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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미지가 임대주택 거주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한국토지주택공사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과 학계의 관심은 오랜 시간 있었지

만, 기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기업 이미지와 소비자 만족도에 반영시

키는가에 관한 연구는 그리 흔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토지

주택공사의 거주자 만족도 조사에 대하여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봄으로 객관적인 자료 확립과 각 특성별로 주관적 만족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기관이미지가 임대주택 거주자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 지 연구해보고 거주자 만족도와 기업이미지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

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기업에게 전략적 분석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

공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중인 국민임대 입주자 1,100세

대, 다가구매입임대 입주자 150세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 350세대로

선정하여 설문한 후, stata SE11을 활용한 분석을 토대로, 이미지항목 중

에서 거주자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든 고객을 공정

하게 대우한다는 항목이었고, 국민임대보다는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거

주자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자 만족도가 높

은 반면, 장애인이 가구원으로 있는 거주자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거주환경 및 서비스가 이미지가

거주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미지가

동일할 경우 거주환경만족도 항목 중 경제적 요소인 주변시세와 비교시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수준이 가장 크게 거주자 만족도에 정(+)의 영향

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임대주택을 장애인 및 고령자에 맞게 설계하여 장애인 및 고령자에

게만 임대하는 등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을 확대하

여 고령자 만족도를 더 증가시키고 상대적으로 낮았던 장애인 만족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데 정책적 함의가 있다.

또한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거주자들은 무주택 저소득층 및 장애인, 국가

유공자, 소년소녀가장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차별없는 공정성에 대

한 이미지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기관 PR이 거주자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관이미지와 거주자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영향을 주는 거주환경만족

도 항목 중 경제성과 관련이 있는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수준 항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 바 이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본연의

업무를 이용자 만족도 측면에서는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계속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사

표본의 한계점,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특정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했던

점 그리고 주거복지 사업의 특정한 집단 대상으로 했던 점, LH가 공급

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일반화에 일

정한 오류가 있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LH 공기업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여 민간 사업자까지 포함한 폭넓은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거주자 만족도, 기관 이미지,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학 번 : 2016-2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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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1)는 2016년 회사 전략중 하나로 신뢰받는 고객

중심 서비스 강화라는 모토를 목표로 삼았다.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고객만족 강화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청렴하고도 우수한 공기업

으로서 사회공헌을 통한 공적 책임을 다하고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LH 2016년 경영공시)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

대단지 입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역 아동센터를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고, 아동멘토링, 이동 급식활동,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외적 기

업 육성지원 또 지역 상생강화를 위한 생태마을 만들기등의 활동을 통해

기관 이미지를 제고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같은 공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의 전략

적 이미지 제고활동에 힘을 쏟기까지는 시간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업체와 비교하여 사실 다소 품질 면에서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인식

되는 것이 사실이다. 단지 가격적으로 민간부문이 따라올 수 없는 임대

료로 임대 주택을 제공하여 주택시장에 기여하였을 뿐이었다. 그것은 그

동안 공기업 특유의 관료주의나 행정서비스 위주의 특성 때문에 사기업

에 비해 마케팅 활동이나 홍보 활동이 저조하다는 말로 치환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공공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에서 수요자

와의 관계 중요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추세여서

1) 「두산백과」토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의 공

기업으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되어 2009년 10월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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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공기업들은 공공시설 건립 및 장학재단사업 등 지역사회 및

사회복지사업 관련 사회공헌활동의 전략적 PR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그동안 공기업의 이미지와 소비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게

을렀었던 것은 사실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과 학계의 관

심은 오랜 시간 있었지만,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기업 이미지와 소비자 만족도에 반영시키는가에 관한 연구는 그리 흔하

지 않았다. 또한 지금까지의 기업PR캠페인이 공기업보다는 사기업을 중

심으로 논의되었고, 사기업의 경우 경쟁적 시장 환경을 미리 인식하고

일찍 고객과의 상호 관계에 관한 이미지 제고 활동을 해 왔다. 이에 반

해, 공기업은 사기업에 비해 그의 독점적 성격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

적 성격이 약해서 이러한 이미지 제고에 관한 전략적 인식과 필요성에

대한 자각이 늦어졌었기 때문이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같은 공기업 임대주택의 경우 고객만족도 조사

가 도입되어, 주거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고객만족도 조사2)를 외부 또는 내부기관을 통해

해마다 실시하여 공공기관의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고할 목적으로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데 이는 계량화되어 매년 평가를 실시하는

공공기관 실적평가에 수치화되어 반영하고 있다.

2) 고객(소비자)가 기업(조직)이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

족/불만족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 및 관리하기 위한 조사



- 3 -

최근 제정된 고객헌장제도3)를 각 기관마다 의무화하여 정부차원의 다양

한 제도를 마련하고 품질 제고를 통해 거주자 만족도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부문 전 분야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

과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회성 평가에서 벗어나서 정기적으로 실

시되고 있다. 고객만족도는 단순한 고객 서비스를 따지는 것이 아닌 고

객 만족도의 종합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있어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그것이 고객만족이 향상되거나 낮아질수록 선행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

며 분야별로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

다. 하지만 점점 커지는 고객만족도나 선행요인의 중요성이나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나 이론들은 아직 논의가 충분히 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국주택공사의 고객

만족도 조사에 대하여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 객관적인 자

료 확립과 각 특성별로 주관적 만족도를 수치화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관이미지가 임대주

택 거주자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공기업에 대한 거주자 만족도에서 어떻게 평가되

며 거주자 만족도와 기업이미지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윤영채, 신희권 외.『시민행정과 정부』. 대영문화사

고객헌장이란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 절차와 방

법,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이다

.



- 4 -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지원된 임대주택 중에서 거주자 만족도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주된 대상이 되었다. 그것을 위하여

취약계층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4), 장애인, 소년가정가장,

독거노인 등에게 지원되는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 전세임대 사업, 그리고

보편적인 임대아파트인 국민임대사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은 주택 정책과 관련된 통계학적 수치들은 기

존자료를 이용한 문헌조사와 외부 용역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기

존의 자료들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현

황, 통계자료를 참조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등의 연구보

고서 및 정책분석 자료를 참조하였다. 구체적인 거주자 만족도의 성과를

나타내는 실증적인 자료는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한 거주자

만족도 결과 중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여 참고하였다.

제4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에서 거주자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거주

자 만족도는 그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거주자 만족도에 거주자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 가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범위에

대하여 서술하고, 본론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본

틀을 확립 후 연구문제 도출 및 가설설정, 연구방법 등을 다루고자 한다.

4)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현황」보건복지부, 2012

기초 생활 수급자는 시혜적 단순 보호 차원의 생활 보호 제도로부터 저소득

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 대책으로 확대되는 국민 기초 생

활 보장 제도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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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결론에서는 이 연구의 종합적인 결론으로 연구를 구성하였다.

[연구의 구성]

서론 연구의 목적과 방법, 범위

⇓

본론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검토

⇓

연구문제 도출 및 가설설정

⇓

연구의 방법

⇓

연구의 결과

⇓

결론
종합적 결론, 제한점과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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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제1절 취약계층과 임대주택

1. 취약계층과 임대주택의 개념과 역사

1) 취약계층의 개념 및 역사

취약 계층이란5) 소득기준에 의해 사회서비스 구매능력이 부족한 저

소득층과 노동시장 여건상 취업하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말한다. 가

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이거나, 55

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실업기간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신용불량

자, 노숙자 등이 이에 속한다.

최근에 사회적 계층의 양극화, 복지국가론 확산 등으로 주택 정책이

주거복지 정책으로 많은 부분이 전환되면서 ‘주거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비록 주거취약계층이 정확히 어떤 대상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 체계나 개념을 유형을 완전

히 체계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

부는 이 개념을 도입하여 여러가지 규정을 만들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제도에 근거한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에 따라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저소득계층’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개념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년가정, 독거노인을 비롯한 비닐하우스, 쪽방 거주자,

노숙인 등의 우리나라에서 특정한 이유로 주민등록상의 문제가 있는 가

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주거취약계층보다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

주하는 가구6)’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

5) 한경 경제용어사전



- 7 -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으로 개정하

면서 고시원 및 여인숙거주자,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취약 계

층이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취약계층 임대주택7)의 유형 및 역사

국내 임대주택 정책은 1984년 임대주택 건설축진법에 의하여 최초로

법률에 명시된 이후 국내 취약계층에게 공급되어 왔다.임대주택법에 따

르면 임대주택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택지공급 계획을 수립하면 국가나

지방자치체, 대한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등이 토지를 개발하여 공급하

고,국가·지방단체·대한주택공사(공공임대주택) 및 임대전문업자(민간임대

주택)가 정부예산 또는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사용하여 건설한다.

이때 국공유지나 체비지 등은 임대주택 건설에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

고, 민간임대주택은 고시가의 100분의 150을 넘을 수 없다. 의무임대기간

은 공공 건설 주택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건설된 주택이

나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된 주택 중 영구임대주택은 50년 이상이며, 그

중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은 10년 이상이다. 임차권은 양도하거나 전대

(轉貸)할 수 없다. 다만, 의무임대 기간이 50년이 아닌 임대주택의 경우

는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거쳐 양도할 수 있다.

6) 경기개발연구원(2012),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실태 및 지원방안」, p. 3에서

요약 · 발췌

7)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서민을 위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말한다. 서유럽에서는 사회주택이나 공영주택이라고 한

다. 한국에서는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과 1984년에 제정된 임대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의 임대주택법 전면 개정 이후 임대주택 건설이 크게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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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일자
건 명 주 요 내 용

1966.
「공영주택법」

제정

ㅇ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제도 마련

ㅇ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자체, 주공 등에 대지조성 및 건설․공급

자금 대부 혹은 보조

1981.3.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정
ㅇ 임차가구 주거권 보호 시도

1981.3.
“임대주택 육성

방안” 발표
ㅇ 기업체 사원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지원

1984.12.
「임대주택건설

촉진법」제정

ㅇ 임대주택에 대한 다양한 택지, 금융, 조세

지원 확대

1989.2.
영구임대주택

건설계획

ㅇ ‘89～’92년까지 25만호 영구임대주택 건설

계획 발표 (‘90년 법정영세민 수 감소에 따라

19만호로 축소)

입주자격은 임대주택 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임대주택 건설 최초공고일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고, 전용면적 15평 이하인 경우 세대

주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이어야 한다. 선

정순위는 주택의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다만 생활보호 대상자, 의

료부조자,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철거민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기준을 따를 수 있다.

1993년에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 임대주택을 건설부분과 매입부분으로

구분하여 법률화하였다. 또 1994년에는 건설임대주택을 재정지원 임대주

택과 기금지원 임대주택으로 구분하였다. 2004년 개정안에서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종류에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경우를 추가하였다. 임대주택 관

련 정책변화는 [표1]과 같다.

[표1] 임대주택 관련 정책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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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일자
건 명 주 요 내 용

1993.12.
「임대주택법」

전면개정

ㅇ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개정하여

“임대주택법” 공포

ㅇ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보완

ㅇ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임대

주택 공급 유도

1998.2.
국민 정부 100대

국정과제

ㅇ ‘02년까지 영구임대주택 10만호 포함, 50만호

임대주택 건설

1998.10. - ㅇ 국민임대주택 5만호 건설계획 확정

1999.

05.31

서민 주거안정

대책
ㅇ 공공부문에서 매년 10만호 임대주택 건설

2000.

08.29

건설업 활성화 및

구조개편 촉진대책

(경제장관간담회)

ㅇ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전용 60㎡이하 주택

건설 비용 융자

ㅇ 임대주택용 택지로 공공개발택지 우선공급

비율 확대 (10→20%)

2001.

03.16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

대책(당정협의)

ㅇ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확대

- 60～85㎡ 중형아파트도 취․등록세 50% 감면

ㅇ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ㅇ 향후 3년간 국민임대주택 5만호 추가 건설

2001.04.
ㅇ 국민임대 10만호 건설계획(2001년 1만호 등

5만호 추가) 발표

2001.

05.26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ㅇ 공공주택용지 내 임대주택용지 공급비율

수도권 지역에 한하여 확대(20%→30%)

2001.

08.15

국민임대주택 20

만호 건설 및

서민전월세 지원

대책(경축사)

ㅇ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계획 발표

2002.

04.03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대(대통령

업무보고)

ㅇ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50만호 및 기타

장기임대주택 50만호 건설계획 발표

2002.

05.20

서민 주거안정

대책(대통령주재

경제장관간담회)

ㅇ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 50만호에서 100만호

로 확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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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일자
건 명 주 요 내 용

2002.

하반기
대통령 공약

ㅇ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추진

- 차기정부 임기동안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하고 건설평형도 25평까지 확대

2003.02.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 정책 보고

ㅇ 참여정부 5년(‘03～’07)간 국민임대주택

50만호를 포함하여 주택 250만호 건설

2003.

09.03

서민․중산층주거

안정 지원대책

ㅇ 향후 10년동안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

ㅇ 소형평형(14평형) 국민임대주택 재정지원 확대

30%→40%

2003.

12.31

「국민임대주택

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ㅇ 국민임대주택 단지 지정근거 마련

2004.02.

저소득서민 주거

복지 확대 방안

발표

ㅇ 다세대․다가구 주택매입 임대 및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원주민 재정착 지원

(소규모 11평형 11,000세대 건설)

2004.07.

「국민임대주택

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

2005.

04.27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국정과제회의)

ㅇ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대폭 확대

ㅇ 전세형 임대, 부도임대주택 매입임대, 노후

불량주택 매입․철거후 신축임대 등 도입

ㅇ 국민임대주택 건설비 현실화

(평당 324→375만원),

공급평형 다양화(14～20평 → 11～24평),

동일단지내 임대와 분양주택 혼합배치

(Social Mix)

ㅇ 1인가구 전용 40㎡이하 주택만 입주 허용

ㅇ 입주자 선정시 자산소유 현황 반영

ㅇ 임대업무는 중앙관리시스템과 권역별 센타에

의한 거점관리, 관리업무는 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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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일자
건 명 주 요 내 용

2005.

0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ㅇ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100만호, ‘03～’12)의

차질없는 추진

ㅇ 국민임대주택 지원 확대

- 재정: 11.4조원 → 13.1조원(1.7조원 추가)

- 기금: 22.4조원 → 31조원(8.6조원 추가)

ㅇ 다가구 매임임대 공급 확대(‘15년까지 5만호,

연간 4,500호)

2006.

03.30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 시장

합리화 방안

(8.31후속정책)

ㅇ 도심내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각각 연간 4,500호 공급

ㅇ 공공기관이 중대형 주택건설 및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 (연평균 6천호)

2006.

08.31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증진방안

(8.31정책 1주년

회의 당정 부동산

정책회의)

ㅇ ’12년까지 장기임대주택을 총주택의

12%로 확대

ㅇ 다가구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물량을 연간

13,142호 수준으로 확대(‘12까지 총9.2만호)

ㅇ ‘06～‘12년 10년 임대주택 25만호 공급

ㅇ 10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는 공공부문 공급 주도

2006.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ㅇ GB해제지역 건설 국민임대단지 용적률 상향

(150% → 180%) → 46천호 추가 공급

2007.

01.11

부동산 안정제도

개편방안

ㅇ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 실시

ㅇ ‘07～’12년 도심내 맞춤형 임대주택 년

1.3만호 공급(다가구 매입임대 6.5천호, 전세

임대 5.8천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1천호 등)

ㅇ ‘07년 하반기부터 부도임대주택 매입 착수

ㅇ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화 방안 ‘07년중 시범

사업 실시

ㅇ 임차인 지원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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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일자
건 명 주 요 내 용

2007.

01.31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

ㅇ ‘07～’17년 총 260만호 장기임대주택 공급

ㅇ 8.31 1주년 대책시 발표한 ‘12년까지

임대주택 비축규모(185만호) 외에 155만호

추가 공급

ㅇ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건설재원 조달을 위해

“임대주택펀드”설립

ㅇ 국민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재정지원 기준단가 409만원/평(‘07년기준)

→456만원/평 단계적 상향

2008.

09.19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ㅇ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통합, ‘18년까지 150만호 공급

(분양 70만호, 임대 80만호)

- 10년임대 20만, 장기전세 10만,

국민임대 40만, 영구임대 10만

ㅇ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및 선호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 공급 재개, 전세형 및

지분형 등으로 다양화

2008.

10.21

가계주거부담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

성지원․구조조정

방안

ㅇ 국민주택기금의 민간 매입임대자금 지원

확대 (연 5%, 700억원→1,500억원 수준)

2008.

11.0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ㅇ 재건축시「임대주택의무비율제」는 정비계획

상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 일정비율(30～50%)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환수 방식으로 전환

2010.

0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ㅇ 수도권(서울제외) 매입임대 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임대호수 5 → 3호 이상, 임대기간 10년 →

7년 이상 등)

2011.

01.13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

ㅇ 소형임대 13만호 공급계획 조기공급 추진,

LH 준공후 미분양물량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

ㅇ 주택기금에서 저리(2%)의 건설자금 특별지원

ㅇ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이상 무주택 조건

폐지, 금년 총대출규모 확대(5.7조→6.8조)

ㅇ 공공택지에 5년 임대주택용지 공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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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일자
건 명 주 요 내 용

2011.

0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

구분
호 수 기 간 면 적

현행 개선 현행 개선 현행 개선

서울 5호

3호

10년

5년

85㎡

이하

149㎡

이하

경기

인천
3호 7년

85㎡

이하

지방 1호 좌 동 7년
149㎡

이하

ㅇ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호당 지원 한도 확대

(6→8천만원), 금리인하(연4.5→4.0%)

ㅇ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대상 주택 확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전세보증금 8천만원

→1억원 이하)

ㅇ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ㅇ 공모형리츠 등이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

(기준시가 6억이하, 149㎡이하)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자 배당소득에 과세특례 한시

적용, 취득세 감면 확대(30%→최대50%감면)

ㅇ 건설사가 2년이상 임대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 or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 최대 50% 감면,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50% 감면

ㅇ 5년 임대주택 지원한도 한시적 확대 및 금리

인하(호당 5,500만원→7～9천만원 이하,

연 3～4%→2%)

ㅇ 주택기금 지원가능 원룸형도시형생활주택

규모 확대(30→50㎡이하)

ㅇ 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17%→20%

조정 허용

2011.

0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ㅇ 8.29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DTI자율

결정 3월말 종료

ㅇ 단,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심사

면제는 계속 유지

ㅇ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한 년말까지

연장

ㅇ 취득세 ‘11년말까지 현재보다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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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일자
건 명 주 요 내 용

2011.

05.0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ㅇ ‘PF 정상화 뱅크’ 등을 통한 금융지원

ㅇ 서울․과천․5대신도시(분당․일산․평촌․

중동․산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2년거주’ 삭제

ㅇ 토지이용 규제완화 :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

층수제한 완화, 가구수 규제 폐지, 개발제한

구역 해제 지역 층수제한 완화(4층→5층),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2011

.06.30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부문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현행 1∼5년) 완화(1∼3년, 투기과열지구

제외)

ㅇ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소득세

한시 배제

* 149㎡이하 주택 3호 이상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 등

ㅇ 매입임대(LH공사 등) 확대,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기준단가 상향 등)

ㅇ 국민주택기금의 원룸등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대상 등 확대

ㅇ 보금자리 주택은 공급계획 총량(150만호)을

유지하면서 연도별 물량을 탄력 조정하되,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

* 분양주택 중 소형주택(60㎡이하) 공급비중

조정: 20%→ 70%

ㅇ 총 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ㅇ 소득수준별 국민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를

차등화 방안 검토



- 15 -

발표

일자
건 명 주 요 내 용

2011

.08.18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ㅇ 수도권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3호→1호”

이상으로 완화

ㅇ 매입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ㅇ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ㅇ LH 다세대매입임대 2만가구 및 대학생 보금

자리 주택기금지원 및 전세임대주택 1만가구

공급

ㅇ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5.2%→4.7% 인하

ㅇ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연소득 “3천만원→

5천만원이하”

2011.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ㅇ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 2년 부과 중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과도한 시장규제 철폐

ㅇ 대학생 전세임대 1만호, 저소득 세입자 전세

임대 1.5만호 등 저소득․서민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ㅇ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연소득 4→

5천만원 이하), 금리인하(4.7→4.2%) 등으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전세수요도

완화

ㅇ 지방 아파트 청약가능지역을 도단위(인접

광역시 포함)로 확대하고, 장기 미사용 공공

시설용지를 실수요에 맞게 용도 변경

ㅇ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2년 유예, P-CBO

추가발행, 공모형 PF 정상화 등 건설업계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 지원

출처 : LH 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 실무편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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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의 등장배경과 유형

1) 임대주택 사업 등장 배경

서민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을 견인하며 동시에 생산고용효과

를 창출하여 동반성장 토대를 마련하는데 임대주택의 목적이 있다. 임대

주택의 목적은 서민 주거수준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을 견인하고 생산․고

용 효과를 유발하여 우리경제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

이다. 직접적으로는 재정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이 보다 낮은 주거비로 장

기 거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중산층 도약 발판 제공하는 것

이며, 공공임대주택의 실제 지불 임대료는 시장임대료의 30～80% 수준

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시세대비 임대료 수준

: 영구임대 30%, 국민임대 55～83%)

또한 3대 기본 생활요소의 하나인 주거권 요구에 정부가 부응하여 빈

부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사회통합을 견인하였다. 간접적으

로는 주택소유 압력을 완화시켜 집값 안정 유도에 기여하여 주택을 거주

수단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하여 과도한 보유욕구를

완화시킴으로써 집값 안정을 유도하였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유형 및 자격요건8)

국민임대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선진국 수

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 (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

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

료로 장기간(30년)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는 형태를 갖는다. 임대의무

기간은 30년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이

다. 또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자가 대상이며, 소

8) www.lh.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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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다.

(전용면적 50M2이하인 임대주택의 경우,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그림1] 국민임대 자격요건

자산기준은 보유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이

고 부동산 126,000천원이하(2015기준), 자동차:24,890천원이하(2015기준)

이다.

매입임대란 도심내 최저소득층이 현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

할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 주택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

다. 입주자격의 경우는 3가지로 나뉜다.

첫째, 일반가구는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

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

라 입주자 선정하여, 1순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

모가족이고,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

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

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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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

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

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장애인등록

증이 교부된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

득 이하인자이다.

둘째, 공동생활가정로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

질환자 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부,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

한이탈주민, 노숙인 중 관련법령 등에 의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들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다. 입주자는 도지사 등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운영기관에서

관계법령과 자체운영 기준에 따라 선정 및 퇴거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관계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나 등록된 단

체로서 최근 3년간(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기관은 1년으로 한다)

입주대상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 국가․지

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제외함)지원

을 받고 있는 법인(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기관은 적용하지 아니한

다)

셋째, 긴급지원 대상자로 즉,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

로 선정된 자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토지주

택공사에 통보한 자에 해당한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30%수준인 영구임

대주택 임대조건 수준이며 최초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

이 가능하므로 20년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임대절차는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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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신청(입주자)

수급자, 한부모가정, 소득50%이하, 장애인 긴급지원 대상자, 공동

생활가정 운영희망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신청합니다.

STEP2

물량신청, 선정의뢰(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장/시․도지사가 입주자 및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물

량을 배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선정의뢰)를 합니다.

STEP3

매입승인신청(한국토지주택공사)

다가구주택 신청을 접수하고 실태조사 및 감정평가 과정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매입승인을 신청합니다.

STEP4
매입승인(국토교통부)

다가구주택의 매입을 승인합니다.

STEP5
지방자치단체에 선정통보(한국토지주택공사)

선정된 다가구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합니다

STEP6
주택소유자와 매매계약(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 개․보수를 실시하고 주택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STEP7
입주자와 임대차계약(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표2] 매입임대주택 임대절차

전세임대는 도심내 저소득층이 현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입주자격은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

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1순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고, 2순위는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이다. 두번째 대상은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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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

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

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세번째는 보증거절자로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

주택 제외)입주자로 선정되고 주택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기금수탁자에

게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

는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 (단독세대주는 제외) 중 전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이며,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이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입주대상이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부, 성폭력피해

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

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이다. 입주자는 도지사 등 또는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운영기관에서 관계법령과 자체운영 기준에 따라

선정 및 퇴거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운영자격기관이며, 관계법

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서 최근 3

년간(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기관은 1년으로 한다) 입주대상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실적이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노숙인 대상기관은 제외)을 받고있는 법인이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급주택의 지원

을 요청한 단체의 경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이다. 쪽방, 비닐하

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시설, 움막, 컨테이너 거주자는 시장․군

수․구청장으로부터, 범죄피해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LH또는 국토부장관 에게 통보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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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긴급지원대상자

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등이 주

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한 자이다.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청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 내

대학에 재학중으로 입주순위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타 시․군 출신 대

학생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 입주순위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취업준비생(직장

에 재직중이지 않은자)은, 1순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퇴소자이고,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소득50%이

하, 가구당 월평균소득100%이하 장애인, 3순위로1순위 또는 2순위에 해

당하지 아니한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다.

유공자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

액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데, 임대조건은 지원대상 주택 및 지역별

지원한도 국민주택규모 이하(85㎡)의 주택(다가구․단독주택, 다세대․연

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수도권의 경우 최고 8,500

만원, 광역시는 6,500만원까지, 그밖의 지역은 5,500만원까지 지원한다. 1

인가구의 경우60m2이하 주택으로 제한, 대학생의 경우 1인가구60m2, 2

인가구 70m2, 3인이상가구 85m2이하 주택으로 제한한다.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청년)은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그밖의 지역 5,000만원,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및 광역시 1억5백만원,

그밖의 지역 7,500만원이다. 입주자가 전세주택의 임차권을 한국토지주택

공사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

는 경우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도 가능하나,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

의 250% 이내로 제한, 단, 가구원의 수가 5인이상인 경우 또는 입주자가

거주중인 해당 주택에 재계약하는 경우 예외인정 가능 (대학생의 경우는

1인가구 150%, 2인이상가구 200% 이내로 제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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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의 5%(입주자 희망시 상향조정

가능)이며, 월임대료는 전세금 중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

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

도)이고.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자격 유지시 9회까지 재계

약이 가능하므로 최장 20년동안 거주할 수 있다.

[표3] 전세임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출예시

*기존주택(수도권)의 경우

구분 전세금
주택도시기금

(지원액)

입주자부담

보증금 월임대료

전세지원한도

범위내 주택

8,500만원

주택
8,075만원 425만원 134,600원

전세지원한도

초과 주택

9,000만원

주택
8,075만원

925만원

(기본보증금

425만원

한도액초과분

500만원)

134,600원

*수도권에서 지원받을 경우 8,075만원까지 지원

*임대료의 0.5%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임대주택에 지원하는 방법은 지원대상에 따라 7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는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신청접수일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시․군 구청에서 입주자격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게 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상자가 물색하여 계약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

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에게 재임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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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는 부도임대아파트 소재지의 시․

군․구청에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자격여부등을 확인하여 대상자

를 선정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게 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상자가 물색하여 계약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

상자에게 재임대하게 된다.

셋째, 보증거절자의 경우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

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신용보

증거절자 전세임대 신청서류로는 보증거절 증명서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주택도시기금 상환 확인서류가 있다.

넷째, 공동생활가정(그룹홈)는 도지사등이 선정한 운영기관에서 관계법

령과 자체규정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입주하게 된다.

다섯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는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

인숙, 노숙인시설, 움막, 컨테이너 거주자는 주민센터로, 범죄피해자는 지

방검찰청에 신청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상자로 통보되면, 한국토지

주택공사는 대상자가 물색하여 계약요청한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자에게 재임대된다. 또한,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경

우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여섯째, 긴급지원대상자는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 긴급복

지지원을 신청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상자로 통보되면, 한국토지주

택공사는 대상자가 물색하여 계약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

결한 후 대상자에게 재임대한다.

일곱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는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신청접수일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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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대 절차는 [그림2]와 같다.

[그림2] 전세임대 임대절차

3. 임대주택 선행연구 검토

임성영(2011)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공임

대주택과 주거비 지원을 중심으로”에 관한 연구는 영국, 일본, 스웨덴을

포함한 선진국과의 제도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주거복지 정책의 문제

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지방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커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분담되고 주거비 지원을 통한 많은 입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의

주거복지를 진행하고 있다고 연구에서 주장한다. 또한 이 연구는 최저주

거기준을 미달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정책과 주거비지

원 정책을 중점으로 주거복지 정책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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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급적인 측면을 부각하면서 통일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주거

복지 정책이 공평치 못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안중만(2012)은 “저소득층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주택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 임대주택 정책을 중심으로”에서는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역사와

각국의 다양한 주거복지사례를 연구하였다. 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

리나라에 적용하는 것과 임대주택의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다. 또

한 주거복지 정책의 평가를 객관적인 잣대를 통하여 시행함으로 해서 양

적인 연구와 질적인 연구 모두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문 조사를 통한 통계적인 연구로 실증적인 연구를 하였고,

국내외 연구자들의 주거복지정책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주거복지 정책을

평가한 연구였다. 효율성, 형평성, 효과성 세 가지 가치차원으로 설문 조

사를 나누어서 주거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정책을 평가하였다. 효율성, 형평성, 효과성 평가

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거복지 공급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용천(2008)은 “우리나라 주택복지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주거복지의 개념을 서술하고 접근 방법과 목표에 관하여 서술

하고 있다. 주거복지가 필요한 이유가 기술되어 있고, 우리나라 주거복지

정책의 광의와 협의의 개념으로 서술되고 있다. 또한 외국 사례와의 주

거복지 정책의 사례를 비교함으로 해서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과 도입하

여야 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다.

박은철(2006)은 “도시 저소득 임차가구의 가구특성별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에서는 외국의 주거복지 정책을

공공임대와 주거급여로 나누어 연구한 후 그 정책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적용하려는 연구를 하였다.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에도 관심을 가

져 추가적인 건설을 주장하였고, 주거비 지원의 확대제공을 통하여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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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준에 미달한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계층에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입주자 및 수혜자 편익으로 프로그램을 배정하

기 위해 프로그램별 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편익적인 측면에

서는 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순

으로 결과가 나왔다.

선정기준으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가구순자산, 가구원수, 노인

및 장애인 유무, 사회취약계층 여부를 활용하였다. 또한 정부 정책에 있

어 공공임대나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수를 파악하고 주거복지

정책을 추가로 수요를 추정하여 더많은 계층에게 주거복지 정책이 지원

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2절 고객만족도

1. 고객만족도 개념

1) 고객만족도 개념

고객만족도(customer satisfaction)란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

기 전 그리고 소비하는 과정, 소비 이후에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의 변화

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수십 년간

진행되어 왔고 그 연구들은 이론적 검토에서 실증연구까지 다양한 형태

로 진행되어 왔다. 고객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은 그동안 많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학자들마다 관점과 그 접근방식에 따라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1973년 Anderson은 고객만족을 기대와 지각된 제품 성과의 일치/불일

치의 과정이라고 처음으로 정의하였다. 1977년 Hunt는 사전기대와 실제소

비경험의 일치여부에 대한 평가라 하였으며, 1981년 Oliver는 고객만족/불만족

은 기대수준과 기대불일치 수준의 총합이라 정의하였다.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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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Anderson[1973]
기대와 지각된 제품 성과의 일치/불일치의

과정

Hunt[1977]
사전기대와 실제소비경험의 일치여부에 대한

평가

Oliver[1981]
고객만족/불만족은 기대수준과 기대불일치

수준의 총합

Engel&Blackwell[1982]
선택된 제품 및 서비스가 사전적으로 가지고

있던 신념과 일치했는가의 여부에 대한 평가

Tse & Wilton[1988]

소비 이전의 기대와 제품에 대해 소비 이전

에 인지된 실제성능과의 인지적 차이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

Babin & Griffin[1994]

불일치와 지각된 성과등을 포함한 일련의 경

험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유발되는 정서

적 반응

Engel&Blackwell는 선택된 제품 및 서비스가 사전적으로 가지고 있던 신념과

일치했는가의 여부에 대한 평가로 정의했고, 1988년 Tse & Wilton는 소비 이전

의 기대와 제품에 대해 소비 이전에 인지된 실제성능과의 인지적 차이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로 정의하였다. 1994년 Babin & Griffin는 불일치와 지각된 성과

등을 포함한 일련의 경험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유발되는 정서적 반응이라

말했고, Westbrook & Oliver는 특정한 구매 선택에 관하여 선택 후 평가적 판

단으로, Mano & Oliver는 제품 만족은 쾌락적인 연속체에 따라 변화는 소비

후 평가적 판단과 같은 태도로 정의하였다. 1997년 Kotler는 기대에 관하여 제

품의 지각한 성과/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난 즐거움 또는 실망의 개인적 느낌이

라 정의하였고, 1997년 Oliver는 소비자의 충족상태에 대한 반응 : 그것은 제품

[혹은 서비스] 특성 또는 제품[혹은 서비스] 자체가 소비에 대한 충족상태를 미

충족 또는 과충족 수준을 포함하여, 유쾌한 수준에서 제공하거나 제공하였는가

에 대한 판단이라 정의하였다.9)

[표4] 고객만족 정의

9) 김성훈[2006]“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28 -

Westbrook & Oliver [1994]
특정한 구매 선택에 관하여 선택 후 평가적

판단

Mano & Oliver [1994]
제품 만족은 쾌락적인 연속체에 따라 변화는

소비 후 평가적 판단과 같은 태도

Kotler[1997]

기대에 관하여 제품의 지각한 성과/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난 즐거움 또는 실망의 개인적

느낌

Oliver[1997]

소비자의 충족상태에 대한 반응 : 그것은 제

품[혹은 서비스] 특성 또는 제품[혹은 서비

스] 자체가 소비에 대한 충족상태를 미충족

또는 과충족 수준을 포함하여, 유쾌한 수준에

서 제공하거나 제공하였는가에 대한 판단

고객만족도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조직에 대

한 만족도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마케팅학회(AMA)은 고객만족도를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

도로 정의한다. 고객만족은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초과할 때

만족을 주고 기대에 못 미칠때는 불만족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고객은

불만족스러울 때 구매 상표나 서비스 공급자를 바꾸거나, 판매자 또는

제 3자에게 불만을 표현하거나 타인에게 부정적인 입소문을 퍼뜨릴 수

있다.

고객만족도를 조직에 대한 총체적인 만족도로 정의하는 의견도 있다.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보는 관점으로는 고객만족도의 개념에서

고객만족도를 평가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과 소비경험으로부터 얻어

진 결과로 보는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고객만족도에 대

한 정의에서 고객만족도를 소비경험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로 보는 관점과

평가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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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만족도 선행연구 검토

노재택(2005)은 고객만족이 고객의 기대를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비교, 평가, 선택하는 구매 전 상황과

구매 후 상품, 서비스 자체의 성과에 대해 소비자 개인의 성격 및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 느끼는 포괄적인 감정으로서 구매 전 상품에 대한

기대와 사용 후에 느끼는 제품성과간의 지각된 불일치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김영찬과 차재성(2003)은 고객만족 그 스스로가 다차원적 개념이

며, 그렇기 때문에 고객만족 개념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품질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고객을 유지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성에 기여한다고 하면서

그 측정은 고객만족의 수준과 더불어 그에 의한 경제적 보상과의 관계까

지 측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미향(2009)은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실망감이 고객만족과 선행요인

에 미치는 영향 : 기업명성의 조절효과 연구“에서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실망감이 고객만족과 선행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기업의 서비스

개선과 미래연구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얘기하였

다. 그 연구의 주된 방향은 초고속인터넷의 가정방문서비스를 연구의 대

상으로 하였다. IT강국 대한민국의 일등공신인 초고속 인터넷 시장은 기

업 간 경쟁이 치열하지만 서비스수준이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여서 경

쟁우위확보를 위해서는 서비스품질제고를 통한 고객만족이 선행되어야

하는 산업이다. 기존의 서비스 관련 논문에서는 고객의 만족/불만족과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고객 불만족의 원인인 고객

의 실망감을 다룬 연구는 드문 상황이었다. 실망감은 서비스에 대한 고

객의 부정적 평가이며 불평행동의 선행요인이므로 기업은 서비스 접점에

서 발생하는 고객의 실망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망감의 선행요인과 결

과변수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발생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실망감이 고객만족과 선행요인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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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실망감이 기업명성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고객이 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실망감을

경험하면 고객만족도와 선행요인은 하락하며, 특히 고객이 기업명성을

높게 지각하는 기업일수록 고객 불만족과 선행요인 하락도가 커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박혜영(2008)은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선행요인, 고객만족도 간의

관계 연구 : 한국마사회”에서는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선행요인 및

고객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선행요인과 고객만족도 간에도 정적

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임으로써 향후 사회공헌활동, 선행요인, 고객만

족도 간의 관계연구를 위하여 서로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하여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캠페인과 공기업과 관련을 맺고 있는 공중 간의 관계를 호의적으로

형성, 유지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결과로 나

타난다.

최찬섭(2012)은 “공항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연구 : 한국공항

공사의 사례를 중심으로“에서의 연구에서 공항서비스의 고객만족도 조사

에 관한 선행연구와 실증적 분석을 통해 공공서비스에서의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의미와 이해, 전략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관

련 법령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와 공항의 특

성을 반영하여 개발된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도 조사 등 2개 조사 모형

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공항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3절 기업이미지

1. 기업이미지 의미와 구성요소

기업이미지(corporate image)는 통일된 기업 이미지, 기업문화,

미래의 모습과 전략 등을 일컫는 용어로, 기업의 사회에 대한 사명,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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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등을 명확히하여 기업 이미지나 행동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외적으로는 동일 회사의 것인가 아닌가를 상대에게 식별시키고

사내적으로는 기업의 존재의의를 인식시킨다. 기업 이미지는 기업 명칭,

심벌 마크, 심벌 칼라, 로고 타입 등 여러가지 시각적인 요인(Visual

Identity)에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기업의 이미지는 이러한 시각적 요소

외에도 기업의 기본이념이나 윤리(Mind Identity), 조직원이나 기업의

구체적 시장 활동(Behavior Identity)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기업 이미지 전략은 기업의 상호명 변경이나 새로운 마크제정 등

시각적 수단이 요점이지만 기업이념이나 사원의 의식변혁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기업 이미지의 유래는 1930년대 미국에서 기업이미지 도입으로

시작되었고, 50년대 경영확대의 개념으로는 코카콜라, IBM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70년에

대기업과 은행 등에서 기업 이미지가 도입되었고, 80년대에 이르러

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재계와 금융계에서 기업 이미지의 재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10)

기업이미지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 주체들이 특정 기업에

가지는 그들의 경험과 그에 관련된 지식 및 정보, 신념의 총체이다. 이러

한 기업이미지에는 환경주체들의 가치체계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들의 기

업에 대한 신념 및 태도를 결정지어주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강력하고

명확한 기업 이미지는 그 회사 제품에 대한 확신을 증대시켜 구매, 재구

매의 가능성을 높이는 영향력이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11)

10) 기업이미지 통합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11) 이준일, 우소영, 배현미,“기업자산으로서 기업 공중관계성과 기업이미지



- 32 -

Duke와 Roshwalb은 기업이미지를 기업에 대한 공중의 태도의 총합이며

사람들이 특정 기업에 대해 가지는 총체적인 인상이라 정의하였으며12)

Bernstein은 공중이 특정 기업에 대해 가지는 총체적인 인상이라 정의하

였다.13) 즉, 기업이미지는 제품 이미지나 브랜드 이미지와 구별되는 개

념으로 사용되지만 생성과정에 있어서는 상호작용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이미지 향상을 위한 전통적인 마케팅 수단들

은 광고, PR, 판매촉진활동과 더불어 언론의 보도 등 다양한 경로를 통

하여 창출된다.14)

이처럼 기업이미지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

지만 대다수의 공통된 내용은 기업이미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

고, 어느 특정기업에 대해 공통적으로 고르게 나타나며 상호 영향을 미

치는 관계란 점이다. 하지만 사람들 개개인에게 고르게 나타나지 않고

각기 다른 인상을 지니게 될 수도 있다.15) 기업은 신뢰감 있고 호의적인

기업이미지를 형성,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바로 여기에 기업이미지의 중

요성이 존재하게 된다.

Schwartz16)는 기업이미지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첫째, 기업 이미지

가치에 대한 연구“,「광고학 연구」,18권 4호,2007, pp53～81

12) S. Duka and I. Roshwalb, A dictionary for marketing research (NY:

Audirs &Surveys. Inc. 1983), pp.109-115

13) D. Bernstein, “Company image and reality: A critique of corporate

communications,”Eastbourne: Holt, Rhinehardt and Winston, 1984,

pp.68-84.

14) 윤각, 서상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기업광고가 기업이미지와 브랜드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 , 61호, 2007, pp.47-72.

15) 이준일, 우소영, 배현미, op. cit., pp.53～81

16) D. Schwartz, Introduction to marketing management: Principles(Practices

and process, NY: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95), pp.13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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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이 끌어들이는 고객의 수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그 이

유는 사람들은 좋지 않은 기업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고객이 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 말한다. 둘째, 기업이 산출하는

이미지는 기업의 조직 충원에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된다. 자질이 뛰어

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발전적으로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서 일하

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셋째, 기업이미지는 필요한 자본의 조달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는 기업이 가지

고 있는 평판이나 이미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현대기업이 주위 환

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에서 호의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

는 것은 기업의 존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기

업이 주위 환경과 호의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어떠한 요소가 필요한

지 분석하며 이를 통한 개선 노력은 역시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 이처럼

기업이미지의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미지의 제고는 마케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은 이미지 제고 방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Dowling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업이미지는 고객의 긍정적인 태도를 유발시킴

으로써 기업의 존속과도 관계가 있다고 하며 구매 결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17)

기업 이미지의 구성요소로 Ferber는 기업 이미지 구성요소를 제품

(높은 품질 수준), 기업 선도성(기업의 성장 및 확대 속도), 객관계(고객

불만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윤리(보증과 약속의 성실한 이행),

사회적 책임(양호한 지역사회 관계의 지속), 종업원관계(일하고 싶은

좋은 기업), 기타(주식을 소유하고 싶은 우량 기업) 요소에 부정적

17) G. R. Dowling, “Managing your corporate image,”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14, 1986, pp.40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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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고가격 또는 대기 및 수질 오염) 등을 포함하여 분류한 바 있다.18)

Winters는 기업이미지를 형성하는 구성요인으로 기업행동(좋은 서비스의

제공, 적정 가격의 설정, 고급 제품의 생산 등의 것으로 기업의 마케팅

이미지를형성), 사회적 행동(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 공공이익에 대한

관심, 적정 세금의 납부 등의 것으로 사회적 관행의 이미지를 형성),

기업공헌(문화 예술에의 투자, 보건 교육 사회적 복지 프로그램에

기부하는 것 등의 물질적 지원) 등 세가지 요인을 설명하였다.19)

Barich 와 Kotler는 전반적인 조직 이미지를 기업 이미지, 브랜드이미지,

마케팅 이미지로 세분화 하였으며 이 중 기업이미지는 공익활동을 통해

다양한 공중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좋은 시민으로 기업을 인식

시키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20) 이처럼 기업이미지를 구성

하는 요인은 학자마다 다른 요소를 안고 있다. 이는 연구자들이 기업

이미지를 측정함에 있어서 포함하는 기업이미지 항목의 유형과 수에서

달리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기업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인은 학자마다 다른 요소를 안고 있다.

이는 연구자들이 기업이미지를 측정함에 있어서 포함하는 기업이미지

항목의 유형과 수에서 달리 나타나게 된다.

18) R. Ferbe, Handbook of marketing research(New York: McGraw-Hill,

1974), pp.1-30.

19) L. C. Winters, “The effect of brand advertising on company image:

Implications for corporate advertising,”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26(April/May), 1986, pp.58-81.

20) H. Barish and P. Kotler, “A framework for Marketing image

management,” Sloan Management Review, 1991, pp.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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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및 기업이미지 선행연구 검토

정원철(2000)21)은 중앙행정기관의 이미지를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문화권별․국가별로 비교하였다. 여기서 영․미 문화권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중앙행정기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정부의 대표성을 묻는 설문문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기업부분의 마케팅 개념 벤치마킹, 행정을

통한 이미지개선,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김선아(2005)22)는 중앙행정기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특정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조직적인 측면에서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여기서 중앙행정기관 홍보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먼저 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며, 홍보담당자의

위상 및 조직 의사결정 단계 참여 강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계획의

운용, 홍보활동을 위한 자체 예산 확보 및 체계적인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석우(2006)23)는 정부마케팅의 도입과 정보통신부의 정부아이덴티티

(Ministry Identity : M.I)를 민간 기업의 기업아이덴티티(Coporate

Identity : C.I)와 비교․분석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그 결과 ‘권위적, 불신뢰, 보수적,

미성숙’ 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팽배해 있음을 찾아내었다. 이에 정부의

21) 정원철, 전게서 2000 pp53-59

22) 김선아(2005) “정부부처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조직 진단과 발전영향

연구 프로젝트 보고서”. 서강대 영상대학원 석사확위논문 pp.86-96

23) 이석우.전게서.2006 pp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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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정부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일관성 있는 아이덴티티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기존의 단순 행정

기능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넘어서 정부마케팅 활동에 부합한는 중앙

행정기관 M.I의 수립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이단비(2001)24)가 연구한 항공사의 이미지 속성은 탑승 승객들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되고 항공사의 물적 혹은 인적서비스

모두가 총체적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고객은

항공사가 전달하는 모든 정보를 “심상”과도 같이 통합적으로 인식한다고

보았다. 즉,항공사 이미지는 항공사의 물리적인 특성과 탑승객들이 지닌

심리적인 특성의 종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항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 변수, 고객속성 변수, 항공사 속성 변수들이

총체적으로 결합한 결과 승객이 특정 항공사에 인식하는 복합적인 것은

항공사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항공사 서비스는

유형성과 무형성의 구분을 통해 재구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영적

측면이 강조된 것이라 하였다.

이영식(2010)25)은 여행사 브랜드 이미지가 고객들의 특정 여행사에 대한

선호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행사에 대하여 인지하는 전체적인 좋고

나쁨에 대한판단, 그리고 기억 속에 지니고 있는 인식이라고 말한다.

또한, 고객들의 여행사에 대한 정신적 개념 또는 인상으로 어떤

여행사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24) 이단비,“지각된 항공사 이미지가 국제선 항공 승객의 선택행동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1,pp.25-28.

25) 이영식(2010),「여행사 브랜드 이미지의 시장세분화를 활용한 고객만족과 재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석사확위논문, 청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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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브랜드이미지는 여행상품의 구매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제4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주거취약계층의 거주자 만족도나 주거 유형에

대한 연구 및 이미지 자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본 연구는 임대주택별 거주자가 느끼는 기관이미지가 거주

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형태로 이미지와 만족도 사이의 상

관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거주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 요인들을 이끌어내고 임대유형별로 분석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이끌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문제 및 가설

제1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공기업의 기관이미지, 거주자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하여 설정

하였다. 일반기업보다 공기업에서의 PR활동이 오히려 저조하였으며 공

기업 관련 PR 관련 연구도 일반 사기업의 그것에 비해 상당 부분 미약

한 실정이다.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야말로 다양한 공중과의

관계 형성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공기업 PR캠페인

으로서, 공기업의 목적인 공익성 추구를 위한 기관 이미지와 고객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즉,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공

기업의 기관이미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그동안의 기업이미지와 고객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여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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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에서는 기업이미지와 고객만족도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검증된

바 있다. 그렇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공기업 조직에서도 그러한 관

계가 형성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기관이미지와 거주자 만족도 사이에

영향을 주는 조절요인에 대해서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제2절 가 설

가설1 : LH 기관이미지는 거주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1.1 : 공정성 이미지는 거주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1.2 : 거주환경은 ‘LH 기관이미지와 거주자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영향을 준다

가설1.3 : 서비스는 ‘LH 기관이미지와 거주자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영향을 준다

※ 특성 : 나이, 성별, 거주기간, 장애인 거주유무, 경로자 거주유무, 위치

제3절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data

본 연구는 거주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관이미지를 분

석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6년 1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중인 국민임대 입주자

1,100세대, 다가구매입임대 입주자 150세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

350세대로 선정하여 지역별로 지원물량을 감안하여 할당하여 조사를 진

행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유형별 거주가가 느끼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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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거주자 만족도가 서로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정책에 있어 본 정책들의 역할과 위치를 고찰해보았다.

2) 자료수집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거주 중인 고객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임대주택 거주중인 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거주

자 만족도 측정을 하는데 있어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

별로 물량별 공정한 할당을 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표

본은 무작위 표집방법을 사용하였고, 자료 수집은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

하였다. 지역별로 물량을 할당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을 지원하는 비

율로 일정하게 하여 일대일 대면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설

문지는 총 1,600부를 배포하였으며 2016년 1월 11일부터 2월 12일에 걸

쳐 진행하였다.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 전국 국민임대 및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

(가구주 또는 배우자) 1,600표본

표본추출방법
� 국민임대 : 단지 내 무작위추출

� 매입임대, 전세임대 : 리스트 내 무작위 추출

표본설계

구분 내용 표본수(세대) 비율(%)

전체 608,034 1,600 0.26

국민임대 405,733 1,100 0.27

맞춤형

임대

매입

임대
56,935 150 0.26

전세

임대
95,586 350 0.36

조사방법 � 표준화된 설문지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

조사기간 � 2016. 1. 11(월) ~ 2016. 2. 12(금)

[표5] 설문조사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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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국민임대

� 주거형태 및 입주

� 아파트 제품

� 운영서비스

3) 설문의 구성

조사내용은 크게 거주자의 특성과 관련된 지표와 거주환경 만족도 관

련 지표로 구성된다. 먼저 거주자의 특성과 관련된 지표에는 이전거주

주택, 현재거주 주택 및 이사희망 주택과 관련한 주거형태 부문, 가족 구

성원 현황, 경로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유무, 월평균 주거비/임대수준

등 거주자 특성 부문 그리고 거주환경, 기관이미지, 서비스 등이다

주거형태 부문은 주택의 종류, 규모, 난방방식, 점유형태, LH임대 아파트

거주기간, 향후 이주계획 시기, 이주희망 이유, 이전 거주지 대비 LH임

대아파트의 만족도로 구성되었다.

거주자 특성 부문은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 등 구성원 현황, 장애인,

경로자, 수급자 유무 여부, 월평균 주거비 및 임대료 수준 등의 지표로

구성되었다.

거주환경 만족도는 주변시세 대비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수준, 주변

시세대비 월 관리비 수준,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생활편의 시설의 편

리성, 학교 및 학원 등 교육환경 등으로 구성되었다. 서비스 만족도는 문

의 및 요구사항에 대한 업무처리의 신속성, 직원 응대태도의 친절성, 질

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노력, 주민의견 반영노력, 업무처리의 공정성 및

정확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6] 설문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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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환경

� 기관성과(이미지)

� 종합만족도

� 가구특성

맞춤형

임대

매입임대

� 주거형태 및 입주

� 제품 및 서비스요인

� 거주환경

� 기관성과(이미지)

� 종합만족도

� 가구특성

전세임대

� 주거형태 및 입주

� 주거여건 및 서비스요인

� 거주환경

� 기관성과(이미지)

� 거주자 만족도

� 가구특성

2. 연구분석틀 및 모형

위의 가설에서와 같이 임대주택 3가지 유형별 각각의 거주자가 인식하

는 기관이미지가 최종 거주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

틀을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임대주택의 유형별 입주자의 기관이미

지를, 종속변수로는 거주자 만족도를 설정하였다. 또한, 거주환경 및 서

비스가 ‘이미지가 거주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에 대하

여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틀을 상정하였다 한편, 이에 관한 명확한 비교

를 위하여 거주자 특성에 관한 사항(나이, 성별, 임대주택 유형, 거주기

간, 장애인 및 경로자 거주유무, 지역)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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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Ⅰ]

독립변수 종속변수

기관 이미지 ➜ 거주자 만족도

통제변수

나이

성별

나이

임대주택 유형

거주기간

장애인 거주유무

경로자 거주유무

지역

[연구모형Ⅱ]

독립변수 종속변수

기관 이미지 ➜ 거주자 만족도

+
조절변수 통제변수

거주환경

서비스

나이

성별

나이

임대주택 유형

거주기간

장애인 거주유무

경로자 거주유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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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모형의 식은 아래와 같다

모형Ⅰ

 =  +   + 
  



 + 

모형Ⅱ

 =  +   +  + * + 
  



 + 

여기에서 i는 응답자,  는 응답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미지 점

수를 의미하며, X는 거주한경 만족도 또는 서비스 만족도, K는 통제모

형에 포함한 통제 변수의 수, 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관찰 불가능한 특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차항(error term)을 의

미한다.

3. 주요 변인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에서 거주 중인 고객을 조사대

상으로 국민임대 1100세대, 전세임대 350세대, 매입임대 150세대로 선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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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변수 : 기관 이미지

[표7] 기관이미지 측정 문항

항목 문항

기관이미지1

국민임대

LH는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매입임대

전세임대

기관이미지2

국민임대
LH는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
매입임대

전세임대

기관이미지3

국민임대
LH는 입주자 모집공고 등 지원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한다
매입임대

전세임대

기관이미지4

국민임대

LH는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대우한다매입임대

전세임대

2) 종속변수 : 거주자 만족도

[표8] 거주자만족도 측정 문항

항목 문항

거주자만족도

국민임대

LH 아파트의 제품, 임대주택 운영서비스, 거주
환경, 사회적 책임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생각할 때, LH아파트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입임대

LH 다가구등 매입임대주택의 제품 및 서비스,
거주환경, 사회적 책임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각할 때, LH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세임대

LH의 전세임대 지원서비스, 업무처리절차, 직원
의 응대, 시설 및 이용환경, 사회적 책임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각할 때, LH 전세
임대주택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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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거주하는 입주자 개인적 특성인 성

별, 연령, 거주기간, 장애인 및 경로자 거주유무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

였으며, 임대주택의 위치 또한 거주자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지 검증하기

로 한 서비스, 거주환경, 기관이미지, 거주자만족도(종합만족도) 총 4개의

분야로 나누어 거주자만족도의 전반적인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거주자

만족도를 측정하였으며, 이들 항목은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에 이

르는 7점척도(R. Likert scale)를 이용하였다.

[그림3] 거주자만족도 척도

4. 분석방법

수집한 데이터는 통계프로그램인 stata SE11을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첫째, 요인별 만족도간 선형변형관계성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살펴보

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둘째, 기관이미지가 거

주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를 기

관이미지로, 종속변수를 거주자만족도로 설정하여 통제변수를 포함한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을 이용하

는 거주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거주환경 및 서

비스가 ‘기관이미지가 거주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조절변수를 거주환경 및 서비스로 설정하여 통

제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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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험적 분석 결과

제1절 조사대상자 특성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임대 입주고객이 1,100명,

매입임대 입주고객이 150명, 전세임대 입주고객이 350명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국민임대의 경우, 남자가 40.18%, 여자가 59.82%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1.55%, 30대가 15.55%, 40대가 19.09%, 50대가

21.91%, 60대 이상이 41.99%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거주가구는

13.64%, 장애인 비거주가구는 86.36%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경로자

거주가구는 34.36%, 경로자 비거주가구는 65.64%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의 경우, 남자가 50%, 여자가 50%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1.33%, 30대가 12.67%, 40대가 26.67%, 50대가 24.67%, 60대

이상이 34.66%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거주가구는 14.67%,

장애인 비거주가구는 85.33%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경로자

거주가구는 22%, 경로자 비거주가구는 78%로 나타났다.

전세임대의 경우, 남자가 47.71%, 여자가 52.29%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11.14%, 30대가 25.71%, 40대가 22.29%, 50대가 18%,

60대 이상이 22.86%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거주가구는 16%,

장애인 비거주가구는 84%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경로자 거주가구는

22.29%, 경로자 비거주가구는 77.7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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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 684 42.75% 442 40.18% 75 50.00% 167 47.71%

여 916 57.25% 658 59.82% 75 50.00% 183 52.29%

합계 1600 100.00% 110
0

100.00% 150 100.00% 350 100.00%

나이

20대 58 3.63% 17 1.55% 2 1.33% 39 11.14%

30대 280 17.50% 171 15.55% 19 12.67% 90 25.71%

40대 328 20.50% 210 19.09% 40 26.67% 78 22.29%

50대 341 21.31% 241 21.91% 37 24.67% 63 18.00%

60대
이상 593 37.06% 461 41.90% 52 34.66% 80 22.86%

합계 1600 100.00%
110
0

100.00% 150 100.00% 350 100.00%

거주

기간

1년
이하

607 37.94% 473 43.00% 72 48.00% 62 17.71%

2년
이하 314 19.63% 170 15.45% 40 26.67% 104 29.71%

3년
이하 199 12.44% 130 11.82% 32 21.33% 37 10.57%

4년
이하

124 7.75% 94 8.55% 3 2.00% 27 7.71%

5년
이하

133 8.31% 105 9.55% 0 0.00% 28 8.00%

5년
초과 223 13.94% 128 11.64% 3 2.00% 92 26.29%

합계 1600 100.00%
110
0

100.00% 150 100.00% 350 100.00%

장애인

거주

유무

유 228 14.25% 150 13.64% 22 14.67% 56 16.00%

무 1372 85.75% 950 86.36% 128 85.33% 294 84.00%

합계 1600 100.00% 110
0

100.00% 150 100.00% 350 100.00%

경로자

거주

유무

유 489 30.56% 378 34.36% 33 22.00% 78 22.29%

무 1111 69.44% 722 65.64% 117 78.00% 272 77.71%

합계 1600 100.00%
110
0

100.00% 150 100.00% 350 100.00%

[표9] 표본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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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전체

기관이미지
(주거안정)

1600 6.08875 1.109794 1 7

기관이미지
(환경개선) 1600 6.071875 1.121381 1 7

기관이미지
(업무절차준수)

1600 6.101875 1.090752 1 7

기관이미지
(공정대우) 1600 6.11875 1.060826 1 7

거주자만족도 1600 6.0725 1.083618 1 7

국민임대

기관이미지
(주거안정)

1100 6.198182 1.011668 1 7

기관이미지
(환경개선)

1100 6.183636 1.01978 1 7

기관이미지
(업무절차준수) 1100 6.218182 0.950856 1 7

기관이미지
(공정대우)

1100 6.2 0.969038 1 7

거주자만족도 1100 6.101818 1.030295 1 7

매입임대

기관이미지
(주거안정)

150 5.8 1.305641 1 7

기관이미지
(환경개선)

150 5.806667 1.224453 2 7

기관이미지
(업무절차준수)

150 5.833333 1.32815 1 7

기관이미지
(공정대우) 150 5.913333 1.140685 2 7

거주자만족도 150 5.96 1.180831 1 7

전세임대

기관이미지
(주거안정)

350 5.868571 1.253024 1 7

기관이미지
(환경개선)

350 5.834286 1.311606 2 7

기관이미지
(업무절차준수)

350 5.851429 1.309295 1 7

기관이미지
(공정대우)

350 5.951492 1.25556 1 7

거주자만족도 350 6.028571 1.196598 1 7

제2절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1. 기초통계량

[표10] 기초통계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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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유형별 종속변수의 평균값은 국민임대 6.101818, 매입임대 5.96, 전세

임대 6.02였으며,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설문으로 임대유형별 모두 최솟

값은1, 최댓값은 7이였다.

2. 상관관계 분석

측정 변수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상관관계 분석

기관

이미지1

기관

이미지2

기관

이미지3

기관

이미지4
거주자
만족도

기관

이미지1
1

기관

이미지2
0.708 1

기관

이미지3
0.676 0.673 1

기관

이미지4
0.7082 0.7262 0.7132 1

거주자
만족도

0.5625 0.5896 0.5742 0.6225 1

각 이미지 항목별로 연관성은 높으나 응답자인 거주자가 각각의 이미

지 개념을 모두 동일한 가중치로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이미지 항목별 분석이 유의미 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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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설의 검증

1. 기관 이미지가 거주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기관이미지와 거주자 만족도에 관한 상관분석 결과 [표12]에서 볼수 있듯이

첫째, 기관 이미지가 높으면 거주자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를 거주자 특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하였음에도 기관 이미지

는 거주자 만족도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여

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유형이 국민임대 유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거주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임대주택 거주시 소요되는 비용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

을 것이다. 국민임대는 보증금 및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60～80%이지만,

매입임대는 시중시세의 30%, 전세임대의 임대보증금은 공사가 부담한

전세금의 5%며, 월임대료는 전세금 중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으로 국민임대에 비하여 저렴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지원 자격 순위에서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는

1순위가 국민임대 지원자들보다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인 최저소득층으로 구성

되어 있는 것이 만족도 상승요인으로 보여진다.

둘쨰,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가구원 중 장애인이 거주하는 거주자에서는 기관이미지가 거주자 만족도

에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세대 내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이 원인으로 여겨진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사측에

서는 원가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법적 설치시설물 이외

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애인 시설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겨

지고 특히 장애인이 거주하는 거주자들에게는 만족도가 낮은 원인이 되

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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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거주 기간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

으나 분석결과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설문자 샘플의 거주기간이 대부분 1～2년에 그쳐있는 바, 변수의

다양성 폭이 좁아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표12] 기관이미지와 거주자 만족도에 관한 상관분석

종속변수 : 거주자 만족도

변수 1단계 2딘계 3단계 4단계

기관이미지 평균
0.748*** 0.742*** 0.751*** 0.746***

(0.0209) (0.0212) (0.0214) (0.0217)

개인특성

성별
-0.00949 -0.0194 -0.0169

(0.0409) (0.0410) (0.0413)

나이
0.00254** 0.00339** 0.00345**

(0.00127) (0.00153) (0.00154)

거주특성

매입임대
0.146** 0.137*

(0.0710) (0.0712)

전세임대
0.206*** 0.213***

(0.0530) (0.0541)

거주기간
0.00240 -0.00110

(0.00819) (0.00850)

장애인
거주유무

-0.113* -0.123**

(0.0590) (0.0593)

고령자
거주유무

0.0374 0.0444

(0.0529) (0.0531)

지역 yes

상수
2.701*** 2.027*** 1.633*** 1.407***

(0.183) (0.180) (0.180) (0.177)

Observations 1,600 1,600 1,600 1,600

R-squared 0.332 0.402 0.435 0.463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주. ***  p<0.01, ** p<0.05, * p<0.1
주2. 지역특성요인의 경우 더미유형으로 분석하였으며, 더미별 계수값 및 
표준오차의 표기는 생략하고 분석포함 여부만을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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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 거주자 만족도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관이미지

(주거안정)

0.536*** 0.280*** 0.178*** 0.107***

(0.0208) (0.0272) (0.0285) (0.0289)

기관이미지

(환경개선)

0.367*** 0.265*** 0.177***

(0.0270) (0.0283) (0.0293)

기관이미지

(업무절차준수)

0.267*** 0.180***

(0.0279) (0.0289)

기관이미지

(공정대우)

0.285***

(0.0320)

성별
-0.0200 -0.0172 -0.0173 -0.0181

(0.0458) (0.0434) (0.0422) (0.0411)

나이
0.00359** 0.00358** 0.00384** 0.00362**

(0.00171) (0.00162) (0.00158) (0.00154)

매입임대 0.0918 0.121 0.143** 0.128*

2. 각각의 이미지 항목이 거주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표13]은 임대주택 거주자가 갖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각각의 이미지 항

목이 거주자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가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이 표에 따르면, 주거안정, 환경개선, 지원업무 절차

준수, 고객공정대우 중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대우한다는 공정성의 영향

력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임대세대의 거주자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차별 없는 공정성에 대한 이미지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주거안정 이미지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현재 거주

하고 있는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주거안정의 이미지는 본인들과

는 상관없는 항목으로 여겨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표13] 이미지 항목과 거주자 만족도에 관한 상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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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90) (0.0748) (0.0728) (0.0711)

전세임대
0.153** 0.185*** 0.227*** 0.205***

(0.0599) (0.0567) (0.0553) (0.0541)

거주기간
0.00659 0.00400 -0.000958 -0.000690

(0.00942) (0.00892) (0.00869) (0.00848)

장애인

거주유무

-0.118* -0.0907 -0.122** -0.128**

(0.0658) (0.0623) (0.0607) (0.0592)

고령자

거주유무

0.0841 0.0485 0.0496 0.0405

(0.0589) (0.0558) (0.0543) (0.0530)

지역 yes yes yes yes

상수
2.701*** 2.027*** 1.633*** 1.407***

(0.183) (0.180) (0.180) (0.177)

Observations 1,600 1,600 1,600 1,600

R-squared 0.332 0.402 0.435 0.463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주. ***  p<0.01, ** p<0.05, * p<0.1
주2. 지역특성요인의 경우 더미유형으로 분석하였으며, 더미별 계수값 및 
표준오차의 표기는 생략하고 분석포함 여부만을 표기하였음

3. 기관의 공정성이미지가 거주환경에 미치는 영향

앞서 분석한 기관이미지와 거주자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내생성 관

련된 우려가 있어 도구변수를 개발하여야 하나, 설문조사자료상의 한계

로 이런 통계적 방법이 어려워, 최대한 내생성 우려가 적고 역의 인과관

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미지 항목중 가장 거주자 만족

도에 영향을 많이 끼친 공정성의 기관이미지와 거주환경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이 논의의 타당성을 보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표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주자의 개인적 특성과 같은 통제

변수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였음에도, 공정성의 기관이미지가 거주환경에



- 54 -

정(+)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4] 기관의 공정성 이미지와 거주환경에 관한 상관분석

종속변수 : 거주환경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관이미지
(공정대우)

0.551*** 0.545*** 0.544*** 0.536***

(0.0262) (0.0264) (0.0264) (0.0258)

개인특성

성별
-0.0305 -0.0481 -0.0807

(0.0563) (0.0563) (0.0546)

나이
0.00308* 0.00373* 0.00452**

(0.00174) (0.00210) (0.00204)

거주특성

매입임대
0.340*** 0.338***

(0.0972) (0.0940)

전세임대
-0.0773 -0.0808

(0.0725) (0.0712)

거주기간
0.0465*** 0.0489***

(0.0112) (0.0112)

장애인
거주유무

0.0512 0.0152

(0.0809) (0.0784)

고령자
거주유무

-0.0935 -0.0917

(0.0726) (0.0702)

지역 yes

상수
2.224*** 2.109*** 1.956*** 2.094***

(0.163) (0.179) (0.190) (0.223)

Observations 1,600 1,600 1,600 1,600

R-squared 0.217 0.218 0.233 0.295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주. ***  p<0.01, ** p<0.05, * p<0.1
주2. 지역특성요인의 경우 더미유형으로 분석하였으며, 더미별 계수값 및 
표준오차의 표기는 생략하고 분석포함 여부만을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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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환경 및 서비스의 조절효과

기관이미지와 거주자만족도와의 상관관계 분석에 있어 거주환경과 서비

스가 ‘기관이미지가 거주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에 대

하여 분석해 보았다. 조절변수로 사용한 거주환경(4가지 만족도 평균)와

서비스 항목은 [표15]와 같다.

[표15] 거주환경 및 서비스 측정문항

항목 문항

거주환경1

국민임대

주변시세와 비교시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수준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환경2

국민임대

주거비 부담(관리비, 사용료 등)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환경3

국민임대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환경4

국민임대

생활편의 시설(상가, 병원 등)의 편리성매입임대

전세임대

서비스

(업무처리)

국민임대 임대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매입임대
계약절차안내문 제공, 임댈 납부요령 안내, A/S

등 사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전세임대
지원절차 안내문 제공, 임대료 납부요령 안내

등 전세임대주택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표16]에서 볼수 있듯이 이미지 측정이 동일한 경우 거주환경이 높으면

거주자 만족도도 높아지는 조절효과가 관측되었다. 그러나 서비스에서는

조절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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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조절효과와 거주자 만족도에 관한 상관 분석

종속변수 : 거주자 만족도

변수 1단계 2단계

기관 이미지 평균
0.156** 0.559***

(0.0634) (0.0890)

거주환경 평균
-0.446***

(0.0807)

이미지*거주환경
0.102***

(0.0128)

서비스 평균
0.263***

(0.0901)

이미지*서비스
0.000414

(0.0155)

개인특성

성별
-0.00917 -0.00997

(0.0395) (0.0392)

나이
0.00290** 0.00314**

(0.00148) (0.00146)

거주특성

매입임대
0.118* 0.101

(0.0690) (0.0679)

전세임대
0.222*** 0.208***

(0.0517) (0.0514)

거주기간
-0.0112 -0.00354

(0.00817) (0.00807)

장애인
거주유무

-0.0968* -0.106*

(0.0568) (0.0563)

고령자
거주유무

0.0510 -0.00733

(0.0508) (0.0506)

지역 yes yes

상수
4.009*** 3.109***

(0.390) (0.447)

Observations 1,600 1,600

R-squared 0.505 0.513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주. ***  p<0.01, ** p<0.05, * p<0.1

주2. 지역특성요인의 경우 더미유형으로 분석하였으며, 더미별 계수값 및 
표준오차의 표기는 생략하고 분석포함 여부만을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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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 거주자 만족도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거주환경1
0.354*** 0.223*** 0.192*** 0.183***

(0.0174) (0.0255) (0.0256) (0.0256)

거주환경2
0.176*** 0.141*** 0.131***

(0.0252) (0.0255) (0.0255)

거주환경3
0.109*** 0.0469**

(0.0166) (0.0225)

거주환경4
0.0947***

(0.0232)

성별
-0.0261 -0.0161 -0.00165 -0.00759

(0.0486) (0.0479) (0.0474) (0.0471)

나이
0.00480*** 0.00516*** 0.00491*** 0.00462***

(0.00182) (0.00179) (0.00177) (0.00176)

매입임대
-0.201** -0.218*** -0.204** -0.203**

(0.0838) (0.0826) (0.0816) (0.0812)

전세임대
0.0667 0.0750 0.0936 0.0911

(0.0634) (0.0625) (0.0617) (0.0614)

거주기간
0.0124 0.00927 0.00272 0.000345

(0.00999) (0.00985) (0.00977) (0.00974)

장애인
거주유무

-0.191*** -0.204*** -0.189*** -0.181***

(0.0698) (0.0688) (0.0680) (0.0677)

5. 각각의 거주환경 항목이 거주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표16]에서 나타났듯이 이미지 측정이 동일한 경우 거주환경이 거주자만

족도에 조절효과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표16]에서 분석한

거주환경 변수는 평균값으로 4가지 거주환경 항목 중 무엇이 거주자 만

족도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해 본 결과 [표17]와 같은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표17] 거주환경 항목과 거주자 만족도에 관한 상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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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거주유무

0.147** 0.0962 0.119* 0.126**

(0.0625) (0.0620) (0.0613) (0.0610)

지역 yes yes yes yes

상수
4.013*** 3.724*** 3.464*** 3.426***

(0.171) (0.173) (0.175) (0.175)

Observations 1,600 1,600 1,600 1,600

R-squared 0.248 0.270 0.290 0.297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주. ***  p<0.01, ** p<0.05, * p<0.1
주2. 지역특성요인의 경우 더미유형으로 분석하였으며, 더미별 계수값 및 
표준오차의 표기는 생략하고 분석포함 여부만을 표기하였음

4가지의 거주환경 항목은 모두 유의미(p<0.01)하게 나왔으나 거주자만족

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주환경 항목은 주변시세와 비교시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수준 항목(0.181)의 경제성 부분이었다. 가장 낮게 영

향을 미치는 항목은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0.0537)의 외부환경 요인으

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부문이 따라올 수 없는 임대료가 거주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

급하는 공기업으로서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본연의 업무를 이용자 만족

도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로 나타났다.

제 5 장 결론 및 논의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브랜드선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비슷한 입지 여건을 갖춘 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의 브랜드 쏠림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도로와 학교, 상업시설이 체계적으로 조성되는 신

도시나 택지지구에서는 비슷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주택 구매 결정

에서 '브랜드'가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브랜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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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격'보다 '단지 이름 가치'가 분양 성패

를 좌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유명 브랜드일수

록 아파트 단지 상품성이나 커뮤니티, 조경 등에 더 공을 들인다고 생각

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이같은 요소들이 향후 투자가치는 물론 주

거 만족도까지 높이는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26)

수요자로서 실거주자들은 집을 선택하고 보유,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들

의 만족도가 모두 장기적으로 브랜드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공급자로

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요소이기에 브랜드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실거주자의 만족도에서 브랜드

의 영향은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한 예

외없이 이러한 점은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관이미지가 이러한 브랜드 영향력과 비슷한 영향력을 줄 것으로 가설

을 세우고 기관이미지가 거주자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기

위해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거주자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기관이미지와 거주자만족도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는 가설을 채택하였으며, 분석 결과, 기관이미지와 거주자만족도간의 상

관 관계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임대주택 유형 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즉, 국민임대보다는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거주자가 만족

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자 만족도가 높은 반면,

장애인이 가구원으로 있는 거주자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6) 랜드데일리(2017.05.29)「아파트 구매결정에서‘브랜드’가 중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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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미지항목 중에서 거주자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대우한다는 항목이었다.

셋째. 기관이미지와 거주자만족도 두 변수 사이의 내생성 및 역의 인과

관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정성이미지와 거주환경과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넷째. 거주환경 및 서비스가 이미지가 거주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거주환경의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거주환

경 항목 중 경제적 요소인 주변시세와 비교시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수

준이 가장 크게 거주자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연구의 논의 및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거주자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이미지 요인과 서로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다루고 있다. 이 연구를

확대하여 기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또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미지는 임대주택

을 이용하는 거주자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매입임대 및 전세

임대거주자의 만족도는 국민임대 거주자의 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

다. 그 이유는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유형에서 언급하였듯이

임대주택에 거주시 소요되는 비용과 입주자격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

을 것이다. 국민임대는 보증금 및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60～80%이지만,

매입임대는 시중시세의 30%, 전세임대의 임대보증금은 공사가 부담한

전세금의 5%며, 월임대료는 전세금 중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 해당액으로 국민임대에 비하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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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용면적 단지명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국민

임대
46～51㎡

인천소래1 26,408,000 214,370

인천소래3 32,206,000 241,850

인천가정3 28,323,000 220,290

인천청라4 26,288,000 219,870

평균금액 28,306,250 224,095

매입

임대
50～54㎡

인천 남동 서창동 5,122,000 155,420

인천 남동 서창동 5,919,000 148,540

인천 남동 서창동 5,919,000 145,350

인천 남동 장수동 5,272,000 157,110

평균금액 5,558,000 151,605

전세

임대

국민주택

규모

이하

(86㎡)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
지원금의 5%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4,250,000 134,660

전세지원금 8,500만원(수도권최대금액)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임대보증금) 425만원 : 지원금의 5%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8,500만원 - 425만원) × 2% ÷ 12] = 134,660원

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지원 자격 순위에서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는 1순위가 국민임대 지원자들보다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을 구하기 어려

운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인 최저소득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만족도 상승요인으로 보여 진다.

일례로 [표18]의 인천지역의 임대유형별 일부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를 조사한 결과에서 국민임대보다는 매입임대, 전세임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금액이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8]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 원]

출처 : LH홈페이지 임대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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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유형별 공급현황은 [표19]에서와

같이 상대적으로 국민임대보다 거주자만족도가 높은 매입임대나 전세임

대 공급호수가 국민임대보다 실제로 저조하게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는데,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적절한 공급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보인다.

[표19] LH 임대주택 유형별 공급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민임대 33,861 19,350 22,876 17,216 22,940 31,731

매입임대 6,402 5,690 4,436 3,357 7,079 6,383

전세임대 13,412 12,805 11,711 24,190 22,646 23,752

[그림4] LH 임대주택 유형별 공급곡선

출처 : LH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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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령과 장애인 거주여부의 통제요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를 정책

에 반영한다면, 예를 들어 저층부분(3층까지)을 장애인 및 고령자에 맞게

설계하여 장애인 및 고령자에게만 임대하는 등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

급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고령자 만족도는 더 증가시키고 상대적으로

낮았던 장애인 만족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둘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이용하는 거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관 이미

지는 거주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거주자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선행

요인 중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대우한다는 이미지 항목이 가장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특성에서 그 이유

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거주자들은 무주택 저

소득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차별 없는 공정성에 대한 이미지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기관 PR

이 거주자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이미지와 거주자만족도에 미치는 효

과에 영향을 주는 거주환경 항목 중 경제성과 관련이 있는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수준 항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 바 이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본연의 업무를 이용자 만족도 측면에서는 효과적으

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

주택을 공급 하는 정책이 계속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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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공기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공기업의 거주자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기관이미지의 상관관계에 관한 것이며,

기관이미지의 세부적인 요인 중에서 어떤 요소들이 거주자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 거주자 만족도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에 대하여 것이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요

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연구과정 중 여러 가지 한계점 또한 존재하였다.

첫째, 독립변수인 기관이미지와 종속변수인 거주자만족도 사이에 존재

하는 내생성 문제 또는 두 변수간의 역의 인과관계 가능성으로 인한 오

류가 있을 수 있다. 둘째, 표본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이 여성

및 50~60대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것은 대부분 밤이 아닌, 낮

시간대에 개인 가정 방문을 통한 조사를 하다 보니 여성들과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고연령대가 대부분 주택에 거주 하고 있는 시간대였기 때문이

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을 대상

으로 하다 보니 우호적인 대답이 많은 표본이 선정되었을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이 한국토지주택공

사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이라는 특정 공기업의 사업에 국한하다 보니

공기업 기관 전체를 대표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

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일반화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서 공급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타 사업자의 공급주택의 거주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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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구에서는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뿐 아니라, 거주 계획

이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정부가 3

년째 도입중인 ‘뉴스테이’라 부르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15만호까지 늘린

다한다. 분양이 시장성이 약해진다는 추세하에 주택시장이 분양위주에서

또 다른 수익 모델 상품으로 최근 중견건설업체들까지 LH공모사업에

많이 지원하여 중견업체들까지 많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공급차

원에서 기존에 공공임대에서 나아가 민간에게 새로운 사업을 하도록 기

회를 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LH 공기업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여 민간

사업자까지 포함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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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Institutional

Images on the Satisfaction of

Residents in Rental Houses :

The Case of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Young Woo, Kim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rporate and academia's interest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been on the agenda for a long time, but research on how

corporate appraisals are reflected in corporate image and customer

satisfaction is not very comm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sident satisfaction survey of Korea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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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 examining the objective data and the subjective

satisfaction according to each characteristic, The study is to find out

what kind of correlation exists between resident satisfaction and

corporate image, and to provide business with implications for

strategic analysis.

In this study, we selected 1,100 households for tenants, 150

households, and 350 households, respectively, who are currently

residing in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Based on the

analysis using stata SE11,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satisfaction was the fact that all the customers were treated fairly.

Satisfaction was high for buyers' lease and rental lease residents

rather than national lease. The higher the age,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residents. And the residents with a relatively low level

of satisfaction.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service satisfaction on the image of resident

satisfaction showed that when the image satisfaction was the same,

(+) Influence on resident satisfaction.

This is because the rental housing is designed to meet the needs of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and it is expected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elderly and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which is a relatively low level. There is a policy implication

to allow. In addition, since residents using rental housing can be

regarded as having an image of fairness without discrimination as a

socially vulnerable class, such as low-income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disabled persons, national merit, and boys and girls,

emphasizing social responsibility and role based on fairness We can



- 71 -

confirm that institutional PR can positively affect residents'

satisfaction.In addition, among the items of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which affect the effect of institutional image and resident

satisfaction of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rent deposit and

monthly rent level, which are related to economic efficiency, were the

highest, And that the policy of providing rental housing with low

rents should continue in the future.

However,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surveyed sample, only the

specific public corporation called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the specific group of the housing welfare project, and

residents living in the rental housing supplied by LH. There is a

limit in that there is a certain error.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expand the research on LH public corporations in the future and to

conduct extensive research including private companies.

Key words: resident satisfaction, institutional image, national lease,

purchase lease, charter 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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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 설문조사지

01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고객 만족도 조사

- 국민임대 입주고객 -
ID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 면접원 ○○○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함)의 의뢰를 받아 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귀하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

다. 이번 조사 결과는 더 나은 주거문화의 발전과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에서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대한민국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오직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이

러한 조사목적을 고려하여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LH 임대공급운영처

※ 설문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주관기관 주거복지사업처 이원식 차장(☎055-922-3362)

❚ 수행기관
                                                                     2016년       월

      ☞ 조사원 기재란

아파트명 동 ․ 호수        동       호

응답자성명
응답자 

전화번호
☎      -        -

공급유형 국민임대
가구주와관

계
① 본인② 배우자 

가구주 연령 만        세 성 별 ① 남   ② 여

응답자 연령 만        세 난방방식 ① 지역난방 ② 개별난방 ③ 중앙난방

면 적
공급면적 (      )㎡

전용면적 (      )㎡
관리주체 ① 민간관리업체  ② 주택관리공단

조사원        (서명) 검증원        (서명) 

본 설문조사의 조사원은 LH에서 발행한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세대를 직접 방문하게 되며, 

조사기간은 2016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입니다. 

평 m2 평 m2 평 m2 평 m2

6 19.8 11 36.4 16 52.9 21 69.4

7 23.1. 12 39.7 17 56.2 22 72.7

8 26.5 13 43.0 18 59.5 23 76.0

9 29.8 14 46.3 19 62.8 24 79.3

10 33.1 15 49.6 20 66.1 25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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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거형태 및 입주에 관한 사항

문1. 현재의 LH 임대아파트로 이사오기 전에 거주하던 주택 / 현재 거주하는 주택 / 향후에 

이사하고자 희망하는 주택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이전

거주주택

현재

거주주택

이사

희망주택

1-1. 주택의

종류

① 단독주택   ② 다가구

③ 다세대     ④ 연립주택

⑤ 민영APT(분양)   ⑥ 민영APT(임대)

⑦ LH APT(분양)    ⑧ LH APT(임대)

⑨ 비닐공작물 ⑩ 기타 (             )

⑪ 이사계획 없음

(      ) - (      )

1-2. 주택의

규모

1-2-1. 주택 면적      ㎡ -      ㎡

1-2-2. 방의 개수      개      개      개

1-2-3. 화장실 개수      개      개      개

1-3. 주택의

난 방

방식

① 중앙난방         ② 지역난방

③ 개별보일러     ④ 연탄온돌

⑤ 기타

(      ) (      ) (      )

1-4. 점유형

태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월세(임대) ④ 사글세＊

⑤ 무상 또는 기타

(      ) (      ) (      )

＊사글세는 보증금이 없는 월세형태로 보통 1년치를 한꺼번에 선불로 지급하기도 함

문1-5. 현재 거주하는 LH 임대아파트의 공급정보를 알게 된 주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알게됐던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LH공사 홈페이지    ② 주민지원센터 등 기관(시, 군, 구, 동 등)

③ 신문, 잡지, 방송(TV, 라디오)   ④ 임대아파트 거주자 권유

⑤ LH 콜센터 문의              ⑥ 기타 (                )

문1-6. 현재의 LH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   )년 (  )개월 

문1-7. 현재 LH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이전에 다른 LH 임대주택(영구임대 및 공공임대 

        포함, 전세임대 제외)에 입주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예 ☞ 문1-7-1번으로 가시오 ② 아니오  ☞ 문1-8번으로 가시오  

문1-7-1. 문1-7번에서‘예’라고 응답하셨는데, 현재의 LH 임대아파트를 희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조건         ② 쾌적한 거주여건

③ 양호한 입지여건(교통, 편의시설, 교육 등)    ④ 우수한 내부구조 및 설계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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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1-8. 현재의 LH 임대아파트에서 언제까지 거주하시길 희망하십니까?    

① 내 집 마련시까지 거주

② 입주자격이 충족되는 한 계속 거주

☞ 문1-9번으로 가시오 

③ 가능한 빠른 시일내 이주 희망

④ 기타 (                         )
☞ 문1-8-1번으로 가시오  

   문1-8-1. 향후 현재의 LH 임대아파트에서 다른곳으로 이주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신지요?               (      )년 후

   문1-8-2. 현재의 LH 임대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내 집 마련 ② 주택협소로 더 큰집으로 이사

③ 직장 또는 생업상 ④ 임대료, 관리비 등 주거비 부담

⑤ 더 나은 거주여건을 위해서 ⑥ 기타 (                    )

  문1-9. LH 임대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민간대비 저렴한 임대료 ② 이사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거주가능

③ 철저한 임대관리 ④ 민간임대주택 대비 고품질 주택

⑤ 기타(                        )

  문1-10. 귀하께서는 이전 거주지와 비교해 볼 때, 현재의 LH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는 것

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7-------------6--------------5-------------4-------------3----------------2-------------1

Ⅱ. 제품에 관한 사항

문2. 다음은 LH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제품(구조,설계,품질,시공상태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기를 보시고 각 항목의 내용에 대해 만족 또는 불만족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2-1. 먼저 아파트 내부구조와 설계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파트 내부구조와 설계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2-1-1. 전용면적의 크기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1-2. 방의 개수 ⑦ ⑥ ⑤ ④ ③ ② ①

문2-1-3 위에서 응답하신 아파트 내부구조 및 설계와 관련하여 만족 또는 불만족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만  족: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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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2. 다음은 아파트 단지(옥외공간) 구조와 설계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옥외공간) 구조와 설계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족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2-2-1. 주차장(주차대수/입구위치/포장종류 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2-2. 조경 및 녹지공간(나무, 꽃, 잔디 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2-3. 주민공동체 공간 (회의실, 집회소 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문2-2-4. 위에서 응답하신 아파트 단지(옥외공간) 구조 및 설계와 관련하여 만족 또는 

불만족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만  족:

불만족:

  문2-3. 다음은 아파트 실내에 사용된 자재의 품질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 설치되어있는 품목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파트 실내에 사용된 자재의 품질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2-3-1. 벽지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3-2. 거실바닥재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3-3. 주방가구 (싱크대/찬장/레인지후드 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3-4. 문 (방문/창문/현관문/거실문 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3-5. 붙박이가구 (옷장/신발장/거실장/수납장 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3-6. 욕실시설 (욕조/변기/세면기/수도꼭지 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3-7. 조명기구 (실내등/거실등 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3-8. 통신기기 (비디오폰 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3-9. 실내 마감재 색상의 전체적인 조화 ⑦ ⑥ ⑤ ④ ③ ② ①

   문2-3-10. 위에서 응답하신 실내자재 품질 중 만족 또는 불만족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만  족:

불만족:

  문2-4. 아파트 외부에 사용된 자재의 품질(공동시설 및 옥외공간 시설)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 설치되어있는 품목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파트 외부에 사용된 자재의 품질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2-4-1. 엘리베이터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4-2. 놀이터 시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4-3. 벤치 등 휴식공간 시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4-4. 주 현관, 복도, 계단실 바닥(재질,미끄럼 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4-5. 아파트 외관의 디자인 및 색상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4-6. 단지 내 도로 및 보도 포장 ⑦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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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4-7. 위에서 응답하신 외부자재품질 중 만족 또는 불만족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만  족:

불만족:

  문2-5. 다음은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의 시공상태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파트의 시공상태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족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2-5-1. 도배 및 장판 마감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5-2. 방수 시공 (벽/천정/욕실바닥 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5-3. 문과 가구 시공 (주방/붙박이가구)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5-4. 욕실부착물 시공 (욕조/양변기/세면기/거울/수도꼭지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5-5. 전기설비의 시공 (전기/전화/TV 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5-6. 난방 및 단열 시공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5-7. 옥외공간 및 시설물 시공 (놀이터/휴식공간 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5-8. 현관 및 발코니 시공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5-9. 급․배수 설비 시공 ⑦ ⑥ ⑤ ④ ③ ② ①

   문2-5-10. 위에서 응답하신 시공상태와 관련하여 만족 또는 불만족한 내용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만  족:

불만족:

Ⅲ. 임대주택 운영서비스 만족도

다음은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제공하는 지역본부 및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서비스에 대한 질문입

니다. 본 조사 자료는 향후 LH 임대주택 운영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본 설문항목

에 대해서는 신중히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3. LH의 아파트 운영 서비스(입주신청, 계약, 전출입, 임대료납부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3-1. 고객의 문의 및 요구사항에 대해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한다.

매우 만족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7-------------6--------------5-------------4-------------3----------------2-------------1

  문3-2. 응대태도가 친절하다.

매우 만족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7-------------6--------------5-------------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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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3-3. 입주민의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매우 만족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7-------------6--------------5-------------4-------------3----------------2-------------1

문3-4. 입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매우 만족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7-------------6--------------5-------------4-------------3----------------2-------------1

  문3-5. 임대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매우 만족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7-------------6--------------5-------------4-------------3----------------2-------------1

Ⅳ.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문4. 다음은 LH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하자보수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기를 보시고 각 항목의 내용에 대해 가장 적절한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4-1. 현재 거주하는 LH 임대아파트의 발생 하자 중 생활에 가장 불편을 주는 하자는 어

떤 것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전용부위(세대내)결로      ② 공용부위(복도, 공동현관, 주차장) 결로 및 누수

③ 전용부위 누수 ④ 승강기 고장 또는 오작동

⑤ 식재, 놀이시설물 하자     ⑥ 자재 관련 (도어락, 주방가구 등 )

기타 의견 :

   문4-1-1. 하자 보수처리를 위한 업체 방문시 입주고객과 사전에 지정한 방문일시 약속을 잘 이

행했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7-------------6--------------5-------------4-------------3----------------2-------------1

   문4-1-2. 하자 발생시 공사를 처리했던 담당요원의 업무처리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7-------------6--------------5-------------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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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4-1-3. 하자 발생시 보수 처리 완료 후 공사의 완료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 공사 자재 및 쓰레기 반출  

매우 만족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7-------------6--------------5-------------4-------------3----------------2-------------1

     - 보수한 부위의 깔끔한 마감처리

매우 만족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7-------------6--------------5-------------4-------------3----------------2-------------1

  문4-2. 하자 발생으로 처리업무 시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부분 2가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하자 접수 난해(카카오톡 또는 콜센터)  ② 하자보수 처리 장기소요(최장  일)

③ 부실시공(재하자 발생)    ④ 부실자재(품목              )

⑤ 사전지정한 방문일자 미이행(또는 예고없이 방문)   

          ⑥ 하자처리 담당요원의 불친절한 태도

   
①을 선택하신 사유:

  문4-3 하자 발생으로 처리업무 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 2가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하자 접수 용이     ② 하자보수 신속 처리

③ 견고한 시공   ④ 튼튼한 자재

⑤ 방문 전 사전 스케줄 조정 및 성실 이행  ⑥ 하자처리 담당요원의 친절한 업무처리

기타 의견 :

  문4-4  하자 접수후 조치완료까지 평균적으로 소요된 기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3일 이내        ②  5일 이내

③  7일 이내        ④ 10일 이내

⑤ 15일 이내            ⑥ 30일 이내

기타 의견 :

  문4-5  다음의 하자 접수 방법 중 가장 선호하시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LH카카오톡 접수                ② LH 하자상담콜센터 접수 (1600-1004, 4번)

③ 관리소 방문 접수       ④ 지역본부 방문 접수

⑤ LH 인터넷 민원 접수

   

③, ④을 선택하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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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거주환경에 관한 사항

문5. 다음은 현재 살고계신 아파트 거주결과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기를 보시고 각 항목의 내용에 대해 만족 또는 불만족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5-1. 아파트 외부환경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파트 외부환경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5-1-1. 조경 및 녹지공간(나무, 꽃, 잔디 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1-2. 주변 자연환경의 쾌적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1-3.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1-4. 생활편의시설(상가, 병원 등)의 편리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1-5. 학교 및 학원 등 교육환경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1-6. 청소 및 쓰레기 처리 등 환경미화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1-7. 문화시설 및 공원․놀이터 등 접근용이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1-8. 사회복지시설의 접근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문5-2. 아파트 내부환경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파트 내부환경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5-2-1. 통풍 및 채광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2-2. 난방상태(겨울철 온도)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2-3. 방음상태(실내소음)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2-4. 급․배수 설비상태 ⑦ ⑥ ⑤ ④ ③ ② ①

   문5-2-5. 위에서 응답하신 아파트의 내부 및 외부환경과 관련하여 만족 또는 불만족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만  족:

불만족:

  문5-3. 아파트 공동생활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생활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5-3-1. 공공장소의 소음상태(음주, 고성방가 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3-2. 이웃과의 관계, 이웃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프라이버시)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3-3. 파괴행동, 낙서상태(반달리즘) ⑦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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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4. 아파트 경제성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제성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
족

매우
불만족

5-4-1. 주변시세와 비교시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수준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4-2. 주변시세와 비교시 월 관리비 수준 ⑦ ⑥ ⑤ ④ ③ ② ①

문6. 거주결과 만족도에 관한 사항(내부 및 외부환경, 아파트 공동생활, 경제성 등)과 관련하여

     민간 아파트 또는 종전 주택 거주 경험과 비교했을 때 LH의 아파트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7-------------6--------------5-------------4-------------3----------------2-------------1

Ⅵ. 기관 성과

문7. 다음은 LH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 응답하신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적 책임과 역할 정말
그렇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반반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1. LH는 입주자모집 등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한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7-2. LH는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대우한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7-3. LH는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7-4. LH는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7-5. LH 담당직원은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문7-6. LH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수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7-------------6--------------5-------------4-------------3----------------2-------------1

문8. 다음은 LH의 기관성과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항목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성과
정말

그렇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반반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9-1. LH는 고품질의 아파트 건설, 공급을 위해 노력한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9-2. LH가 건설, 공급한 아파트에 거주 후 LH에 대한
기업이미지가 좋아졌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9-3. LH의 사업과 활동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9-4. LH가 국가나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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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종합 만족도

문9. LH 아파트의 제품, 임대주택 운영서비스, 거주환경, 사회적 책임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생각할 때, LH 아파트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7-------------6--------------5-------------4-------------3----------------2-------------1

문10. LH의 아파트 제품, 업무처리 절차, 직원의 응대, 이용절차, 시설환경, 공공성 등을 포함하

여 생각할 때, LH에 대한 이미지가 입주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7-------------6--------------5-------------4-------------3----------------2-------------1

문11. LH 아파트의 제품, 임대주택 운영서비스, 거주환경, 사회적 책임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각할 때, LH의 제공 서비스가 본사 지방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

     (수도권 입주고객만 해당)

매우 만족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7-------------6--------------5-------------4-------------3----------------2-------------1

  문11-1. 위에서 응답하신 본사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한 내용이 있

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매우)불만족:

Ⅷ. 가구 특성에 관한 사항

문12. 귀댁의 현재 가족구성원 현황은? (인원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배우자
부모

(조부모 포함)

자  녀 기타
(형제 등)유치원 이하 초등 중고등 고졸이상

① 있음  ② 없음 명 명 명 명 명 명

문13. 다음 중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 중 장애인 ① 있음(    급)   ② 없음

2) 가구원 중 경로자 (65세 이상) ① 있음(    명)   ② 없음

3) 가구원 중 수급자 ① 있음(    명)   ② 없음

문14. 귀댁 가구주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준전문가 ③ 사무업무

④ 서비스업          ⑤ 판매업 ⑥ 농림어업

⑦ 기능적 업무(가공 등)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⑨ 단순노무

⑩ 군인․군무원          ⑪ 무직 ⑫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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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5. 귀댁의 가족 전체의 소득, 부채, 저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소득은 상여금, 이자소득, 임대료 등을 포함한 모든 소득)

구 분 월평균 소득 부채액 월간 저축액

만 원

문16. 다음은 귀댁의 월평균 주거비 및 임대수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 분 항 목 이전 주택 1. 현 주택

주거비 수준

(월 평균)

난방비               만원/월               만원/월

관리비               만원/월               만원/월

임대수준
임대보증금                  만원                  만원

월임대료               만원/월               만원/월

문17. LH에서 제공하는 주거복지거버넌스, 장학금 지원사업, 디지털도서관, 엄마손 밥상, 어린이 

공부방, 사회적기업 유치 등과 같은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예  ☞ 문 17-1번으로 가시오 ② 아니오  ☞ 문 18번으로 가시오  

  문17-1. LH에서 제공하는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7-------------6--------------5-------------4-------------3----------------2-------------1

  문17-2. 위의 응답과 관련하여 만족 또는 불만족한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만  족:

불만족:

문18. LH는 임대주택 단지 내 입주민을 위해 자동차를 저렴한 비용으로 공동이용할 수 있는 제도

(카쉐어링 서비스-LH행복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카쉐어링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① 예   ☞ 문 19번으로 가시오   ② 아니오    ☞ 문 20번으로 가시오   

문19. 귀하는 LH의 자동차 공동이용제도(카쉐어링 서비스-LH행복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7-------------6--------------5-------------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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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9-1. 위의 응답과 관련하여 만족 또는 불만족한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만  족:

불만족:

문20. 귀하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LH의 자동차 공동이용제도(카쉐어링 서비스-LH행복카)를 시행될 

경우 이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21. 공사가 지원하는 커뮤니티 활동에 알고 계신가요?

     ① 잘 안다      ② 그러저럭 안다      ③ 들어본 적이 있다      ④ 전혀 모른다

문22.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편인가요?

     ① 항상 참여      ② 보통      ③ 거의 참여하지 않음      ④ 전혀 참여치 않음

문23. 커뮤니티 활동에 잘 참여치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문22에 ③,④로 응답하신 경우)

     ①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② 홍보가 제대로 안되서

     ③ 관심이 없어서                   ④ 기타(                       )

▣ 끝까지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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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고객 만족도 조사

- 매입임대 입주고객-
ID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 면접원 ○○○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함)의 의뢰를 받아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하고 계시는 귀하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더나은 주거문화의 발전

과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에서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대한민국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철저히 비밀이 보

장되고 오직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이러한 조사목적을 고려하여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LH 주거복지처

※ 설문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해 주시면 성

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주관기관 주거복지사업처 이준호 과장(☎055-922-3389)

❚ 수행기관
2016년 oo월

     ☞ 조사원 기재란

거주지역 (         )시   (         )구(군)

응답자 성명 응답자 전화번호 ☎      -        -

응답자 성별 ① 남     ② 여 응답자 연령 만       세

가구주와의 관계 ① 본인   ② 배우자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만원 월임대료 만원/월

지원유형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          ③ 소득50%이하자  

④ 소득100%이하 장애인    ⑤ 기타(        )

조사원        (서명) 검증원        (서명) 

본 설문조사의 조사원은 LH에서 발행한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세대를 직접 방문하게 되며, 

조사기간은 2016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입니다.   

  

[전용면적 기준]

평 m2 평 m2 평 m2 평 m2

7 23.1. 12 39.7 17 56.2 22 72.7

8 26.5 13 43.0 18 59.5 23 76.0

9 29.8 14 46.3 19 62.8 24 79.3

10 33.1 15 49.6 20 66.1 25 82.6

11 36.4 16 52.9 21 69.4 26 85.9

※ m2 = 평 × 3.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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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거형태 및 입주에 관한 사항

문1. 현재의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사오기 전에 거주하던 주택 / 현재 거주하는 주택 / 향후에 

이사하고자 희망하는 주택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이전

거주주택

현재

거주주택

이사

희망주택

1-1. 주택의

종류

① 단독주택   ② 다가구

③ 다세대     ④ 연립주택

⑤ 민영APT(분양)  ⑥ 민영APT(임대)

⑦ LH APT(분양)   ⑧ LH APT(임대)

⑨ 비닐공작물 ⑩ 기타 (     )

⑪ 이사계획 없음

          

1-2. 주택의

규모

1-2-1. 주택 전용면적      ㎡      ㎡      ㎡

1-2-2. 방의 개수      개      개      개

1-3. 거주 층 

및 향

1-3-1. 거주 층

① 지층(부분 지하층 포함) ② 1층

③ 2층              ④ 3층이상

               

1-3-2. 주택의 향

① 동향   ② 서향 ③ 남향

④ 남동향  ⑤ 남서향 ⑥ 북향

               

1-4. 주택의

난방방식

① 중앙난방        ② 지역난방

③ 도시가스보일러   ④ LPG 가스보일러

⑤ 기름보일러       ⑥ 연탄보일러

⑦ 기타

          

1-5. 주거시설

1-5-1. 부엌

① 전용 입식 부엌   ② 공용 입식 부엌

③ 전용 재래식 부엌 ④ 공용 재래식 부엌

⑤ 없음

          

1-5-2. 화장실

① 전용 수세식 화장실  ② 공용 수세식 화장실

③ 전용 재래식 화장실  ④ 공용 재래식 화장실

⑤ 없음

          

1-6. 목욕시설
1-6-1. 온수시설       ① 있음  ② 없음           

1-6-2. 욕조 또는 샤워부스  ① 있음  ② 없음           

1-7. 통근수단 및

소요시간

1-7-1. 출근(등교)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① 도보 ② 자가용 ③ 대중교통
          

1-7-2. 출근(등교) 시 걸리는 시간

(분 단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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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1-8. 이전 주택의 점유 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자가 

  ② 전세 : 보증금(            만원)

  ③ 월세 :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④ 기타 (                       )

  문1-9. 입주/이사희망 시기

   문1-9-1. 이전 주택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     )시․도  (     )시․군․구 (     ) 읍․면․동

   문1-9-2. 이전 주택에서 거주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년

   문1-9-3. 현재의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하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       )년

   문1-9-4. 향후 현재의 매입임대주택에서 다른곳으로 이주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신지요? 

        ① 이사계획이 없다       ② 이사계획이 있다  ▶(     )년 후

Ⅱ. 제품 및 서비스 요인에 관한 사항

문2. LH 매입임대주택 시설 및 이용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설 및 이용환경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족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2-1. 이전보다 주택규모, 시설 등 주거환경이 좋아졌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2. 이전 거주여건과 비교할 때 임대료가 적정하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3. 주택규모(면적) 대비 임대료 부담이 적정하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문2-4. 위에서 응답하신 시설 및 이용환경과 관련하여 만족 또는 불만족한 내용이 있으시

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만  족:

불만족:

문3. 다음은 LH 임대부서(또는 주거복지센터)의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서비스 및 업무처리 절차

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비스 및 업무처리 절차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족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3-1. 입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2. LH 방문시 상담창구 등 사무실 환경이 쾌적하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3. 계약절차안내문 제공, 임대료 납부요령 안내, A/S 등 
    사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87 -

Ⅲ.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문4. 다음은 LH에서 제공하는 주택 하자보수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기를 보시고 각 항목의 내용에 대해 가장 적절한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4-1. 현재 거주하는 LH 임대주택의 발생 하자 중 생활에 가장 불편을 주는 하자는 어떤 

것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전용부위(세대내) 결로     ② 공용부위(복도, 공동현관, 주차장) 결로 및 누수

③ 전용부위 누수 ④ 자재 관련 (도어락, 주방가구 등 )

기타 의견 :

   문4-1-1. 하자 보수처리를 위한 업체 방문시 입주고객과 사전에 지정한 방문일시 약속을 

잘 이행했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7-------------6--------------5-------------4-------------3----------------2-------------1

   문4-1-2. 하자 발생시 공사를 처리했던 담당요원의 업무처리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7-------------6--------------5-------------4-------------3----------------2-------------1

   문4-1-3. 하자 발생시 보수 처리 완료 후 공사의 완료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 공사 자재 및 쓰레기 반출  

매우 만족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7-------------6--------------5-------------4-------------3----------------2-------------1

    - 보수한 부위의 깔끔한 마감처리

매우 만족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7-------------6--------------5-------------4-------------3----------------2-------------1

  문4-2. 하자 발생으로 처리업무시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부분 2가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하자 접수 난해(카카오톡 또는 콜센터) ② 하자보수 처리 장기소요(최장   일)

      ③ 부실시공(재하자 발생)                  ④ 부실자재(품목              )

      ⑤ 사전지정한 방문일자 미이행(또는 예고없이 방문)   

      ⑥ 하자처리 담당요원의 불친절한 태도 

①을 선택하신 사유:

  문4-3 하자 발생으로 처리업무 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 2가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하자 접수 용이     ② 하자보수 신속 처리

③ 견고한 시공               ④ 튼튼한 자재

⑤ 방문 전 사전 스케줄 조정 및 성실 이행  ⑥ 하자처리 담당요원의 친절한 업무처리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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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4  하자 접수후 조치완료까지 평균적으로 소요된 기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3일 이내        ②  5일 이내

③  7일 이내        ④ 10일 이내

⑤ 15일 이내               ⑥ 30일 이내

기타 의견 :

  문4-5  다음의 하자 접수 방법 중 가장 선호하시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LH 카카오톡 접수      ② LH 하자상담콜센터 접수 (1600-1004, 4번)

③ 지역본부 방문 접수      ④ LH 인터넷 민원 접수

③, ④을 

선택하신 사유:

Ⅳ. 거주환경에 관한 사항

문5. 다음은 현재 살고계신 매입임대주택의 거주결과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기를 보시고 각 항목의 내용에 대해 만족 또는 불만족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5-1. 매입임대주택의 주거환경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거환경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족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5-1-1.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1-2. 생활편의시설(상가, 병원 등)의 편리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1-3. 공공 ․ 복지시설의 접근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1-4. 출퇴근 및 통학시간의 부담 정도 ⑦ ⑥ ⑤ ④ ③ ② ①

   문5-1-5. 위에서 응답하신 매입임대주택의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만족 또는 불만족한 내

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만  족:

불만족:

  문5-2. 매입임대주택의 경제성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제성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족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5-2-1. 주거비 부담(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2-2. 주변시세와 비교시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수준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2-3. 거주가능 기간 ⑦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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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관 성과

문6. 다음은 LH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 응답하신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적 책임과 역할 정말
그렇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반반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6-1. LH는 입주자 모집공고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한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6-2. LH는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대우한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6-3. LH는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6-4. LH는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문6-5. LH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수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7-------------6--------------5-------------4-------------3----------------2-------------1

문7. 다음은 LH의 기관성과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항목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성과
정말

그렇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반반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8-1. LH의 주택 임대공급서비스를 경험한 후 LH에 대한 

기업이미지가 좋아졌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8-2. LH의 사업과 활동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8-3. LH는 국가나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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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종합 만족도

문8. LH 다가구등 매입임대주택의 제품 및 서비스, 거주환경, 사회적 책임과 역할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생각할 때, LH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7-------------6--------------5-------------4-------------3----------------2-------------1

문9. 다가구 등 매입임대 서비스의 내용, 업무처리절차, 직원의 응대, 이용절차, 시설환경, 공공성

     등을 포함하여 생각할 때, LH에 대한 이미지가 입주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7-------------6--------------5-------------4-------------3----------------2-------------1

문10. LH 다가구등 매입임대주택의 제품 및 서비스, 거주환경, 사회적 책임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각할 때,LH의 제공 서비스가 본사 지방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

     (수도권 입주고객만 해당)

매우 만족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7-------------6--------------5-------------4-------------3----------------2-------------1

  문10-1. 위에서 응답하신 본사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한 내용이 있

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매우)불만족:

Ⅶ. 가구 특성에 관한 사항

문11. 귀댁의 현재 가족구성원 현황은? (인원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배우자
부모

(조부모 포함)

자  녀 기타
(형제 등)유치원 이하 초등 중고등 고졸이상

① 있음  ② 없음 명 명 명 명 명 명

문12. 다음 중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 중 장애인 ① 있음(    급)   ② 없음

2) 가구원 중 경로자 (65세 이상) ① 있음(    명)   ② 없음

3) 가구원 중 수급자 ① 있음(    명)   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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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3. 다음은 귀댁의 월평균 주거비 및 임대수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 분 항 목 이전 주택 2. 현 주택

주거비 수준

(월 평균)

난방비                만원/월                만원/월

관리비                만원/월                만원/월

임대수준
임대보증금                   만원                   만원

월임대료                만원/월                만원/월

문14. 귀하께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시나요? 이용하신다면 하루에 얼마나 인터넷을 사용하시나요?

     ① 이용하지 않음         ② 이용함  ➯ 하루에 약 (     )시간 정도 이용

▣ 끝까지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92 -

03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고객 만족도 조사

- 전세임대 입주고객-
ID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 면접원 ○○○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함)의 의뢰를 받아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하고 계시는 귀하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더나은 주거문화의 발전

과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에서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대한민국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철저히 비밀이 보장

되고 오직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이러한 조사목적을 고려하여 바쁘시더라도 잠

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LH 주거복지처

※ 설문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해 주시면 성

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주관기관 주거복지기획처 운정한 과장(☎055-922-3296)

❚ 수행기관
2016년 oo월

  ☞ 조사원 기재란

거주지역 (         )시   (         )구(군) 응답자 성명

응답자 

전화번호
☎      -        - 응답자 성별 ① 남     ② 여

응답자 나이 만         세
가구주와의 

관계
① 본인   ② 배우자

LH전세지원금 만원 전용면적 ㎡

지원유형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소득50%이하자 ③ 한부모 가족 

④ 소득100% 이하 장애인   ⑤ 신혼부부       ⑥ 소년소녀가정   

⑦ 대리양육          ⑧ 친인척 위탁가정 ⑨ 교통사고 유자녀

⑩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⑪ 대학생              ⑫ 기타(         ) 

조사원        (서명) 검증원        (서명) 

본 설문조사의 조사원은 LH에서 발행한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세대를 직접 방문하게 되며, 

조사기간은 2016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입니다. 

[전용면적 기준]

평 m2 평 m2 평 m2 평 m2

7 23.1. 12 39.7 17 56.2 22 72.7
8 26.5 13 43.0 18 59.5 23 76.0
9 29.8 14 46.3 19 62.8 24 79.3

10 33.1 15 49.6 20 66.1 25 82.6
11 36.4 16 52.9 21 69.4 26 85.9

※ m2 = 평 × 3.3057



- 93 -

Ⅰ. 주거형태 및 입주에 관한 사항

문1. 현재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사 오기 전에 거주하던 주택 / 현재 거주하는 주택 / 향후에 

이사하고자 희망하는 주택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이전

거주주택

현재

거주주택

이사

희망주택

1-1. 주택의

종류

① 단독주택   ② 다가구

③ 다세대     ④ 연립주택

⑤ 민영APT(분양)  ⑥ LH APT(분양)

⑦ 민영APT(임대)   ⑧ LH APT(임대)

⑨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⑩ 기타 (           )  ⑪ 이사계획 없음

     
     

(①~⑥,
⑩중 택 

1)

     

1-2. 주택의

규모

1-2-1. 주택 전용면적      ㎡       ㎡      ㎡

1-2-2. 방의 개수      개      개      개

1-3. 거주 층 

및 향

1-3-1. 거주 층

① 지층(부분 지하층 포함) ② 1층

③ 2층              ④ 3층 이상

               

1-3-2. 주택의 향

① 동향 ② 서향 ③ 남향

④ 남동향 ⑤ 남서향 ⑥ 북향

               

1-4. 주택의

난방방식

① 중앙난방         ② 지역난방

③ 도시가스보일러     ④ LPG 가스보일러

⑤ 기름보일러         ⑥ 연탄보일러

⑦ 기타

               

1-5. 주거시설

1-5-1. 부엌

① 전용 입식 부엌   ② 공용 입식 부엌

③ 전용 재래식 부엌 ④ 공용 재래식 부엌

⑤ 없음

          

1-5-2. 화장실

① 전용 수세식 화장실  ② 공용 수세식 화장실

③ 전용 재래식 화장실  ④ 공용 재래식 화장실

⑤ 없음

          

1-6. 목욕시설
1-6-1. 온수시설       ① 있음  ② 없음           

1-6-2. 욕조 또는 샤워부스    ① 있음  ② 없음           

1-7. 통근수단 

및

소요시간

1-7-1. 출근(등교)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① 도보 ② 자가용 ③ 대중교통
          

1-7-2. 출근(등교) 시 걸리는 시간

(분 단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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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1-8. 이전 주택의 점유 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자가 ② 전세 : 보증금(            만원)

  ③ 보증부 월세 :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④ 기타 (                        )

  문1-9. 입주/이사희망 시기

   문1-9-1. 이전 주택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     )시․도  (     )시․군․구 (     ) 읍․면․동

   문1-9-2. 이전 주택에서 거주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년

   문1-9-3. 현재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하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       )년

   문1-9-4. 향후 현재의 전세임대주택에서 다른곳으로 이주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신지요? 

      ① 이사계획이 없다       ② 이사계획이 있다  ▶(     )년 후

Ⅱ. 주거여건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문2. 이전주택과 비교하여 현재 살고계신 전세임대주택 주거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기를 

보시고 각 항목의 내용에 대해 만족 또는 불만족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여건 및 서비스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족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2-1-1. 이전보다 주택상태, 시설 등 주거환경에 만족한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1-2. 이전 거주여건과 비교할 때 임대료가 적정하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1-3. 주택규모(면적) 대비 임대료 부담이 적정하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문2-4. 위에서 응답하신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만족 또는 불만족한 내용이 있으시면 그 내

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만  족:

불만족:

문3. 전세임대주택 지원서비스 및 지원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 응답하신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서비스 및 지원 절차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족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3-1. 지원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2. LH 방문시 상담창구 등 사무실 환경이 쾌적하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3. 지원절차 안내문 제공, 임대료 납부요령 안내 등 
     전세임대주택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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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거주환경에 관한 사항

문4. 다음은 현재 살고 계신 전세임대주택의 경제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기를 보시고 각 항목의 내용에 대해 만족 또는 불만족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성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족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4-1. 주거비 부담(관리비, 사용료 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2. 주변시세와 비교시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수준 ⑦ ⑥ ⑤ ④ ③ ② ①

문5. 전세임대주택의 외부환경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외부환경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5-1.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2. 생활편의시설(상가, 병원 등)의 편리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3. 학교 및 학원 등 교육환경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4. 출퇴근 및 통학시간의 부담 정도 ⑦ ⑥ ⑤ ④ ③ ② ①

  문5-5. 위에서 응답하신 전세임대주택의 외부환경과 관련하여 만족 또는 불만족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만  족:

불만족:

Ⅳ. 기관 성과

문6. 다음은 LH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 응답하신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적 책임과 역할 정말
그렇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반반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6-1. LH는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명시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한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6-2. LH는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대우한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6-3. LH는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6-4. LH는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문6-1. LH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수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7-------------6--------------5-------------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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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 LH의 기관성과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항목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성과 정말
그렇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반반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1. LH의 전세임대주택 지원서비스를 경험한 후 
    LH에 대한 기업이미지가 좋아졌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7-2. LH의 사업과 활동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7-3. LH는 국가나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Ⅴ. 전반적인 종합 만족도

문8. LH 전세임대 지원서비스, 업무처리절차, 직원의 응대, 시설 및 이용환경, 사회적 책임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각할 때, LH 전세임대주택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얼마

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7-------------6--------------5-------------4-------------3----------------2-------------1

문9. 전세임대주택 지원내용, 직원의 응대, 이용절차, 공공성 등을 포함하여 생각할 때, LH에 대

한 이미지가 이전에 생각하셨던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7-------------6--------------5-------------4-------------3----------------2-------------1

문10. LH 전세임대 지원서비스, 업무처리절차, 직원의 응대, 시설 및 이용환경, 사회적 책임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각할 때, LH의 제공 서비스가 본사 지방이전과 비

교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 (수도권 입주고객만 해당)

매우 만족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7-------------6--------------5-------------4-------------3----------------2-------------1

  문10-1. 위에서 응답하신 본사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한 내용이 있

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매우)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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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가구 특성에 관한 사항

문10. 귀댁의 현재 가족구성원 현황은? (인원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배우자
부모

(조부모 포함)

자  녀
기타

(형제 등)
유치원 이하 초등 중고등 고졸이상

① 있음  ② 없음 명 명 명 명 명 명

문11. 다음 중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 중 장애인 ① 있음(    급)   ② 없음

2) 가구원 중 경로자 (65세 이상) ① 있음(    명)   ② 없음

3) 가구원 중 수급자 ① 있음(    명)   ② 없음

문12. 다음은 귀댁의 월평균 주거비 및 임대수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 분 항 목 이전 주택 3. 현 주택

주거비 수준

(월 평균)

난방비                만원/월                만원/월

관리비                만원/월                만원/월

임대수준
임대보증금                   만원                   만원

월임대료                만원/월                만원/월

문13. 귀하께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시나요? 이용하신다면 하루에 얼마나 인터넷을 사용하시나요?

① 이용하지 않음 ② 이용함  ➯ 하루에 약 (     )시간 정도 이용

▣ 끝까지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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