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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공공임대주택정책이 시행된 지 40년이 지났고, 다양한 정책대상 집단이 주택공급으로 

인한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분양,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공급되고 있으며, 각각의 유형별로 소득과 인구학적 기준에 따라 

입주자격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고길곤, 2018). 이중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

을 목적으로 건설된 대표적인 임대주택이다. 영구임대주택은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간이며,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가족의 정서적 기

능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영구임대거주자가 빈곤한 경제 상태로 인해 심리적인 위축감, 자신

감 저하, 무력감 및 우울 등 정신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등

장하고 있다(도은영･홍연란, 2014; 조용운･한창근, 2014; 홍연란･장군자･최청숙, 2016). 

물론 공공임대주택 거주여부와 정신건강은 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임세희, 2013), 

공공임대거주자가 일반임대거주자에 비해 정신건강 상태가 열악하다는 주장이 많이 제

기되고 있다(이상록, 2012; 한수정･전희정, 2018a). 특히 공공임대거주자의 우울감이 임

대료나 관리비와 같은 경제적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공임대주

택의 임대료 인하를 지지하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한수정･전희정, 2018a). 그러나 공

공임대거주자가 일반임대거주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임대료를 지불하

고 거주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왜 공공임대거주자의 정신건강 상태가 더 열악한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1)

공공임대주택 거주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의 상반된 결론은 자

료처리방법, 분석시점, 분석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

구에서 어떻게 자료처리를 했는지, 어떤 시점 자료를 사용했는지, 어떤 통계모형을 설정

했는지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분석방법 및 분석시점의 차이

에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영향변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임대거주자와 

1) 본 연구는 한수정･전희정(2018a)의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와 일반아파트 거주자의 정신건강 차이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의 재현(replication)에서 출발한 연구이다. 해당 연구와 변수 설정 및 자료

의 전처리를 동일하게 하였을 때 과연 결과가 같을 것인지, 이렇게 얻어진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확장

할 수 있을 것인지, 단순회귀분석의 결과는 매칭을 활용한 엄밀한 통제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와 

같을 것인지, 매칭방법에 따라서 결과에 차이가 있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현을 통해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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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거주자의 사회경제적 상태의 차이를 통제하여 비교 가능한 집단 간에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계적 매칭(statistical matching)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엄밀하게 추정해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가설 도출

1. 선행연구 검토

1) 정신건강과 주거환경

초기의 정신건강 연구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주로 개인적 특성에서 찾았

다. Jahoda(1958)는 정신건강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정의하며, 개인에게 있

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그로 인한 결과의 구분을 명확히 할 것을 주

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개인은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Pearlin, 1989). 환경에

서 기인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Lazarus & Launier, 

1978), 환경적 요인은 개인의 우울감, 불안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Leandro & 

Castillio, 2010). 즉, 오늘날 개인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객체임과 동시에 사회와 분리되어 

우울증을 겪는 사회문제의 주체이다(Walker, Moodie R, & Herrman, 2004). 

주거는 개인의 근거지이자 사회생활의 토대가 되는 곳으로,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공

간이다(박성복･이남율, 2018). 주거환경은 개인의 정신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

며(Hillier et al., 1993; 이상록, 2012), 열악한 주거상태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Leventha & Brooks-Gunn, 2003; Ross, 2000). 지금까지 주거환경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이루어져 왔는데, 크게 개인

적 특성과 주택특성, 근린환경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2) 개인적 특성, 주택특성, 근린환경과 정신건강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 중 성별이나 연령, 교육수준, 소득, 원만한 가족 관계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도은영･홍연란, 2014; 박정민 외, 

2015; 임세희, 2010; 최병숙･박정아, 2012; Robert & House, 2000). 대체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신건강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며,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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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원만하지 못할수록 정신건강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

층 집단의 부정적인 상태는 저소득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효과와 구별되어야 한다. 

Schulz et al.(2006)은 대표적인 저소득 거주지역인 미국 디트로이트에 거주하는 아프리

카계 미국인 여성의 낮은 소득은 우울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

만 이 우울감은 임금보다는 지역의 치안상태나 차별의 경험에서 기인할 수 있어 허위상

관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주택특성은 시설측면과 관리비･월세와 같은 경제적 부담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시설측면에서는 주택의 유형, 구조와 난방시설 등과 같은 주택의 시설특성이 

거주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며(Evans, 2003),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불량하여 안전, 

외부환경,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거주자

의 우울감, 불면증 등 정서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Bonnefoy, 2007; Echeverria et al., 

2008; Gary, Stark, & Laveist, 2007; Henderson et al., 2005). 이외에도 주택의 입지특

성이나 주택의 내부구조 또는 주택의 면적은 거주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며(Sulaiman 

& Yahaya, 1987), 채광･습도 등과 같은 주택의 내부 환경도 거주자의 정신건강에 영향

을 준다(Chu, Thorne, & Guite, 2004).

주택특성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주거비용 증가가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서비스나 양질의 식품 등의 재화의 구매가능성을 낮추게 

되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가 있으며(Pollack, von 

dem Knesebeck, & Siegrist, 2004), 주거비 과부담이 우울감 증가의 원인이라는 국내연

구도 있다(박정민 외, 2015; 한수정･전희정, 2018a). 

근린환경에 대해서는 낙후된 주변 환경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우울감을 

유발한다고 본 연구가 많다. 다수의 실증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낙후된 지역

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우울감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거주민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Cutrona et al., 2005; Gee & Takeuchi, 2004; Leventhal & Brooks-Gunn, 2003; Ostir 

et al., 2003; Silver, Mulvey, & Swanson, 2002).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분리된 거주지

는 자원의 불균형한 분배를 심화시키고, 낙후된 주변 환경과 낮은 주택의 질은 정신건강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Roux & Mair, 2010; Yen & Kaplan, 1999), 낙후된 지역으로 

이주한 거주자는 이전에 비해 높은 우울감을 보이기도 한다(Fauth, Leventhal, & 

Brooks-Gunn, 2004). 이처럼 주변 환경은 주거형태나 주택의 물리적 시설과 함께 우울

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Evans, 2003)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정신건강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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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enstra(2005)의 연구에서는 혐오시설을 포함하는 주변 환경과 우울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상록(2012)의 연구에서도 우울감은 동네환경인식

이나 동네낙인감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적 관계 만족도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이웃과의 관계, 주변인과의 사교

기회와 같은 사회적 관계변수에 대응되는 것이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1980년 후반과 

1990년 초반에 걸쳐 이웃이라는 외부환경요소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급격

히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사회적 관계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연구

되고 있다(Gapen et al., 2011; Kershaw et al., 2011; Kim, 2010; Roux & Mair, 2010; 

Scott & Marshall, 2009). Dupéré & Perkins(2007)는 50개 블록에 거주하는 412명의 거

주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이웃과의 단절된 생활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이웃과의 교류가 정신건강에 주는 영향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부유한 지역에서는 이웃 간의 비공식적 교류가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지만, 열악한 지역에서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박미경･황성철, 

2010; Caughy, O’Campo, & Muntaner, 2003; Ceballo & McLoyd, 2002; Verhaeghe 

et al., 2012; Warner & Roundtree, 1997; Wen, Cagney, & Christakis, 2005). 하지만, 

Mair, Roux, & Galea(2008)는 낙후된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우호적인 교류가 많지 않음

을 주장하며 사회적 관계보다는 근린환경의 물리적 특성이 우울증을 발생시키는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이 일반임대주택의 시설에 비해 낙후되었으며 근린

환경도 열악하다는 주장은 주거시설과 근린환경의 차이가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정신건

강의 차이를 초래한다는 전제에 입각해있다. 하지만 실증연구는 거주지에 따라 우울감

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이상록, 2012; 한수정･전희정, 2018b)와 공공임대거주자와 민간

임대거주자 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임세희, 2013)로 대립하고 있다. 주거비 과부담이 

우울증의 원인이라는 박정민 외(2015)의 연구를 제외하면 공공임대거주자와 일반임대거

주자의 비교는 단년도 자료나 일부연도 자료만을 활용한 분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방

법론적으로도 내생성 통제를 위해서 고정효과모형과 성향점수매칭이 주로 사용되었지

만, 성향점수매칭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매칭기법을 비교한 연구나 시점에 따른 

매칭방법의 안정성을 살펴본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게다가 성향점수매칭을 이용한 연

구(임세희, 2013; 한수정･전희정, 2018b)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결론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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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제시된 한수정･전희정(2018b)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단기 거주 

집단에서 비거주 집단에 비해 정신건강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나, 장기 거주 집단에서는 

단기 거주 집단이나 비거주 집단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활용하여 성향점수매칭을 수행한 뒤, 이중･삼중 

차이분석을 수행한 연구인데,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주거환경 변수를 고려하

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2. 연구가설 설정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인특성과 주택특성, 그리고 근린환경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거주자는 일반임대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공임대거주자의 정신

건강이 일반임대거주자의 정신건강에 비해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주거비 부

담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공공임대거주자가 일반임대거주자에 비해서 정신건강이 부정

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공공임대거주자는 

일반임대거주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거주하고 있

기 때문이다. 

공공임대거주자와 일반임대거주자 간 정신건강에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공공임대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이 분석방법 및 분석시점의 차이

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단일 시점이 아닌 여러 시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도 분석결과가 일관

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공공임대거주자와 일반임대거주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공공임대거주자와 일반임대거주자의 개별적 특성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간과할 수 없다. 공공임대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이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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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다른 변수와 함께 동일한 회귀분석 모형에 투입되게 되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ceteris paribus)는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

만 관측되지 않은 숨겨진 편의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공공임대주택 거주여부와 정신건강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내생성

(endogeneity)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Guo & Fraser, 2014). 내생성의 문제를 완화하

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매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

구에서는 매칭 이전의 다중회귀분석결과와 매칭 이후의 결과가 다를 것이라고 보고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매칭 여부에 따라 분석결과에 차이가 존재한다.

매칭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수행될 수 있고, 학자마다 선호하는 매칭방법에 차이가 있

다. King & Nielsen(2018)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이 오히려 자료의 불균형(imbalance)과 비효율성(inefficiency), 모

형의존도(model dependency)를 높이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처럼 매칭방법에 

따라 연구자의 재량이 개입하여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칭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였다. 

가설3. 매칭방법에 따라 분석결과도 차이가 클 것이다. 

Ⅲ. 분석자료 및 변수의 측정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8차부터 12차까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

널은 연령, 소득계층, 경제활동상태 등에 따른 인구집단별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파

악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시행된 패널데이터 자료2)이다(한국복지패널 사용자지침서, 

2018). 한국복지패널은 6차 조사부터 공공임대주택을 영구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

트 거주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최근 5개년에 해당하는 8차 조사부터 12차 

2) 이 자료는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활용하고 있는 정신건강(우울감, 역자아존중감) 변수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거주여부와 성별, 연령, 소득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공공임대

주택 거주여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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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까지를 분석대상3)으로 하였다.

<표 1> 주거유형별 분석대상의 차수별 현황(명)

구분 8차 9차 10차 11차 12차

일반임대 409 434 336 346 360

영구임대 406 353 337 289 284

국민임대 193 258 300 316 333

합계 1008 1045 973 951 977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정신건강을 11개의 CESD 우울척도4)와 10개의 Rogenberg 자아

존중감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 우울감의 경우 한국복지패널 유저가이드(이하 유저가이

드)에 따라 하나의 변수로 통합하여 사용하였으며, 통합변수인 ‘우울감’은 0에서 60의 

값을 가지는 연속형 변수이다. 자아존중감 변수도 유저가이드에 따라 10개 측정항목5)의 

산술평균 값을 활용하였으며, 이는 1에서 4의 값을 갖는 연속형 변수이다. 다만 본 연구

에서는 우울감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과의 방향성을 일치시키기 위해

3) 영구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주택규모가 85제곱미터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유

형에 따른 비교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수정･전희정(2018a)의 연구에서와 같이 일반아파트 거주자 중 

자가거주자와 전세거주자,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4) 측정항목은 (1)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2)비교적 잘 지냈다(3)상당히 우울했다(4)모든 일들이힘들

게 느껴졌다(5)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6)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7)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8)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9)마음이 슬펐다(10)사람들이 나를 싫어

하는 것 같았다(11)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①극히 

드물다(일주일에 1일 미만), ②가끔 있었다(일주일에 1~2일간), ③종종 있었다(일주일에 3~4일간), ④

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5일 이상)). 

우울감 변수는 유저가이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합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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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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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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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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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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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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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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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다, ④항상 그렇다). 

역자아존중감 변수는 유저가이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아존중감 변수를 생성한 뒤 역코딩(5-자아존

중감)하여 분석하였다. 

자아존중감=[(1)+(2)+(3)+(4)+(5)+(6)+(7)+(8)+(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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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선행연구(한수정･전희정, 2018a)6)에서처럼 자아존중감 변수를 역코딩하여 ‘역자아존

중감’이라는 변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설명변수는 주택특성변수, 근린환경변수 및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구분하였다. 주택특

성변수(이하 주택변수)는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 월세, 방음･환기･채광･난방설비상태

(이하 방음 등 설비)로 구성하였다. 근린환경변수는 소음･악취･대기오염상태(이하 소음 

등 상태), 주거환경 만족도, 사회적 관계 만족도, 주택유형으로 구성하였다. 주거환경 만

족도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주택유형 변수는 일반아

파트,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의 3가지 범주로 구성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취업상태 변수는 선행연구(한수정･전희정, 2018a)와 동일

한 방법으로 코딩하여 활용하였으며, 성별과 가족 관계 만족도는 그대로 활용하였다. 

<표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구분 변수명 변수 정의 및 척도

종속변수
우울감 연속형, 값이 높을수록 부정적, Scale: 0-60

역자아존중감 연속형, 값이 높을수록 부정적, Scale: 1-4

설명
변수

주택
특성
변수

주거관리비 월평균(만원)

광열수도비 월평균(만원)

월세 월평균(만원)

방음 등 설비 1. 예(양호) 0. 아니오

근린
환경
변수

소음 등 상태 1. 예(양호) 0. 아니오

주거환경만족도 1. 매우불만족 ~ 5. 매우만족

사회적관계만족도 1. 매우불만족 ~ 5. 매우만족

주택유형 5. 일반아파트 6. 영구임대아파트 13. 국민임대아파트

인구
사회
학적
변수

성별 1.남 0.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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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수준 1. 중졸이하 2. 고졸이하 3. 초대졸이하 4. 대졸이상

취업상태 1. 취업 0. 미취업

소득 가처분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자연로그 값

가족관계만족도 1. 매우안좋다 ~ 5. 매우좋다

 출처: 한수정･전희정(2018a):329 에서 수정

6) 한수정･전희정(2018a)에 포함된 표본은 일반아파트 163명, 국민임대아파트 198명, 영구임대아파트 

69명이다. 하지만, 해당 연구의 기술통계에서는 모든 유형에서 취업상태가 9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도 취업상태가 비경제활동인구(코딩값 9)인 경우를 결측치(99)로 보아 분석에서 제외하

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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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에 사용한 변수의 최근 2개년 기술통계량(평균값, 괄호 안은 표준편차)은 <표 

3>과 같다.

<표 3> 주택유형별 기술통계량(최근 2개년)

구분
11차 12차

일반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일반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우울감 7.11(9.88) 12.05(11.95) 7.52(9.81) 6.19(8.24) 14.22(12.64) 6.97(9.43)

2.01(0.42) 2.26(0.47) 2.03(0.41) 1.93(0.39) 2.41(0.44) 2(0.38)역자아존중감

주거관리비 6.68(4.7) 4.2(3.31) 5.75(2.05) 8.39(15.89) 4.49(1.54) 6.03(2.21)

광열수도비 10.36(4.18) 8.28(2.54) 10.35(3.88) 10.06(4.22) 8.09(2.67) 9.87(3.28)

월세 12.12(15.06) 5.98(2.68) 14.39(7.3) 13.62(15.65) 6.33(3.25) 13.47(6.87)

방음 등 설비 0.95(0.21) 0.88(0.33) 0.97(0.18) 0.96(0.19) 0.98(0.16) 0.98(0.13)

소음 등 상태 0.02(0.15) 0.05(0.22) 0.02(0.15) 0.07(0.25) 0.04(0.19) 0.02(0.14)

주거만족도 3.56(0.77) 3.35(0.83) 3.7(0.64) 3.51(0.75) 3.24(0.87) 3.78(0.58)

사회만족도 3.66(0.74) 3.31(0.77) 3.66(0.7) 3.69(0.67) 3.22(0.8) 3.62(0.67)

성별 0.35(0.48) 0.39(0.49) 0.47(0.5) 0.35(0.48) 0.38(0.49) 0.45(0.5)

연령 3.48(1.46) 4.02(1.24) 3.34(1.39) 3.44(1.42) 4.01(1.36) 3.39(1.42)

교육수준 2.1(1.12) 1.63(0.93) 2.08(1.06) 2.16(1.08) 1.66(0.98) 2.08(1.06)

취업상태 0.44(0.5) 0.22(0.41) 0.59(0.49) 0.48(0.5) 0.2(0.4) 0.56(0.5)

소득 7.02(0.54) 6.79(0.43) 7.1(0.49) 7.17(0.48) 6.83(0.39) 7.1(0.49)

가족만족도 3.84(0.68) 3.39(0.78) 3.77(0.72) 3.91(0.66) 3.33(0.84) 3.81(0.69)

OBS N=346 N=289 N=316 N=360 N=284 N=333

종속변수인 우울감과 역자아존중감 모두 영구임대가 가장 높고 국민임대, 일반임대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임대거주자의 평균적인 정신건강이 일반임대거

주자에 비해서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결과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택변수 중 경제적 비용과 관련된 변수인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 월세의 경우를 살

펴보면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영구임대가 가장 낮고 다음으로 국민임대, 일반

임대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임대거주자의 비용부담이 적은 것7)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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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주택시설과 관련된 변수인 방음 등 설비상태와 근린환경 중 소음 등 상태변수

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뚜렷한 경향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거만족도와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경우 대체로 일반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

민임대와 영구임대 간의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살

펴보면 성별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여성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연령은 영구임

대에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수준과 취업상태는 영구임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소득 및 가족 관계 만족도의 경우 일반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순으로 낮

게 나타났다. 

 

2. 연도별 회귀분석결과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영구임대거주자가 국민임대 및 일반임대거주자에 비해 우울감

이 높고 역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정신건강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

을 받으므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여부가 입주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

해서는 정신건강에 미치는 다른 요인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표 4>의 결과는 연도별 

다중회귀분석8)9)을 통하여 평균차이통제를 시행한 결과이다. 

연도별 우울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를 보면 일반임대거주자에 비해 영구임대거

주자는 8차와 12차 조사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국민임대 더미변수와 영구임대 더미변수의 회귀계수 값이 양(+)의 값을 가지므로 일

반임대거주자에 비해서 영구임대거주자가 더 우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일

반임대거주자와 국민임대거주자 간 차이는 9차 조사를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7) 2016년의 경우 국민임대거주자가 일반임대거주자에 비해서 더 많은 월세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복지패널에서는 보증금을 제외한 월세만 조사된 결과를 조사하고 있

기 때문일 수 있다(한수정･전희정, 2018a).

8) 회귀모형 진단 결과 VIF값은 모든 변수에서 1.9 이하로 낮게 나타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White test를 활용한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 검정결과, 

모든 분석년도에서 이분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다만, 잔차도(residual 

plot)에는 체계적인 오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정도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분산에 강건한

(robust) 표준오차를 활용하여 이하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9) 매칭 이후의 모든 회귀모형에서 VIF 값은 3.9 이내로 낮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PSM의 경우 2012년(우울감과 역자아존중감), MDM의 경우 2012

년(우울감)과 2015년(역자아존중감)에 White test의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으며, CEM의 경우에는 모

든 분석년도에서 기각되지 못했다. 하지만 매칭방법간 비교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분산에 강건한

(robust) 표준오차를 활용하여 이하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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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없을 뿐 아니라, 연도별 회귀계수의 부호도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4> 우울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p<0.1, **p<0.05, ***p<0.01 수준에서 유의함. 괄호 안은 표준오차. 

한편 사회적 관계 만족도, 가족 관계 만족도, 연령변수가 매년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변수는 통계적 유의미성뿐만 아니라 회귀계수의 

부호도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시계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

적 관계 만족도와 가족 관계 만족도의 회귀계수는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가족 관계 만족도는 동질감을 공유하는 집단 내에서의 교류를 통

해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으므로(김고은, 2011; 성

준모, 2013; 유정헌･성혜영, 2009; Kwon, 2011),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령은 많을수록 우울감이 커지는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죽음

불안, 사회적 교류 감소, 노후생활비 부담, 여가생활 불만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구분 8차 9차 10차 11차 12차

Intercept 49.51(4.98)*** 33.12(3.87)*** 33.73(5.2)*** 35.44(5.49)*** 42.23(5.25)***

주거관리비 -0.1(0.08) -0.06(0.07) -0.02(0.02) -0.03(0.07) 0(0.01)

광열수도비 -0.05(0.07) 0.05(0.07) -0.07(0.08) -0.16(0.09)* -0.09(0.07)

월세 0.01(0.02) -0.01(0.02) -0.03(0.02) 0.01(0.03) 0.01(0.02)

방음 등 설비 -2.09(1.55) -1.49(1.08) -0.11(1.47) 0.11(1.35) -0.66(2.29)

소음 등 상태 -2.71(2.02) 1.97(1.32) 3.52(1.42)** 0.38(1.96) 2.17(1.25)*

주거만족도 -0.73(0.36)** 0.83(0.35)** -0.7(0.39)* -0.02(0.46) -0.03(0.45)

사회만족도 -2.77(0.48)*** -3.58(0.45)*** -3.12(0.49)*** -2.92(0.57)*** -3.7(0.59)***

성별 -0.96(0.57)* -1.63(0.49)*** -2.69(0.55)*** -2.71(0.59)*** -1.4(0.59)**

연령 1.21(0.26)*** 1.08(0.24)*** 1.36(0.27)*** 0.79(0.27)*** 0.91(0.23)***

교육수준 -0.24(0.32) 0.11(0.32) 0.65(0.37)* -0.15(0.32) -0.37(0.31)

취업상태 -1.2(0.6)** -2.49(0.55)*** -2.41(0.61)*** -3.55(0.63)*** -1.57(0.61)**

소득 -2.74(0.59)*** -0.53(0.54) -1.1(0.63)* -0.62(0.63) -1.72(0.58)***

가족만족도 -2.73(0.44)*** -3.03(0.41)*** -2.04(0.49)*** -3.01(0.54)*** -2.48(0.53)***

국민임대
(dummy)

1.28(0.7)* -1.72(0.55)*** 0.87(0.63) 1.15(0.67)* 0.54(0.59)

영구임대
(dummy)

1.7(0.68)** 1.03(0.67) 0.91(0.84) 0.92(0.88) 3.09(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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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신수민･정규형, 2017; 오은아･박기환, 2019; 

유정현･성혜영, 2009; 정준수･이혜경, 2017 등). 취업상태변수는 우울감과 부(-)의 관계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년(20-39)세의 경우 취업은 매우 중요한 우울감 유발요

인이라는 점, 노년(65세 이상)의 경우도 노후생활비의 부담으로 인하여 취업상태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취업상태가 미취업상태인 경우에 비해서 우울감이 낮게 나타

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정준수･이혜경, 2017). 성별변수의 회귀계수는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에 비해 남성인 경우 우울감이 낮음을 의미한다. 

성별은 일-가족 갈등, 사회적 차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이 되며, 이는 국내외 선행연구(한수정･전희정, 2018a; Robert & House, 200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5> 역자아존중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구분 8차 9차 10차 11차 12차

Intercept 3.82(0.22)*** 3.8(0.16)*** 3.42(0.18)*** 3.51(0.2)*** 3.39(0.21)***

주거관리비 0(0) -0.01(0)* 0(0) 0(0) 0(0)

광열수도비 0(0) 0(0) 0.01(0)** 0(0) -0.01(0)***

월세 0(0) 0(0) 0(0) 0(0) 0(0)

방음 등 설비 0.03(0.09) 0(0.04) 0.06(0.06) 0.01(0.06) -0.12(0.08)

소음 등 상태 -0.05(0.09) -0.02(0.05) 0.05(0.06) 0.1(0.07) -0.03(0.06)

주거만족도 -0.02(0.02) -0.01(0.01) -0.02(0.02) -0.05(0.02)*** -0.03(0.02)**

사회만족도 -0.16(0.02)*** -0.17(0.02)*** -0.17(0.02)*** -0.14(0.02)*** -0.14(0.02)***

성별 -0.04(0.02)* 0.01(0.02) -0.01(0.02) -0.03(0.02) 0.01(0.02)

연령 0.05(0.01)*** 0.03(0.01)*** 0.05(0.01)*** 0.05(0.01)*** 0.05(0.01)***

교육수준 -0.06(0.01)*** -0.03(0.01)** -0.03(0.01)** -0.03(0.01)** -0.03(0.01)**

취업상태 -0.07(0.03)** -0.1(0.02)*** -0.1(0.02)*** -0.15(0.03)*** -0.12(0.02)***

소득 -0.12(0.03)*** -0.1(0.02)*** -0.08(0.02)*** -0.07(0.03)*** -0.05(0.03)*

가족만족도 -0.09(0.02)*** -0.1(0.02)*** -0.08(0.02)*** -0.09(0.02)*** -0.07(0.02)***

국민임대
(dummy)

-0.01(0.03) -0.01(0.03) 0.05(0.03)* 0.06(0.03)** 0.06(0.02)***

영구임대
(dummy)

0.07(0.03)** 0.06(0.03)** 0.1(0.03)*** 0.06(0.03)* 0.25(0.03)***

 *p<0.1, **p<0.05, ***p<0.01 수준에서 유의함. 괄호 안은 표준오차. 

연도별 역자아존중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영구임대거주자가 매년 일반임대거

주자에 비해서 역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구임대거주자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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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해 전반적으로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일반임대거주

자와 국민임대거주자 간 차이는 11차, 12차 조사를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

가 없을 뿐 아니라 연도별 회귀계수의 부호도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점 

간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관계 만족도, 가족 관계 만족도, 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 소득변수는 

매년 역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변수는 통계적 

유의미성뿐만 아니라 회귀계수의 부호도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시계열적으로 안

정적인 변수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회귀분석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를 

평균적으로 통제할 뿐, 공공임대거주자와 특성이 유사한 일반임대거주자를 비교하지 못

한다. 즉, 회귀분석은 다른 조건이 유사할 때 공공임대거주자가 일반임대주택에 거주했

다면 정신건강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에 대한 반사실(counterfactual) 분석이 아니다. 따라

서 방법론을 달리하여 매칭방법을 활용하여 영구임대와 일반임대의 차이10)를 살펴보고

자 한다.

3. PSM 매칭을 이용한 연도별 다중회귀분석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은 이미 관찰된 자료에서 처리집단과 유사

한 통제집단 그룹을 찾아내어 처리집단의 인과효과와 통제집단의 인과효과의 차이를 분

석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PSM을 수행할 때 어떤 변수를 반영하여 매칭을 수행하여야 하

는지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변수를 다 반영하여 매칭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

해와 선결변수(predetermined variables)만을 반영하면 족하다는 견해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서 이중으로 변수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유형의 차

이를 발생시키는 선결변수인 인구사회학적 변수만을 반영하여 매칭데이터셋을 구성하

였다.

구체적인 매칭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 매칭 대상은 성향점수가 0.05 이상인 

경우만을 한정하였고, 칼리퍼11) 값을 0.2로 지정하여 성향점수 표준편차의 0.2배 이내에 

10) 매칭은 두 집단 간에서 이루어지기 방법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처리집단(treatment group)을 공

공임대아파트 중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집단으로 정하였다. 연도별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일반

아파트 거주자와 더 많은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였기 때문에 매칭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 국민임대주

택의 경우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칼리퍼 매칭의 방법은 최소이웃매칭이나 최적화 매칭과 달리 칼리퍼 폭 안에 있는 통제집단만을 

매칭하기 때문에 유사한 매칭 쌍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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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는 관측점만 매칭되도록 하였다. 또한, 연도별 자료에 대한 매칭을 수행하기 때문

에 다른 연도의 대상과 매칭되지 않도록 연도를 일치시키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로 

1:1 탐욕(greedy)매칭을 수행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6> 성향점수 정보

구분
Treated(영구임대) Control(일반임대) Treated-Control

Mean DifferenceN Mean(std) Min - Max N Mean(std) Min - Max

All 3454 0.5625(1.77) 0.036-0.963 3633 0.4159(1.75) 0.026-0.917 0.1466

Region 3453 0.5627(1.77) 0.057-0.963 3632 0.4160(1.75) 0.053-0.917 0.1466

Matched 2485 0.5093(1.67) 0.057-0.924 2485 0.4885(1.57) 0.060-0.917 0.0207

<표 6>은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성향점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매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성향점수 차이가 0.1466점이었던 것이 매칭

이 이루어진 표본에서는 0.0207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매칭을 수행한 이후에는 

매칭의 질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표 7>과 같이 STANDARDIZED DIFFERENCE의 절

대값이 0.1보다 작은 경우 일반적으로 매칭의 질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Austin, 2009; 

Normand et al., 2001).12)

<표 7> 표준화 평균 차이 (Treated - Control)

12) 매칭의 질을 판단하는 또 다른 방법은 VARIANCE RATIO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르면 통제집

단의 분산 대비 처리집단의 분산의 비율이 0.5에서 2 사이 값이면 균형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

할 수 있다(Stuart, 2010).

Variable Observations
Mean

Difference
Standard
Deviation

Standardized
Difference

Percent
Reduction

Variance 
Ratio

성향점수

All 0.14659 0.176046 0.83266 　 1.0161

Region 0.14663 0.83291 0 1.0148

Matched 0.02073 0.11776 85.86 1.131

연령　

All 0.49948 1.40306 0.35599 0.9523

Region 0.49962 0.3561 0 0.9522

Matched 0.04547 0.03241 90.9 1.0007

취업상태　

All -0.21008 0.480751 -0.43698 0.8504

Region -0.21015 -0.43712 0 0.8501

Matched -0.03018 -0.06278 85.63 0.9727

소득　 All -0.2986 0.523107 -0.57082 0.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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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표준화된 평균 차이

<그림 1>은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표준화된 변수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약하게 

색칠해진 영역은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영역을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자료는 매칭 이후 일반임대와 영구임대 거주자간  우울감 차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

Region -0.29871 -0.57103 0 0.7456

Matched -0.04717 -0.09017 84.2 0.8722

가족관계
만족도

All -0.46013 0.789917 -0.5825 1.5159

Region -0.46027 -0.58269 0 1.5155

Matched -0.07243 -0.0917 84.26 1.1337

교육수준

All -0.49968 1.048187 -0.47671 0.7588

Region -0.49955 -0.47658 0.03 0.7589

Matched -0.01972 -0.01881 96.05 1.098

성별

All 0.02072 0.488582 0.04241 0.9818

Region 0.02074 0.04244 0 0.9818

Matched -0.01288 -0.02636 37.86 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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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매칭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셋에 대해 연도별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8>, <표 9>와 같다. 

<표 8> 우울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PS 매칭)

구분 8차 9차 10차 11차 12차

Intercept 52.28(6.61)*** 36.45(5.83)*** 35.17(8.11)*** 44.2(8.52)*** 50.8(10.04)***

주거관리비 -0.22(0.09)** -0.1(0.09) -0.01(0.03) -0.04(0.07) 0.16(0.11)

광열수도비 -0.13(0.09) 0.14(0.11) -0.15(0.12) -0.28(0.15)* -0.3(0.16)*

월세 0.02(0.03) 0(0.03) -0.03(0.03) -0.01(0.04) 0.07(0.04)

방음 등 설비 -2.48(2.42) -1.68(1.49) 0.19(1.92) 1.41(1.59) 1.53(3.29)

소음 등 상태 -5.37(3.17)* -0.38(1.62) 4.64(2.03)** 0.9(2.67) 3.72(1.64)**

주거만족도 -0.81(0.46)* 1.31(0.52)** -0.39(0.55) -0.61(0.66) -0.52(0.69)

사회만족도 -2.46(0.62)*** -4.47(0.63)*** -3.32(0.68)*** -2.99(0.79)*** -4.85(0.98)***

성별 -0.72(0.77) -1.67(0.74)** -3.17(0.77)*** -4.53(0.91)*** -2.67(0.98)***

연령 1.21(0.33)*** 1.13(0.4)*** 1.39(0.38)*** 1.06(0.47)** 1.28(0.43)***

교육수준 -0.26(0.44) 0.36(0.54) 1.38(0.59)** 0(0.55) 0.05(0.61)

취업상태 -1.04(0.84) -2.86(0.84)*** -3.24(0.82)*** -2.75(0.96)*** -0.79(1.06)

소득 -2.96(0.81)*** -0.65(0.87) -1.29(0.98) -1.57(1.09) -2.66(1.09)**

가족만족도 -2.87(0.59)*** -3.52(0.63)*** -2.33(0.69)*** -3.2(0.77)*** -2.68(0.78)***

영구임대
(dummy)

0.82(0.78) 0.56(0.76) 1.11(0.95) 0.93(1.03) 3.57(1.04)***

 *p<0.1, **p<0.05, ***p<0.01 수준에서 유의함. 괄호 안은 표준오차.

<표 8>을 매칭 이전의 연도별 우울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면 사회

적 관계 만족도, 가족 관계 만족도, 연령변수는 여전히 우울감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계열적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취업상태, 영

구임대변수(dummy)는 회귀계수의 부호는 같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져13) 시계열적 일관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취업상태나 영구임

대변수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시계열적으로 안정적인 결과가 아니며, 특히 다른 변

수의 영향을 엄격하게 통제할수록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상실한다

고 볼 수 있다.

13) 영구임대변수(dummy)의 경우, 앞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8차와 12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음에도 매칭 이후에는 12차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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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역자아존중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PS 매칭)

구분 8차 9차 10차 11차 12차

Intercept 3.85(0.31)*** 3.79(0.22)*** 3.48(0.28)*** 3.48(0.33)*** 3.47(0.41)***

주거관리비 -0.01(0) -0.01(0)** 0(0) 0(0) 0(0.01)

광열수도비 0(0) 0(0) 0(0) 0(0.01) -0.01(0.01)

월세 0(0) 0(0) 0(0)** 0(0) 0(0)

방음 등 설비 0.02(0.13) -0.05(0.06) 0.09(0.07) 0.02(0.07) -0.13(0.1)

소음 등 상태 -0.16(0.17) 0(0.07) 0.04(0.08) 0.12(0.1) 0.01(0.08)

주거만족도 -0.01(0.02) 0.02(0.02) -0.04(0.02)* -0.02(0.02) -0.03(0.02)

사회만족도 -0.16(0.03)*** -0.2(0.02)*** -0.16(0.02)*** -0.13(0.03)*** -0.15(0.03)***

성별 -0.08(0.03)** 0.04(0.03) -0.02(0.03) -0.07(0.04)* 0.02(0.04)

연령 0.05(0.02)*** 0.03(0.01)** 0.04(0.01)*** 0.06(0.02)*** 0.07(0.02)***

교육수준 -0.07(0.02)*** -0.03(0.02) -0.03(0.02) -0.02(0.02) -0.03(0.03)

취업상태 -0.07(0.04)** -0.14(0.03)*** -0.15(0.03)*** -0.14(0.04)*** -0.14(0.04)***

소득 -0.11(0.04)*** -0.08(0.03)*** -0.08(0.03)** -0.08(0.04)* -0.08(0.05)

가족만족도 -0.1(0.02)*** -0.12(0.03)*** -0.07(0.03)*** -0.09(0.04)*** -0.08(0.03)***

영구임대
(dummy)

0.06(0.03)* 0.06(0.03)* 0.08(0.03)** 0.05(0.04) 0.26(0.04)***

 *p<0.1, **p<0.05, ***p<0.01 수준에서 유의함. 괄호 안은 표준오차.

<표 9>를 매칭 이전의 연도별 역자아존중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면 

사회적 관계 만족도, 가족 관계 만족도, 연령변수는 여전히 우울감과 부(-)의 관계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계열적으로 일관적인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교육수준, 취업상태, 소득변수는 회귀계수의 부호는 같지만, 시계열적 일관성이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구임대변수(dummy)의 경우, 매칭 전에는 모든 연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매칭 이후에는 8차, 9차, 11차 

조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계열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영구임대주택 거주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은 매칭 이전과 

이후에서 시계열적으로 안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역자아존중감의 

경우 매칭 이전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결과로 나타났지만, 매칭 이후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칭 이전의 회귀분석결과만을 가지고 영구임대주택 거주여부

에 따라 두 집단의 역자아존중감에서 차이가 난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매칭 이전과 이후의 모든 분석에서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가족 관계 만족도는 시

계열적으로 안정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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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조사에서 역자아존중감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석에서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Type Ⅲ SS14) 값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여러 변수 중 

특히 사회적 관계 만족도 변수가 종속변수인 우울감과 역자아존중감의 변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임을 의미한다.

4. 다양한 매칭방법(PSM, MDM, CEM)의 비교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매칭방법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비교 및 평가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칭방법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PSM이 

자료의 불균형과 비효율성, 모형의존도를 높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재량(discretion)이 개입

할 여지가 많아서 편의(bias)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King & 

Nielsen, 2018). MDM, CEM과 다르게, PSM은 완전무작위배정(complete randomization)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편의(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15)

<표 10> 매칭방법에 따른 매칭표본의 차이

구분
Treated Control

일치율
일치 불일치 일치 불일치

PSM vs MDM 1175 212 1069 424 77.92

PSM vs CEM 540 817 530 837 39.28

MDM vs CEM 539 837 594 727 42.01

<표 10>은 PSM과 MDM, CEM의 각각의 방법에 따라 매칭을 수행한 뒤, 데이터셋을 

통합하여 2번의 빈도를 갖는 데이터의 비율(일치율)16)을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빈도를 

기준으로 매칭방법에 따른 매칭표본의 차이를 살펴보면, PSM과 MDM은 상당히 큰 일치

14) 독립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표준화 회귀계수를 많이 활용한다. 그러나 더미변

수의 평균과 분산은 의미가 없으므로, 더미변수가 중요한 변수인 경우에는 Type Ⅲ SS 값을 활용하

여 다른 변수와 비교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길곤, 2017).

15) 즉, MDM이나 CEM과는 달리 관측점의 유사성이 전적으로 성향점수에 의해서, 성향점수의 거리에 

의해서만 판단되기 때문에 성향점수가 같기만 하면 개별 변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이질적인 사람

이 매칭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16) SAS에서는 PSM과 MDM의 경우 처치집단의 관측치에 어떤 통제집단의 관측치가 매칭되었는지를 

알려주지만, CEM의 경우 1:1 매칭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구역 자체를 MatchID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구역 내의 관측치가 2개인 경우에는 서로의 짝을 찾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관측치가 각각 어떤 관측치와 매칭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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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보이고 있지만 각각 CEM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매칭방법별 다중회귀분석결과비교(중요변수)

구분 변수 8차 9차 10차 11차 12차

PSM
우울감

사회만족도 -2.46(0.62)*** -4.47(0.63)*** -3.32(0.68)*** -2.99(0.79)*** -4.85(0.98)***

가족만족도 -2.87(0.59)*** -3.52(0.63)*** -2.33(0.69)*** -3.2(0.77)*** -2.68(0.78)***

영구임대 0.82(0.78) 0.56(0.76) 1.11(0.95) 0.93(1.03) 3.57(1.04)***

MDM17)

우울감

사회만족도 -2.5(0.61)*** -4.07(0.65)*** -3.22(0.68)*** -2.93(0.8)*** -4.49(0.97)***

가족만족도 -3.01(0.64)*** -3.37(0.65)*** -2.02(0.69)*** -3.17(0.8)*** -2.43(0.83)***

영구임대 0.82(0.78) 0.4(0.81) 0.97(0.94) 0.84(1.01) 3.11(1.05)***

CEM18)

우울감

사회만족도 -1.03(0.88) -4.38(0.94)*** -3.2(1.02)*** -3.66(1.43)** -5.16(1.45)***

가족만족도 -3.2(0.84)*** -2.27(1.22)* -3.64(1.37)*** -1.93(1.28) -2.03(1.47)

영구임대 0.54(1.13) 0.21(1.09) 2.53(1.41)* -0.84(1.48) 4.22(1.51)***

PSM
역자아존중감

사회만족도 -0.16(0.03)*** -0.2(0.02)*** -0.16(0.02)*** -0.13(0.03)*** -0.15(0.03)***

가족만족도 -0.1(0.02)*** -0.12(0.03)*** -0.07(0.03)*** -0.09(0.04)*** -0.08(0.03)***

영구임대 0.06(0.03)* 0.06(0.03)* 0.08(0.03)** 0.05(0.04) 0.26(0.04)***

MDM
역자아존중감

사회만족도 -0.15(0.03)*** -0.18(0.02)*** -0.17(0.02)*** -0.13(0.03)*** -0.15(0.03)***

가족만족도 -0.11(0.02)*** -0.1(0.03)*** -0.07(0.02)*** -0.09(0.03)** -0.07(0.03)**

영구임대 0.04(0.03) 0.04(0.03) 0.08(0.03)** 0.06(0.04) 0.25(0.04)***

CEM
역자아존중감

사회만족도 -0.16(0.04)*** -0.18(0.03)*** -0.19(0.03)*** -0.16(0.04)*** -0.15(0.05)***

가족만족도 -0.12(0.04)*** -0.14(0.04)*** -0.07(0.04)* -0.08(0.05)* -0.02(0.05)

영구임대 -0.03(0.05) 0.05(0.04) 0.08(0.04)* 0(0.05) 0.26(0.06)***

 *p<0.1, **p<0.05, ***p<0.01 수준에서 유의함. 괄호 안은 표준오차.

<표 11>은 중요변수에 대한 매칭방법별 다중회귀분석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분석결과 

모든 방법에서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시계열적으로 안정적인 변수로 나타났지만, 가족 

관계 만족도는 CEM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아졌다. 영구임대변수(dummy)는 12

차 조사에서 매칭방법과 무관하게 우울감과 역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차 조사의 경우 PSM과 MDM에서 역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을 제외하면, 분석시점과 분석방법의 차이에도 불

구하고 영구임대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매칭방

법에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거주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큰 차

17) MDM 매칭의 경우, PSM과 달리 연령변수가 11차에서도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18) CEM 매칭의 경우, PSM 및 MDM과 달리 8차의 우울감을 제외하면, 사회적관계만족도 변수만 시계

열적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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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나지 않으며,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가족 관계 만족도보다 시점 간 안정적인 변수

로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이해할 수 있다.

Ⅴ. 결론

영구임대거주자가 일반임대거주자에 비해 정신건강이 열악하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

은 주거환경, 가구의 사회경제학적 변수, 사회적 관계 만족도, 가족 관계 만족도 등을 

통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타당할 수 있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해서 특정 연도의 

자료만을 분석한 경우에도 타당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선행연구에서 영구임대 거주와 

정신건강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제시됐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영구임대거주자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일반임대거주자를 매칭하

여 분석한 결과 영구임대 거주와 정신건강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물론 특정 연도의 자료에서는 약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지만 이 관계의 시점 간 안정성은 매우 낮다. 또한, 관리비･광열수도비･월세･방음 등 물

질적 변수가 거주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연구에서와 달리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린환경 변수인 소음 등 상태와 주거만족도 변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사회적 관계 만족도 변수는 분석시점 및 분석방법과 무관하게 

일관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일 뿐 아니라 종속변수의 변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낮은 정신건강 수준은 주택시설이나 낙

후된 근린환경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같은 사회학적 요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공공임대거주자의 정신건강

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관리비나 월세의 감면 정책, 시설개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관리비･월세 등 주택과 관련한 경제적 변수, 방음 등 

주택의 시설변수, 근린환경 중 소음･주거만족도 변수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구임대거주자의 정신건강

이 취약한 원인을 관리비･광열 수도비･월세에 대한 부담에서 찾고,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한수정･전희정, 2018a)은 공공임대

거주의 문제와 저소득의 문제를 구분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사회적 관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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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분리로 인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공공임대거주자 간의 교류는 우울감이 확산되

는 부정적 과정으로 재생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단순히 시설개선이나 주거비 보조

와 같은 시혜적 정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공공임대거주자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

는 정책이 거주자의 정신건강 수준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욕은 

63개의 공공정원(community gardens)을 통해 다양한 지역민의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저임금 지역 거주자와 다른 지역에 있는 거주자 간 자연스러운 교류

가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응집력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Armstrong, 

2000). 프랑스의 ‘Association Alentour’와 영국의 ‘Arts Factory’, ‘Ousebum Trust’, 그

리고 벨기에의 ‘City Mind(d)’도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예이

다(Moulaert, et al., 2010). 이러한 지역 교류 활성화 정책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하성규･서종녀, 2006; Martinelli, 

et al., 2010), 개인의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사회적 관계 만족도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

과가 있다. 공공임대주택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회적 배제가 어느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가를 규명하고, 사회적 배제 정도가 심각한 영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개선방안

을 강구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면(김미희･노세희, 2011), 

정책의 방향도 이와 같아야 한다. 즉, 과거 차별 경험을 통해 유사한 여건, 계층이라는 

동질감을 공유하는 주민 간 교류 및 공동체 형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이다

은 외, 2018).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12차 조사의 분석결과가 이전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밝히지 못하였다. 12차 분석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는 것처럼, 

12차 결과가 해당 차수에만 나타나는 특유한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변화가 나타난 것인

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분석결과의 일반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12차 이후 시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없었다. 후속연

구에서는 12차의 경우 이전 조사와 결과가 달라진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봄으로

써 분석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분석결과 중요하다고 밝혀진 사회적 관계 만족도 변수가 공공임대거주자에게서 

낮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하였다. 최웅선･이용모(2015)의 연구에서는 

영구임대주택에서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주거환경 만족도는 변화가 없는 반면,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국민임대아파트로 이주를 통해 물리적 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의 개선효과는 크게 느끼

지 못하지만,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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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일반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의 시설 이외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시설개선 

위주의 정책에서 사회적 관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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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asuring the Effect of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cy Using 
Matching Methods: A Focus on a Comparison of the Mental Health of 

Public Housing Tenants and Private Housing Tenants

Kyungdong Kim, Ran Kim & Kilkon Ko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he types of rental housing on the mental health of public 

and private housing tenants.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controlling variables using 

regression as well as statistical matching methods, we first measured the differences of 

mental health condition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housing tenants without matching 

covariates and then compared the results with those of us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The robustness results are also checked by adopting the differences by type of 

matching methods: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Mahalanobis Distance Matching 

(MDM), and Coarsened Exact Matching (CEM).

As a result, the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variable turns out to be a stable and vital 

variable for explaining the variability of mental health regardless of the type of rental 

housing. Unlike previous studies, the utility bill variable was found to be inconsistent and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herefore, economic variables such as utility bills are relatively 

insignificant compared to social variables. In conclusion, the results show that it is better to 

weigh the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spect when it comes to implementing public 

policy on mental health among public housing tenants.

【Keywords: public rental housing, mental health,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matching 

meth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