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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분석*4) 

임 세 희

(한림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1차년도)을 활용하여 주거빈곤이 아동의 신체건강, 내재화문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최저기준미달주거와 주거비 비중은 주거불안정과 

모(부)불건강, 아동의 비학업활동은 증가시키고, 비주거지출은 감소시켜 아동의 내재화문제와 학업성취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득빈곤, 지역빈곤과 가구특성을 통제한 상태에

서 나타난 결과였다. 본 연구를 통해 주거빈곤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발전시키고, 주거 빈곤 정책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었다.  

주제어: 주거빈곤, 최저기준미달주거, 주거비 비중, 신체건강, 내재화문제, 학업성취

1. 서론

주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점에서 인간

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중에서도 아동에게 주거의 의미는 더욱 크다. 성인과 달리 아동

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주거지를 중심으로 보내며(최목화, 2001),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으로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거는 아동의 양육자인 부모에게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동의 

경우 직접적인 향 이외에도 부모를 통한 간접적인 향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거 특히 주거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제한적으로나

마 이루어져 온 기존의 연구들은(홍인옥, 2002; 홍인옥, 2006; 최승철, 2007) 주거빈곤의 향이 소득

*본 연구는 저자의 2010년 2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향” 중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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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혹은 지역빈곤과 분리되는 주거 빈곤 자체의 유의미한 향인지 밝히지 못하 다. 최근에는 전

국 데이터인 한국복지패널의 등장과 함께 가구의 소득 등 관련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상태‘인 주거 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이봉주․임세희, 2008; 임세희․이봉주, 2009)와 성인의 

건강불평등(김민희, 2009)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등장하 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주거비

라는 주거빈곤의 또 다른 축과 지역의 향을 간과하 다는 한계를 지닌다. 

한편 국외의 주거빈곤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오래되었으며 연구동향도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과  주거일수록(Conley, 2001; Evans, Lercher, and Korler, 2002; Goux and Maurin, 

2003; Evans, Ricciuti, Hope, Schoon, Bradley, Corwyn, and Hazan, 2009), 주거의 질이 열악할수록

(Williamson, Martin, McGill, Monie and Fennerty, 1997; Evans, Saltzman and Cooperman, 2001; 

Haker, 2006), 이사 횟수가 많을수록(Aaronson, 2000; Crowley, 2003), 임차 가구일수록(Green and 

White, 1997; Haurin, Parcel and Haurin, 2001; Gagne and Ferrer, 2006), 주거관련 지원을 받지 못

한 가구일수록(Meyers, Rubin, Napoleone and Nichols, 2005; Frank, Neault,  Skalicky, Cook, Wilson, 

Levenson, Meyers, Heeren, Cutts, Casey, Black and Berkowitz, 2006; Wood, Turhanm and Mills, 

2008) 아동 발달이 부정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주거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향의 과정은 확인하지 못하 다.  다만 선행연

구를 통해 개별적으로 추론하고 정리하고 있을 뿐이다(Conley, 2001; Bratt, 2002; Vandivere, Hair, 

Theokas, Cleveland, McNamara and Atienza, 2006). 향의 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설정하고 검

정하는 작업은 주거빈곤의 향을 일반화하고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 설계의 기본 토대가 된

다. 또한 향의 과정을 알 때 정책적 개입의 지점이 다각화되고 보다 체계화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바탕하여 본 연구는 주거빈곤의 개념을 최저기준미달주거뿐만 아니라 주거비까지 포함하여 포

괄적으로 정의하고, 소득빈곤과 지역빈곤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거빈곤이 아동의 신체건강, 내재화문

제1),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 과정을 분석하 다. 본 연구는 주거빈곤과 아동에 관한 연구를 보다 활

성화시키고,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1) 본 연구는 아동의 신체발달, 정서발달, 인지발달의 척도로 신체건강, 내재화문제, 학업성취를 선택하
다. 그런데 아동의 정서발달은 내재화문제 뿐만 아니라 외현화문제도 중요한 측정 역이다. 하지

만 후술하게 될 주거빈곤의 향을 설명하는 스트레스 모델, 인적자본 모델 중 학습활동 및 교우관
계 제한, 사회적 자본 모델은 주거빈곤의 향이 외현화되기보다는 내재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
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격성과 비행은 아동후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청소년 중기에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 을 때, 초등학교 4,5,6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경우 외
현화 문제보다는 내재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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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1) 주거빈곤

(1) 주거빈곤의 의미

적절한 주거란 그 구조적인 특성이 거주인의 성별, 발달단계, 가족구조와 연관된 개인과 가구의 의

도와 목표에 적합하여 인간의 건강한 발달이 가능한 주거이다. 그리고 건강한 인간 발달을 위해서는 

주거의 물리적 특성 뿐만 아니라 비주거부분에 대한 지출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

서 주거의 물리적 조건이 사회적 기준에 맞는 적절한 주거(decent housing)가 아니거나, 주거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소득으로 비주거부문의 지출 수준을 적절하게 유지(housing affordability)하기 어려울 

때 주거빈곤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주거빈곤의 영향

(1) 스트레스 모델

과 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주거는 스트레스를 준다. 

과 한 주거조건에서 개인은 긴장, 불편함, 통제 불능감과 같은 스트레스를 겪는다. 또한 환기와 채광, 

난방 혹은 냉방이 원활하지 못한 주거는 불쾌감을 준다.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식별되는 부적절한 

주거조건은 가족의 정체성에도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일 수 있다. 지불가능성을 위해 학교

나 직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주거를 구했다면, 멀어진 통학거리로 인해 시간압박이 가중되어 스트레

스가 증가할 수 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카테콜아민과 코르티솔 등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 카테콜아

민과 코르티솔 호르몬은 혈관과 심장 수축을 유도하고 맥박수를 올리는 작용을 하며, 인슐린 대사 장

애를 일으키고, 면역기능 억제로 신체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 정서적으로도 분노, 불안, 사기저하, 

우울,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인지적으로는 해마세포가 위축되어 학습과 기억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변광호․장현갑, 2005). 

Evans and English(2002)의 연구에 따르면 빈곤한 아동들의 혈압, 코르티솔 호르몬의 양은 중산층 

아동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데, 이러한 차이는 과 , 소음, 주거문제, 가족 간 불화로 구성한 스트레서

(stressors)를 통제하자 그 유의미성이 사라졌다고 한다. Masten, Miliotis, Graham-Bermann, Ramirez 

and Neemann(1993)의 연구에서도 임시거주지에 사는 저소득 아동들은 자신의 집에 사는 저소득 아

동들보다 뚜렷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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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과정 모델

과 하고 구조적으로 부적절한 주거환경은 부정적인 가족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Bradely and 

Caldwell(1984)에 따르면 과 은 성,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 출생순위보다도 아가족의 Home scor

e2)와 더 강한 관련이 있다. Matheny, Wachs, Ludwig, and Phillips(1995)도 집이 항상 혼잡하여, 주

의를 기울이고 대화를 하기 어려울수록 부모들은 아의 탐색적 행동을 방해하고, 아동의 행동을 무

시한다고 밝혔다. Evans, Maxwell and Hart(1999)와 Evans et al.(2009)도 소득, 아의 성별, 모의 

연령과 모의 교육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과 주거의 어머니들이 아의 요구와 행동에 덜 반응적이

며, 풍부하고 정교한 양육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관계는 중기와 후기의 아동․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즉 과 한 주거는 가족 갈등과 아동에 대

한 처벌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ooth and Edwards, 1976; Evans, Lepore, Shejwal, 

and Palsane, 1998). 

과 뿐만 아니라 높은 임대료 수준도 부모에게 부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다. 높은 주거비 부담과 

그로 인한 재정적 긴축상황은 부모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Hudson, 2005). 높은 주거비에도 불구하

고 이사를 할 수 없는 부모들은 주거비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한 가지 이상의 

일을 하게 된다(Crowley, 2003). 장시간 노동은 신체적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여가시간과 취침시간을 

줄이고 이는 부모의 신체건강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 또한 부모의 시간 압박을 가중시킨다. 시간

에 쫓기는 부모들은 아동과의 갈등을 풀기 위해 좀 더 처벌적이거나 노력이 덜 드는 전략을 택하게 

된다(San Francisco DPH, 2004). 아이에 대한 칭찬, 상담과 협상은 인내와 집중이 요구되는데, 부모가 

매우 지쳐있거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경우 이런 인내와 집중을 발휘하기 어렵다(McLoyd, 1990). 

또 재정적 긴축으로 인한 부부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아동에게 전이시켜 아동을 신체적․언어적으로 

공격 할 수도 있다(하은경․박천만, 2002).

(3) 인적자본 모델 

주거빈곤 상황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인적자본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다. 또한 질병 및 사고발생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① 주거비 비 이 인  자본 형성에 미치는 향

주거비가 높을 경우 주거비 지출을 줄이기보다는 다른 비주거부분의 지출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주거비가 다른 상품과 달리 경제사정에 따라 필요한 공간만큼만 분리하여 구매하기가 어려운 불가분

성(indivisibility)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거는 단위 비용이 크기 때문에 변화가 있기 위해서

는 일정 수준의 목돈이 마련되어야 하며(심 , 2003), 주거변화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향력의 크기와 

범위는 다른 상품보다 크고 넓기 때문에 변화에 보다 신중하게 된다. 실제로 주거비는 다른 비목에 

2) Home scores는 아 어머니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 아동에 대한 수용, 아동에 대한 모의 관여, 매일
의 활동 다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Bradely and Caldwell,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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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소득 비탄력적으로 나타난다. 필수재 중 식료품비의 소득탄력성이 .75인데, 주거비는 이보다도 

낮아 .42에 불과하다(양세정, 1991, 심 , 2003 재인용). 예컨대 예산제약 하에서 주거비가 증가하는 

경우 주거비를 줄이기보다는 비주거부분의 지출을 줄인다고 볼 수 있다

경험적 연구에서도 주거비 지출 비중이 50%가 넘는 가구는 30%미만인 가구에 비해 건강 및 의료

관련지출이 2배 정도 작으며, 식료품에 대한 지출도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Lipman, 2005, 

Lubell, Crain and Cohen, 2007 재인용). 그리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주택 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지원, 난방비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는 비주거부분의 지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Meyers, Rubin, Napoleone, and Nichols, 1993, Frank et al., 2006; Wood et al., 2008). 

집을 소유하기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경우 교육과 같은 아동발달에 필요한 지출이 줄어들어 

다음 세대의 직업적 지위이동에 부정적인 향을 주었다는 Thernstrom(1964, Barker and Miller, 2009 

재인용)의 연구 또한 주거비 부담 혹은 충족되지 못한 주거욕구로 인해 비주거부분의 소비수준이 줄

어들 수 있고, 이는 아동의 인적 자본 형성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② 하지 못한 주거가 인  자본 형성에 미치는 향

(가) 활동 제한

과 하거나 부적절한 주거 구조는 인적자본 형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제한하거나 왜곡할 수 있

다. 좁은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위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공유해야만 한다. 한 공간, 혹은 인접한 공

간에서 식사, 취침, 학습, 여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개인 발달과업에 맞는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자신을 위한 공간을 요구할 수 없는 조건에 적응하기 위해 인간은 발달과업의 수준과 양을 낮추는 

전략을 택하게 된다. 아동은 집으로 친구를 불러오지 않거나 학업 보다는 다른 활동에 보다 많은 시

간을 보내게 된다. 특히 주의집중과 인내가 요구되는 학업활동 보다는 단순한 TV시청이나 인터넷 사

용이 증가할 수 있다. TV시청은 아동 개인의 방이 없어 성인가족 혹은 다른 가구원과 공간을 공유하

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은 불필요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줄이는 방편

으로 부모 혹은 아동이 선택하는 전략일 수 있다. 이는 높은 집도에 처하면 아동들이 공격적으로 

변화하지만, 아동의 공격성은 가용가능한 장남감 수에 따라 달랐다는 연구(Rohe and Patterson, 1974, 

Aiello, Nicosia and Thompson, 1979 재인용)가 뒷받침해 준다.

과 하여 개인발달공간이 부족한 것 자체가 아동발달에 부정적이라는 것은 다음의 연구를 통해서

도 확인할 수 있다. Conley(2001)는 과 주거에 사는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잠을 덜 자고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홍인옥(2006)은 과 주거의 향을 “그 전에는 각자 

방도 있었고 조금 괜찮았는데, 여기 와서는 같이 있고 서로 부딪히다 보니 공부할 여건도 되지 않고 

…….”와 같이 주거빈곤층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p.79). 이정선(2001) 또한 아동의 학업성공

과 공간의 관계를 확인하 는데, 형제, 조부모, 부모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많은 내방객과 소

음에 노출되게 되며, 이는 낮은 학업성공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 다. 과 주거가 학업성취에 미

치는 부정적인 향이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이 생기자 감소하 다는 Wach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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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une(1982)의 연구 또한 개인 공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방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주의집중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

타났다(유경임, 2006). 김현주․이병훈(2007)도 소득 등 여러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공부방의 존재

가 성별과 교급(중학생, 고등학생)에 일관되게 아동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과 하거나 구조적으로 부적절하여 친구를 초대하기 꺼려하는 것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기회

를 줄이고,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Wells and Harris, 2007). 또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아동

을 둔 부모들은 아동의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또래관계 형성을 돕기도 하는데(이정선, 2001), 주거

가 과 하거나 구조적으로 부적절한 경우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경험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자신의 주거를 활용할 수가 없다.

(나) 질병 및 사고 발생 증가

화장실 등의 필수시설이 없거나 적절한 채광, 환기, 난방, 안정성 등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거는 질병 및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설비 및 구조면에 있어 부적절한 주거에 대한 연구는 국내의 

경우 지하주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지하주거는 채광과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습기가 높다는 특성

을 지닌다. 또한 서울 침수가구의 약 80%는 지하나 반지하가구로 나타나듯이(홍인옥, 2004), 침수의 

위험도 높다. 지하주거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기준치 이상이며, 부유세균과 진균의 오염도 기준치를 초

과하여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장근호․정민희․박진철․이언구, 2005). 지하주거는 전용부엌이나 화

장실과 목욕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많다. 서울의 127개 지하주거를 조사한 홍인옥(2002)에 따르

면, 전용 부엌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4%, 화장실이 주택외부에 있는 경우가 24.2%이고 공동으로 화

장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21%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하주거에 사는 경우 지상층 거주자에 비해 천식

진단, 재채기, 알레르기, 아토피 발생위험이 높았다(최승철, 2007). Williamson et al(1997)에 따르면, 

습기와 곰팡이 발생 정도와 천식과의 관계는 가구소득, 고용상태, 연령, 성, 흡연여부, 애완동물 존재

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p<.05의 수준에서 유의미하 다. 뿐만 아니라 바닥과 계단, 전기연결이 안

전하지 못한 주거에 살거나, 빈곤 주거 집 지역에 사는 경우 아동의 안전사고, 교통사고 위험이 증

가하며 나아가 화재발생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Harker, 2006). 오래되고, 주택가격이 낮은 주거

에 사는 아동들의 혈액 내 납 중독수준은 최근에 지어진 주택가격이 높은 주거의 아동들 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높다(Kim, Staley, Curtis, and Buchanan, 2002). 이상의 연구들은 적절하지 못한 주

거환경이 질병 및 사고발생 위험을 높여 아동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사회자본 모델

과 하고 구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거나, 주거비 비중이 높은 경우 이사를 반복하게 되며, 이는 가

족과 아동의 사회 자본을 손상시켜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자본이란 사회구

조의 한 측면으로, 그 구조내의 행위자들의 특정행위를 촉진하는 연결망(relational tie)으로 어떤 목표

를 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성이 있다(Coleman, 1990). 실제로 사회 자본은 성별, 연

령, 교육수준 등의 인적 자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소득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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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으로 밝혀졌다(홍경준, 2001). 특히 사회 자본은 시장이나 국가에서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빈곤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보다 사회자본에 더 의지하게 된다(Collier, 

1998; Cord, Gacitua-Mario and Woodon, 1999, Saracostti, 2007 재인용). 

그런데 사회자본이 생성,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의무(obligation)와 기대(expectation)가 존재

해야 한다(Coleman, 1990). 상호간의 의무과 기대는 반복적인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이사

로 인한 관계의 단절은 사회 자본을 생성, 유지할 수 없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을 기준으로 하 을 때 자가가구의 거주기간은 5～10년(22.4%)이 가장 많

고, 임차가구의 거주기간은 1년 미만(31.4%)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통계청, 2006). 일반적으

로 자가가구는 임대가구보다 주거비의 부담이 낮다는 점(Leonard, Dolbeare, and Lazere, 1989)에서 

자가가구와 임차가구간의 이사 횟수의 차이는 주거비 부담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을 받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이사 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았던 Wood, Turhanm and 

Mills(2008)의 연구도 주거비와 부적절한 주거가 이사여부에 미치는 향을 보여준다. 

거주기간이 길수록, 자가 가구일수록 지역공동체 의식이 높고, 이웃과의 물질적․정서적 교류가 증

가한다는 곽현근(2007)의 연구는 이러한 불안정한 주거가 사회 자본에 미치는 부정적인 향을 보여

준다. 또 빈곤가구가 부유한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비록 교류 비용 때문에 제한은 있지만, 지역사회

에 대한 걱정이 없어져서 빈곤지역에서 살 때보다 사회적 관계가 증가하 다는 Petit(2004)의 연구는 

역으로 열악한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주거빈곤층의 사회자본 손상이 더욱 클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

다. 

이렇듯 주거빈곤층은 반복적인 이사로 인해 사회 자본을 형성하기 어려운데, 사회 자본은 신체건강

(송예리아․남은우, 2009; 김길용․김은미․배상수, 2009), 정신건강 혹은 내재화문제(Drukker, 

Kaplan and Feron, 2003; De Silva, Huttly, Harpham and Kenward, 2007; 이경은․주소희, 2008; 김

연희․김선숙, 2008)의 결정요인이며, 이사로 인해 사회자본이 손상된 아동들은 학업성취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stone and MaLanahan, 1994; Pribesh and Downey, 1999; Fisher, Matthews, 

Stafford,  Nakagawa and Durante, 2002; Barker and Miller, 2009).

2) 주거빈곤과 소득, 지역사회

(1) 소득

주거빈곤을 연구할 때 가구의 소득에 대한 고려는 다음의 이유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주거와 

소득간에는 상관이 높기 때문이다. 주거는 유량(flow)인 소득이 모인 저량(stock)이며, 설사 저량이 

미쳐 쌓이지 않았더라도 소득수준이 높다면 높은 주거비를 감당할 여지가 많아진다. 이와 같은 이유

로 많은 연구자들이 소득수준에 따라 적정 주거비(housing affordability)의 비중을 달리 설정(Stone, 

1993; 김혜승․김태환, 2008b)한다. 둘째, 주거와 아동발달에 관한 모델 중 스트레스 모델과 가족과정 

모델은 소득에도 적용가능하다. 낮은 소득은 개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신체적으로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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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으로 부정적인 향을 준다. 이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도 이어진다. 특히 주거비의 경우 소득과

의 비중으로 계산된다는 점에서, 높은 주거비중은 낮은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Economic 

pressure)의 일종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이렇듯 소득과 주거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소득

을 통제하지 않고 주거의 독립적인 향을 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소득과 주거가 모든 차원에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빈곤은 소득과 가구원 수만을 고

려하는 반면에 주거빈곤은 물리적 조건 뿐만 아니라 가구원의 성별, 연령, 가구원들간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이 외생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할 때 주거는 정해진 소득의 범위 내에서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주거는 소득과 달리 상품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그런데 주거는 

인간유기체의 생존과 건강한 발달을 위한 필수재라는 측면에서 시장실패를 경험하기 쉽다. 수요자는 

주택가격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주택을 점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택은 지역 

간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주택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주택을 이동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수요와 공급 사이에 불균형이 나타난다(서종균․김수현, 1996). 또한 주택에 관한 정보

는 불완전하다. 주거소비자들 중 주택건설과 관련된 기술과 비용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Quigley, 1999). 이러한 요인들은 공급자(주택소유자, 주택건설업자)의 가격담합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주거는 외부효과의 향을 받기 쉽다. 주거지 근처에 공원이나 학교와 같은 시설

이 들어오는 것 뿐만 아니라 이웃 집의 수선만으로도 주거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

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거의 향을 논하되, 소득과는 구별되는 주거의 성격과 향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2) 지역사회

주거는 지역사회 안에 있다. 과거와 달리 거주지는 ‘사는 집이 있는 곳’을 단순히 의미하지 않고, 사

회적 관계의 장으로서, 공적․사적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소비생활의 대부분이 위되고,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며, 소득 및 사회적 지위의 간접적인 지표로서 기능하고 있다(김경근․장희진, 2005). 자연스

럽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선택 가능한 주거지역은 분화되고 저소득 가구 집 지역이 형성되고 있

다. 빈곤율이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백학 , 2007). 

저소득가구가 집되어 있는 경우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지역사회효과가 있을 수 있다. 지역사회자

원모델(neighborhood institutional resource model)에 따르면 빈곤지역의 경우 학교, 공원 등과 같은 

서비스와 제도 등이 부족하거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어, 아동발달에 부정적이다. 전염모델

(epidemic model)은 빈곤지역에 형성된 부정적인 하위문화에 접촉한 아동은 부정적인 또래 집단의 

문화와 규범에 전염되어 이를 내부화할 수 있다고 한다. 집합적 사회화모델(collective socialization)은 

빈곤지역은 직업과 교육 면에서 성공한 성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발달에 부정적이라고 본다. 빈곤

지역의 아동은 주위의 성공하지 못한 성인으로부터 거리(street)의 부정적인 가치와 태도를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Jencks and Mayer, 1990). 

이렇듯 주거의 향은 주거가 속한 지역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할 통제할 필요

가 있다. 주거빈곤가구가 빈곤 집지역을 선택하 다면 주거의 향은 과대측정될 것이며, 역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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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주거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풍부한 지역사회를 선택하 다면 주거의 향은 과소측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적절한 주거비 부담으로(affordable housing), 적절한 주거생활(decent housing)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주거빈곤을 ‘최저기준미달주거’와 ‘주거비 비중’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 후 이러한 주

거빈곤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향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그런데 아동의 신체건강, 내재화문제, 학업

성취는 소득빈곤, 지역빈곤 그리고 아동 및 가구특성의 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통제

한 상태에서, 즉 혼동변수(confounding variable)의 향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주거빈곤의 향 과정

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한다. 한국복지패널은 농어가 또는 읍면 지역을 표

본에 포함하고 있어, 표본의 대표성이 매우 높다. 1차년도의 표본규모는 7,072가구이며, 조사대상은 표

본가구, 표본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부가조사 대상으로 구분된다(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사회복지

연구소, 2006). 한국복지패널은 주택유형 및 주거위치, 주택 구입비용 방법, 주택의 구조, 주거시설 등 

주거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1차년도 부가조사3)는 759명의 초등학교 4,5,6학년 아동의 학

3) 복지패널 아동 부가조사는 전국단위 조사라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나 1차년도 아동 부가조사의 경우 
초등학교 4,5,6학년에 한정하여, 연령에 따른 발달특성 비교는 패널이 누적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
며, 부가조사의 한계상 표본의 크기가 700여개로 비교적 작고 질문의 내용과 길이에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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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취, 정서, 행동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분석을 위해 가구, 가구원 그리고 아동부가조사 데이터를 결

합하 다. 

3) 분석모형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을 활용하 다. 구조방정식은 본 연구와 같이 여러 단계의 변수들의 관계 구

조를 동시에 분석하고,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와 변수들 간의 직접 및 간접 효과를 알고자 할 때 유용

한 분석이다(배병렬, 2007). 또한 측정변수의 측정오차를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분석자료의 결측

치를 고려한 FIML방법을 사용하 으며,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 한 후, 인과구조를 검증하는 이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을 취하 다(배병렬, 2007). 그리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이상치, 무응답 

반응치, 정규분포성,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고 처치하 다4). 그리고 본 연구는 Full path model을 기본

으로 하므로,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독립변수 뿐만 아니라 통제변수가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에 미치

는 향 과정을 가능한 모두 설정하 다. 또 매개변수간의 경로가 예측되지 않는 경우 매개변수의 설

명 오차 간에 상관을 설정하 다.   

4) 주요변수의 측정

(1) 독립변수

① 하지 못한 주거-최 기  미달주거

본 연구는 적절한 주거생활(decent housing)의 조건으로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

을 이용하 다. 주택법의 최저주거기준은 다음의 <표 1>과 같이 크게 시설기준, 침실기준, 면적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성능․환경기준

은 모호하여 객관적인 측정이 어렵다. 따라서 지하주거, 반지하주거,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임시가

건물(컨테이너, 재개발지역가이주단지 포함)을 구조․성능․환경기준 미달주거로 정의하 다. 또 고

시된 침실규정은 직계 가족 중심의 표준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현실세계의 다양한 가구유형을 모

두 고려하지 않고 있어 김혜승․김태환(2008a)의 수정된 침실기준을 따랐다. 최저기준미달 주거는 과

4) 이상치의 경우 인터넷 사용시간 변수에서  5명이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응답
하 으며 이들은 매우 극단적인 경우 으며 응답의 정확성이 의심이 되었다. 이들 값은 상한값인 7
시간으로 조정함으로써 이상치의 향을 줄이고 자료의 정규성을 확보하 다. 결측치의 변수별 결측 
발생 비율이 모두 1%미만이며, 로짓 분석 결과 비체계적으로 결측이 발생(MAR:missing at 

random)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의 정규분포를 확보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0과 10.0을 넘는 변수의 경우 
자연로그를 취하거나(주거비비중, 지역빈곤율, 아동학대, 주거불안정), 상한값(인터넷 사용시간)을 
설정하 다. 그 결과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들 변수의 비정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변량 상관관계(이는 본 연구자의 박사논문을 참조하기 바람)분석과 전체 분석 결과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경우는 없었다.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향을 미치는 과정 분석  387

기준, 필수설비 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 경우 1의 값을 가지는 

측정변수로 모델에 투입하 다. 이는 고시된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미충족한 경우 최저기준미달 주

거라는 법 개념에 가장 부합한다. 

주택법의 기 본 연구의 용

구조․성능․환경 

기

○ 구건물로서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 내화, 방열  방습에 양

호한 재질을 갖추고 있다. 

○ 한 방음, 환기, 채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다. 

○소음, 진동, 악취  기오염 등으로 인

하여 생활하기에 하지 않다.

○해일, 홍수, 산사태  벽의 붕괴 등

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 하다.

○다음의 주택유형이 아닐 것.

-지하주거, 반지하주거, 비닐하우스, 움막, 잣

집, 임시가건물(컨테이 , 재개발지역가이주단

지 포함)-

시설 기
○상수도 시설이 완비된 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단독사용 상하수도,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

실, 목욕시설

면  기

(㎡/평)

○1인-12/3.6,     ○2인-20/6.1, 

○3인-29/8.8,     ○4인-37/11.2, 

○5인-41/12.4,    ○6인-49/14.8

○1인-12/3.6,        ○2인-20/6.1, 

○3인-29/8.8,        ○4인-37/11.2, 

○5인-41/12.4,       ○6인-49/14.8, 

○7인-57/17.2,       ○8인-65/19.6, 

○9인-73/22.0

침실 기

○침실분리원칙 ○ 수정된 침실분리원칙

① 부부는 동일 침실 사용 ① 부부는 동일 침실 사용

② 만6세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② 만6세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③ 만8세이상 이성 자녀 상호분리 ③ 만8세이상 가구원 이성간 상호분리

④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④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⑤ 만6세미만 유아는 보호자와 동일한 침실사

용

⑥ 만6세미만 유아를 제외한 방당인원은 최

2인

<표 1>  최 주거기 의 구체  용 

  

    

② 주거비 부담-월 소득 비 주거비 비율 

본 연구의 주거비 측정은 최저생계비 계측에서 사용한 주거비 개념을 따른다. 최저생계비의 주거비

는 4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을 만족하는 주거를 기준으로, 도시의 전세아파트는 임대료와 관리비, 이사

비, 복비, 도배비로, 농어촌은 자가단독가구의 전가임대료, 이사비, 복비, 수리비, 도배비로 구성되어 

있다. 전세와 자가의 주택구입자금 이자는 도시(전세)의 경우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농어촌(자가)

은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를 적용하 다(김미곤 외, 2005).

그런데 이사비, 복비, 수리비, 도배비는 매월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최저생계비의 

주거비와 일관성을 유지하되, 비상시적인 금액은 제외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주거비로 설정하 다. 임

대료와 관리비(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취사연료비, 일반관리비, 일상적인 수선유지비)로 주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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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의하는 것은 진미윤(1999), 김혜승․김태환(2008b)과 일치한다. 요컨대 월세의 경우 월임대료를, 

전세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비용을, 자가의 경우 주택자금대출의 이자비용5)과 관리비6)를 주거

비로 정의하 다. 그리고 이렇게 측정한 주거비가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주거비 부담으로 정

의하고, 측정변수의 형태로 투입하 다. 

(2) 통제변수

가구의 소득빈곤여부는 가처분소득 기준 절대빈곤여부로 구한다. 가처분 소득은  가용가능한 소득 

대비 주거비의 향을 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 보다 적합한 소득 개념이다.7) 가구유형은 양부모인 경

우를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한다. 여기서 그렇지 않은 경우란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을 말한다. 모(부)의 교육수준은 중퇴, 졸업, 수료를 구분하여 최종학력으로 측정한다. 아동의 성별은 

남성인 경우 1, 여성인 경우 0으로 한다. 지역특성은 인구대비 기초보장 수급자 비율로  측정한다. 서

울 및 광역시의 읍면동 기준 기초보장 수급자 비율은 이봉주․김세원(2005)을, 비광역시의 시군구 기

준 기초보장 수급자 비율은 각 도의 20048)년 통계연보를 활용하 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에 주거빈

곤의 양상이 다르고,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지역빈곤율의 단위가 서울 및 광역시는 읍면

동단위이고, 비광역시는 시군구 단위인 점을 감안하여 서울 및 광역시 여부를 통제하 다. 

(3) 매개변수

모(부)의 건강 중 신체적 건강은 (모)부의 주관적 건강상태인 5점 척도를 활용한다. 모(부)의 정신

적 건강은 CESD-11 항목의 합산인 우울정도로 측정한다. 아동의 양육은 주로 어머니가 담당하며, 경

제적 압박이나 불충분한 의식주로 인한 우울의 정도가 부보다 모의 경우에 더 높다는 선행연구

(Conger ,Conger, Elder, Lorenz, Simons and Whitbeck, 1992)와 모의 신체적 건강이 아동에게 미치

는 향이 부보다 크다는 선행연구(Case, Lubotsky, and Christian, 2002)에 따라 모의 건강을 우선적

으로 투입하 다. 가구에 모가 없는 경우 부의 건강을 활용하 다. 모(부)의 우울항목의 신뢰도 계수

는 .89로 높은 신뢰도를 보 다. 복지패널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 학대 여부만을 알 수 있어, 이

를 양육행동의 대리지표로 사용하 다. 5점 척도인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의 15문항을 모두 

5) 전세가구의 이자는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연 6.21%, 2005년, 한국은행)를, 자가가구의 이자는 주택
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연 5.39%, 2005년, 한국은행)를 적용하 다.

6) 한국복지패널에서는 관리비를 따로 묻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관리비는 2005년 1/4분기에서 2005년 
4/4분기까지의 전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관리비 비율의 평균값인 5.66%를 적용하 다(통계청 홈
페이지에서 ‘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 자료 참조)

7) 그러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절대빈곤 가구가 실제보다 과대측정될 수 있다. 최저생계
비는 세금 및 사회보장보험료를 포함한 상태의 금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생계비에서 비소비지
출(세금 및 사회보장보험료)의 비율인 2.4%(김미곤 외, 2005)를 뺀 금액을 새로운 최저생계비선으
로 설정한 후 가처분 소득기준 절대빈곤가구를 구하 다.

8) 이봉주․김세원(2005)의 서울 및 광역시의 읍면동 기준 기초보장수급자비율은 2004년이 기준이다. 

측정의 일관성을 위해 비광역시의 시군구 기준 기초보장수급자비율도 2004년을 기준으로 하 다. 본 
연구의 다른 변수의 기준 연도는 2005년이나 2004년과 2005년의 지역별 기초보장수급자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무리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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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하여 총점을 활용하 으며, 아동학대 총점은 편포된 분포를 보여 자연로그를 취하 다. 아동 학대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62로 내적 일관성이 있었다. 발달공간부재로 인한 아동의 비학업활동은 하루 

평균 TV시청시간과 인터넷 사용시간으로 구성하 다. 아동에 대한 비주거부분 지출은 사교육비와 가

구원당 식료품비로 측정한다. 식료품비의 경우 아동 개인에게 지출되는 식료품비를 구할 수 없어 가

구 지출 식료품비를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산출하 다. 이러한 산출법은 식료품비 지출에 있

어 가구의 크기와 규모의 경제를 고려할 수 있게 한다. 아동가구의 주거불안정은 아동의 지난 1년간 

전학횟수와 ‘지난 1년간 2달 이상 집세가 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다’의 경험

여부를 총합하여 측정하 다. 주거불안정의 왜도와 첨도가 각각 3, 10을 넘어 자연로그를 취하 다. 

(4) 종속변수

먼저 아동의 신체 건강은 아동이 응답한 주관적 건강상태 5점 척도를 활용한다. 아동의 내재화문제

는 3점 척도인 우울/불안 13문항, 주의집중부족 11문항, 위축 9문항을 각각 평균하여 하위지표로 사용

한다. 아동의 우울/불안, 주의집중부족, 위축의 신뢰도계수는 각각 .82, .78, .77로 모두 신뢰할 만한 수

준이었다. 아동의 학업성취는 전체, 국어, 어, 수학의 자기 응답형 5점 척도를 활용한다. 학업성취의 

신뢰도 계수는 .80으로 비교적 높았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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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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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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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다음의 <표 2>는 본 분석에서 활용한 표본의 기술분석 결과이다. 기술분석은 표본의 특성을 이해하

고,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무리가 없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의 평균값은 

4.25, 우울/불안, 주의집중부족, 위축의 평균값은 각각 1.68, 1.62, 1.68로 나타나 신체 및 내재화 문제에 

있어 대부분 건강한 아동임을 알 수 있다. ‘중간’과 ‘중간이상’ 사이의 성적이 전과목, 국어, 수학, 어 

성적의 평균 성적이었다. 최저기준미달 주거에 사는 아동은 약 29%(216명)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전체가구의 최저기준미달 주거비율 18.41%9)보다 높은 값이다. 

변수(변수명)
변수설명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변수정의 변수측정

신체건강
아동 응답 주  

건강상태

5  척도

(1=매우 나쁨~

5=아주 건강)

4.25 0.83 -0.86 0.09

내재화 문제

 우울/불안(13문항) 3  척도

(0=자주그 다~

2= 아니다

1.68 0.30 -1.46 2.13

주의집  부족 (11문항) 1.62 0.32 -1.08 1.11

축(9문항) 1.68 0.34 -1.81 4.11

학업성취

과목 평균 성  
5  척도

(1=아주못함~

5=아주잘함)

3.53 0.90 -0.12 -0.08

국어 성 3.69 0.93 -0.33 -0.27

수학 성 3.51 1.09 -0.25 -0.70

어 성 3.44 1.25 -0.02 0.12

최 기 미달 주거 최 기 미달 주거=1

구조환경성능미달

혹은  필수설비미달

혹은 방수, 면 미달

0.29 0.45 0.93 -1.14

주거비비

(비자연로그)
월소득내 월주거비비

임 료(부채이자액)

+ 리비

-2.45

(10.40)

0.53

(9.48)

1.60

(4.92)

2.45

(34.30)

성별 남성=1 0.53 0.49 -0.12 -1.99

모(부)교육수
등학교 이하<=2 ～ 

고등학교=5 ～ 학원(박사)=9   
5.22 1.20 -0.39 1.63

가구유형
1=양부모가구

0=모자, 부자, 조손가구
0.85 0.36 -1.91 1.65

빈곤여부 가처분 소득 기   빈곤=1 0.11 0.31 2.53 4.41

지역빈곤율

(비자연로그)

역시(읍면동 기 보장수 인구비율, 2004)

비 역시(시군구 기 보장수 인구비율, 2004)

0.75

(2.83)

0.78

(2.51)

-0.22

(2.69)

1.05

(10.11)

<표 2>  표본의 일반  특성  

9) 본 분석의 복지패널의 최저기준 미달 주거율 18.4%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조사) 자료를 활용
한 김혜승․김태환(2008a)의 13.0%보다는 높으며, 홍인옥 외(2006)의 21.1%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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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시여부 서울  역시=1 0.42 0.49 0.33 -1.897

비주거지출
아동개인사교육비(월, 만원) 21.64 19.29 1.36 2.97

가구균등화 식료품비지출(월, 만원) 33.99 11.66 0.98 1.78

비학습활동
TV 시청시간(하루, 분) 164.26 109.20 1.48 3.36

Internet 사용시간(하루, 분) 87.18 71.78 1.57 3.50

표 화

모(부)불건강

(비표 화)

모(부)의 우울(11문항)

4  척도

(0=극히 드물다～

4= 부분 그랬다)

-0.91

(12.69)

0.92

(5.28)

1.70

(1.70)

3.16

(3.16)

모(부)의 주  

건강상태

5  척도

(1=아주건강~

5=매우 나쁨)

-0.12

(2.06)

0.90

(0.89)

0.96

(0.96)

0.81

(0.81)

양육행동

(비자연로그)

신체학 , 정서학 , 

방임의 15문항의 평균

 5  척도

(1=  없었다~

5=일주일에1~2번)

0.11

(1.12)

0.15

(0.20)

1.88

(2.47)

3.70

(7.67)

주거불안정

(비자연로그)

지난 1년간 아동의 학횟수(0~2)

+ 린 집세로 인한 이사경험여부(0,1)

-0.88

(0.13)

0.35

(0.37)

2.63

(3.02)

5.89

(10.03)

 1) 한국복지패널1차년도 가구조사, 아동부가조사,  2)n=747(c01_ws 가중치 적용) 

소득 내 주거비 비중은 10.4%로 비교적 작았다. 아동 중 53%가 남아로 나타났다. 모(부)교육수준

의 평균값은 5.22로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었다. 양부모 가구의 비율은 85%로 2008년 

배우자가 있는 주양육자 비율이 90%(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2009)보다 다소 낮았다. 절대빈곤가구

의 아동은 81명(10.8%)으로 2004년 아동절대빈곤율(18세미만) 8.79%(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사회복

지연구소, 2006)보다 다소 높았다.

2) 측정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그림 3>과 같이 RMSEA의 값이 .05보다 작고, CFI와 TLI가 모두 .90보다 

큰 수용할 만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 다(배병렬, 2007; 강상경, 2008) 또한 음오차 분산과 표준화된 

추정치가 1을 넘는 요인적재량이 없었으며, 모든 관측변수는 잠재변수에 대해 p<.01의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 다. 



392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제 4 호

비 주 거 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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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측정모형

3) 구조모형 분석 결과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그리고 종속변수간의 향관계에 대해 설정한 가설을 

검정할 수 있다. 본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339.822(df=143, p<.001), RMSEA=.043, CFI=.951, 

IFI=.953, TLI=.898로 나타났다. 비록 TLI가 .90보다 다소 낮았으나 RMSEA가 .05보다 작고, CFI와 

IFI가 .90보다 높아 본 구조모형은 수용할 만한 수준에 있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가능한 모든 회귀

계수를 설정하는 full-path model을 설정하고 있다. <그림 4>로 제시한 연구 결과10)는 이 중 독립변수

인 주거빈곤의 향을 중심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만을 보고하 다.11) 

10)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모형 다듬기(model trimming)를 하지 않았다. 모형 다듬기는 모형적합도가 
다소(marginally) 안 좋을 때 통계적으로 동질한 모형이라는 전제하에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
하는 절차를 통해 간명성을 높인 최적의 모형을 찾는 과정이다. 본 연구모형은 RMSEA=.043으로 
좋은 모형 적합도를 보 기 때문에 full path model을 전제로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11) 통제변수 및 독립변수 중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와 이에 대한 해석은 본 연구자의 2010년 박사학위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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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된 수치임. 

2) 실선은 정적관계를 점선은 부적관계를 뜻함. p<.05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관계는 표시하지 않음. 

3) *p<.05, **p<.01, ***p<.001

4) 아동의 성별, 모(부)교육수준, 가구유형, 소득빈곤, 지역빈곤율, 서울및광역시여부와 최저기준미달주거, 주
거비 비중간의 상관을 설정하고 각각이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을 통제함. 또한 매개변수의 오
차항간의 상관과 종속변수의 오차항간의 상관도 설정함. 

<그림 4>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향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한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향을 미치는 과정 

중 일부가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최저기준미달 주거는 아동가구의 비주거지출은 감소시키고 비학업활동

은 증가시켜 아동의 내재화문제와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런데 최저기준미달

주거의 경우 아동의 신체건강과 p<.0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둘째, 

소득내 주거비 비중이 높을수록 모(부)불건강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내재화문제가 부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한계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도 부정적인 향을 받고 있었다(p=.053). 아동학대

의 경우 비록 아동의 신체건강과 내재화문제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으나 주거빈곤의 향을 받

은 모(부)불건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이상의 주거빈곤에 대한 full-path 구조모형은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주거빈곤의 향 경로인 스

트레스 모델, 가족과정모델, 인적자본모델, 사회자본모델 중 스트레스 모델, 가족과정모델, 인적자본모

델을 지지하고 있다. 가족과정모델의 경우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한 아동발달에 미치는 향은 확인되

지 않았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양육행동이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모(부)불건

강이 아동학대라는 양육행동을 매개하지 않고 아동발달에 미치는 향경로를 설정하 고 이 중 모

(부)불건강이 아동내재화문제(p<.05)와 아동의 신체건강(p=.053)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족과정 모델 중 일부가 지지되었다. 사회자본모델의 경우 주거가 빈곤할

수록 주거불안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지만 이는 부정적인 아동 발달로 이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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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과의 분해

다음에서는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총효과를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로 분해하고 향력의 상

대적 크기를 비교하 다. 먼저 총효과를 살펴보면 학업성취에 미치는 총 효과가 가장 커 최저기준미

달주거는 = -.087의 향을 주거비 비중은 = -.029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아동의 내재화문제에 최저기준미달 주거는 = -.025의 향을, 주거비 비중은 = -.023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동의 신체건강의 경우 최저기준미달 주거와 주거비 비중이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주거빈곤이 아동의 내재화문제,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은 모두 간접효과 다. 다음에서는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향경로를 정리하고 간접효과

의 통계적 유의도를 sobel test12)를 통해 검정하 다. 

[경로 1]  최저기준미달 주거→비주거지출→학업성취

경로 1의 간접효과의 sobel test 통계치는 2.12로 p<.0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이

다. 

[경로 2] 최저기준미달 주거→비학업활동→내재화문제

경로 2의 간접효과의 sobel test 통계치는 1.46으로 나타나 최저기준미달주거와 비학업활동간의 일

방적 관계, 비학업활동과 내재화문제간의 일방적 관계를 전제로 이는 p<.10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매개

효과이다. 

[경로 3] 주거비 비중→모(부)불건강→내재화문제

경로 3의 간접효과의 sobel test 통계치는 1.76으로 주거비 비중과 모(부)불건강의 일방적 관계, 모

(부)불건강과 아동의 신체건강간의 일방적 관계를 전제로 하면 이는 p<.05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매개

효과이다. 

[경로 4] 주거비 비중→비주거지출→학업성취

경로 4의 간접효과의 sobel test는 1.57로 나타나 주거비 비중과 비주거지출간의 일방적 관계, 비주

거지출과 아동의 학업성취간의 일방적 관계를 전제로 p<.10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이다. 

12) sobel test는 z분포를 따른다(홍세희, 2007). 양방검정을 할 경우 sobel test의 값이 1.65와 같거나 
크면 p<.10의 수준에서, 1.96과 같거나 크면 p<.05의 수준에서, 2.58과 같거나 크면 p<.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이다. 일방검정을 기준으로 할 경우 p<.10, p<.05, p<.01의 유의수준의 sobel test 
한계치(critical value)는 각각 1.29, 1.65, 2.33으로 감소한다. 일방적 검정은 과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이론을 구축하고 수정하려는 의미에서 적합하고 또한 제 2종 오류( 오류: 거짓인 가설을 받아
들이는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이점도 있다(최성재, 2005). 본 연구에서는 이론을 구축하는 데 목적
이 있는 만큼 일방적 검정을 기준으로 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도를 판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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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주거빈곤의 향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고 주거빈곤의 향 과정을 파악한 본 연구의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스트레스 모델, 가족과정 모델, 인적자본 모델, 사회자본 모델이 주거

빈곤의 향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모델임을 알 수 있었다. 전체 구조모형은 수용가능한 수준의 적절

한 적합도(RMSEA=.043)을 보 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주거빈곤의 향 과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효과분해를 통해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의 각 역에 미치는 향력의 크기도 비교할 수 있었

는데 주거빈곤은 학업성취에 가장 큰 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내재화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대한 향은 직접효과라기 보다는 간접효과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불건강을 통한 가족과정모델과 비주거지출 감소와 비학업활

동 증가를 통한 인적자본모델을 지지하고 있다. ‘최저기준미달주거’와 ‘주거비 비중’이라는 주거빈곤은 

아동의 신체건강, 내재화문제, 학업성취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점에서 인적자본모델 중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과 스트레스 모델은 지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체건강이 본 연구와 같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아닌 질병과 사고발생정도 혹은 혈압, 철 결핍정도, 혈액내 스트레스 호르몬의 양와 같이 

객관적인 척도로 측정되었다면 인적자본모델 중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 모델도 지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Meyers et al., 1993; Willamson et al.,1997; Evans et al.,1998; Kim et 

al.,2002;  Evans & English, 2002). 그리고 모(부)의 불건강(우울, 주관적 건강상태)에는 주거빈곤이 

직접적인 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성인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모델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거비 비중이 높을수록 주거불안정이 p<.001의 수준에서 증가하고, 최저기준미달주거일 경우에도 주

거불안정이 p=.071의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었다. 비록 증가된 주거불안정이 p<.05의 수준에서 부정적

인 아동의 신체건강, 내재화문제, 학업성취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주거빈곤일 수록 주거불안정이 증

가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사회자본모델을 일부 지지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주거빈곤의 개념을 최저기준미달주거와 주거비부담으로 확장하고 그 향을 통계

적으로 검정하 으며, 소득빈곤 뿐만 아니라 지역빈곤까지도 고려하 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이봉주․

임세희, 2008; 김민희, 2009; 임세희․이봉주, 2009)와 차별성을 지닌다. 

둘째, 본 연구는 스트레스 모델, 가족과정모델, 인적자본모델, 사회자본모델을 주거빈곤의 향 모

델로 구축하고 모형의 적합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하 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이

는 적어도 본 연구자가 확인한 바에서는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연구이다. 

셋째,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복지학계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

고 있다. 사회복지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이론모델인 생태체계모델은 사회환경과 물리적 환경

의 구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리적 환경과 사회환경의 구분이 전제되기 때문에 생태체계모델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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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부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

와 물리적 환경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물리

적 환경이 사회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실제로 물리적 환경에 따라 개인

들의 상호작용과 행동이 변화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물리적 환경의 직접적인 향의 가능성도 배

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 환경과 사회환경간의 관계와 차이에 대한 보다 활발한 학계의 논

의를 촉발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다섯째, 정책적으로 보았을 때 본 연구는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대한 독립적인 결정요인임을 밝힘

으로써 주거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 그 효과성을 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소득빈곤, 지역빈곤, 모(부)불건강, 가

족구조, 아동의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향을 미치며, 이러한 주거빈곤에 처한 아동이 전체 아동

의 29%라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주거빈곤 문제의 심각성과 광범위함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주

거빈곤의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전망13)이라는 점에서 본 연

구는 정부의 주거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개입이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먼저 “적절한 주거비 부담”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작적 정의를 하지 못하 으며, 

아동학대를 부모의 양육행동 변수로 사용함으로써 주거빈곤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향을 보다 

풍부하게 논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하주거 등 특수한 주택형태로 구조․환경․성능 미달 주거를 한

정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구조․환경․성능 미달 주거의 향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신체건강을 주관적 응답에 의존하여 측정하 다. 주관적 응답의 특성상 개인적 판단과 기대의 차이로 

인해 같은 건강상태일지라도 응답은 상이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최저기준미달주거와 주거비 

비중이 신체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향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비록 가용가능한 

데이터 내에서 가장 작은 단위(광역시 읍면동, 비광역시 시군구)의 지역정보를 활용하기는 하 으나, 

주거 집현상은 이 보다 더 작은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빈곤주거의 집과 

이로 인한 지역효과를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13) 과거보다 소유할 수 있는 집은 많아졌지만 지불가능한 집의 숫자는 줄어들었다는 진미윤(1999)의 
연구, 저소득층의 RIR이 2002년 21.7%에서 2006년 27.6%로 상승하 다는 이수옥(2008)의 연구는 
점점 더 많은 가구가 주거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거에 대
한 정부 개입이 적은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극빈층이 감당가능한 주거공간이 급속히 감소하여 극
빈층들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 이르렀다(Dolbeare, 2002; Nelson, 2001, Crowely, 2003 재인용). 

Qulgley and Raphael(2004)는 1960년대에는 빈곤계층 중 소득의 30%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가
구가 50%이었으나 2000년에는 77%로 증가하 다고 하면서, 이렇듯 주거의 부담가능성이 줄어든 이
유는 소득이 하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임대료 상승이 그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도 절대빈곤율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개발정책으로 저소득층이 지불가능한 주택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빈곤 문제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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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Analysis of Housing Poverty Influences 

on Child Development

Lim, Sae-Hee

(Hallym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and process of housing poverty on children's 

physical health, internalizing problems and academic achievement using the first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results show that sub-minimum standard 

housing condition and housing expenditures have increased the housing 

instability, non-study activities, while harming parent's health and decreasing 

non-housing expenditures. And this process negatively affects children's 

internalizing problem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value for controlling the confounding factors as income poverty, 

neighborhood poverty and characters of household.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it develops the theoretical model of housing poverty and suggests the 

necessity of interventions to alleviate housing poverty.

Key words: Housing poverty, Sub-minimum standard housing conditions, 

Housing expenditures, Physical health, Internalizing problems,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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