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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개인적 특성, 물리적·사회적 환경, 제도적 특성을 포괄하는 건강결정요인에 관한 분석틀을 

토대로, 최저주거기준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한 주거빈곤이 개인의 주관적 건강,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닌 한국복지패널에서 추

출된, 2009-2013년에 실시된 조사에 모두 참여한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총 8,583명이다. 분석방

법으로는 종단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고정효과모형의 장점에 일반화추정방정식 혹은 확률효과모형의 

장점을 결합한 회귀분석-하이브리드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주거의 물리적 환경이 최저주거기

준에 미달하는 것과 주거의 경제사회적 측면인 주거비 과부담이 발생하는 것 모두 정신건강(e.g., 우

울)에 부정적임을 보여 주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전체인구의 4분의 1, 빈곤층에서는 3

분의 1에 달하며, 주거비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은 빈곤층에서 약 23%에 이르러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최저주거기준을 온전히 적용할 경우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사는 가구의 비율이 기존의 보고보다 매우 높고, 둘째, 빈곤층의 경우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것과 적정한 비용으로 거주공간을 확보하는 것 모두 큰 도전이라는 것, 

셋째, 주거급여의 제공과 주택개량사업과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주거비부담 완화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주효과와 더불어 수혜자의 우울감 완화와 같은 정신건강 증진의 부수적 효과도 

수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비 과부담의 실태에 대

*  이 논문은 2014년도 서울대학교 신임교수연구정착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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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주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과 정도를 보다 명확히 밝히

는데 기여하였다.

주제어: 최저주거기준, 주거비 과부담, 주거빈곤, 건강, 정신건강, 종단연구

1. 서론

기존 문헌들은 주거의 물리적, 경제사회적 특징이 개인의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보여주는 여러 이론적,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우선, 여러 연구가 열악한 주거상태(housing conditions), 특히 부적절한 물리적 주거환경이 신체·정

신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Ineichen, 1993; Ellaway and Macintyre, 1998; Krieger 

and Higgins, 2002). 교란효과와 편의 등 이 분야의 선행연구와 관련한 여러 방법론적 논란이 명확한 

인과관계의 추정에 주의를 요하게 하지만, 열악한 주거상태가 건강과 부정적 관계를 보인다는 점은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BMA, 2003).

한편, 주거비 또는 임대료로 흔히 측정되는 주거비용, 그리고 자가소유와 임대로 크게 구분될 수 있

는 주택점유형태 등 주거의 경제사회적 특징 역시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선행연구는 

주거비의 증가가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의료서비스나 영양가 높은 식품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재화

나 서비스의 구매를 제한한다는 점, 임대거주는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자가소

유에 비해 부정적인 주관적 건강상태와 연관됨을 보고하였다(Pollack et al., 2004; Harkness and 

Newman, 2005; Cook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주거의 물리적 특징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주거의 경제사회적 특징은 주거비 

과부담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위의 두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그 가구는 주거빈곤에 처

한 것으로 간주한다. 최저주거기준은 거주자를 재해와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거주자의 신체·정

신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주거상태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가구는 주거빈곤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거비 부담이 과도하여 생계유지나 다른 가계 지

출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도 주거빈곤 상태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거의 물리적, 경

제사회적 특징과 관련한 주거빈곤에 주목하여 그것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건강은 다차원적 속성을 지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나 부상이 부재한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well-being)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오타와 

헌장(The Ottawa Charter for Health Promotion) 역시 건강을 신체적 능력(physical capacities)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한 사회적, 개인적 자원(social and personal resources)이라고 정의한다(WHO, 

1986). 건강 개념의 다차원성은 그 측정 역시 다양한 지표가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는 건강을 주관적 건강상태와 객관적 건강상태로, 후자는 다시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으로 구분하여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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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다.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다양한데, 질병 유발과 직접 관련되는 병리학적 요인뿐만 아

니라 건강행태 및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여러 보고서들은 다

양한 요인들이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예를 들어 생물학적, 행동적, 사회적 요인과 

건강의 상호작용(Institute of Medicine, 2001), 개인적, 환경적, 제도적 요인과 건강의 상호작용(U. S. 

DHHS, 2000)이 중요함을 지적한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주거상태와 건강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지식기반 확장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첫째, 주거를 포함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요인들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의 검토와 그에 기반한 분석

의 필요성이다. 둘째, 열악한 주거상태는 빈곤, 영양부실, 양질의 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 제한 등 건강

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병행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비주거요인들의 영향을 

분리 또는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주거상태와 건강의 관련성 여부와 그 정도는 주거상태의 어

떤 측면에 주목하느냐에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분석시 주거의 물리적, 경제사회적 특징을 포착할 수 

있는 지표를 함께 포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한 주거빈곤이 개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한

계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적 특성, 물리적·사회적 환경, 제도적 특성을 포괄하는 건강결정요인에 

관한 분석틀을 토대로, 주거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인구학적·사회경제적 지표들을 분

석에 포함·통제하고, 패널자료를 활용한 종단분석과 미관측 요인으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2.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비 과부담과 건강: 선행연구와 분석틀

1) 최저주거기준을 포함한 주거환경과 건강

국내에서도 다양한 인구집단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물리적 환경을 포함한 ‘주거

환경’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빈곤여부 

및 이웃과의 비공식적 유대와 우울(노병일·곽현근, 2003), 동네 무질서와 우울(곽현근·류현숙, 2007),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와 건강상태(김민희, 2009), 근린환경과 지역주민 건강(이경환·안건혁, 2008; 

성현곤, 2011), 주거빈곤과 아동발달(임세희, 2010), 주거의 질적 박탈과 건강(허종호 외, 2010), 저소

득 빈곤층의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와 정신건강(이상록, 2012), 노인의 주거빈곤과 우울(김동배 외, 

2012), 주거환경과 우울 및 자존감(최병숙·박정아, 2012), 노인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 자존감 및 우울

(남기민·남현정, 2013), 근린환경과 노인의 사회적 관계 및 우울(김동배·유병선, 2013), 주거환경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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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건강수준, 우울, 만성질환(김승연 외, 2013) 등이 있다.

저자 자료 조사대상 사례수 주요 연구결과

노병일‧곽현근

(2003)

직접조사

(2003)

대전광역시 

거주자
794

－지역사회 빈곤 여부 → 우울(＋)

－이웃과의 비공식적 유대 → 우울(－)

곽현근‧유현숙

(2007)

직접조사

(2006)

대전광역시 

소재 성인남녀
3,204 －동네무질서 → 우울(＋)

김민희

(2009)

한국

복지패널

(2006)

만15세 이상 

가구원

(중고등학생 

제외)

13,817

－시설기준미달,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미

달 주거 → 주관적 건강상태(－)

－면적, 시설,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미달 

주거 → 우울(－)

이경환‧안건혁

(2008)

국민

영양조사

(2005)

서울특별시

거주민
1,490

－지역에 따라 건강수준의 차이가 있음

－근린공원 접근성 → 건강수준(＋)

－다세대주택비율 증가 → 건강수준(－)

－자동차보급률 증가 → 건강수준(＋)

임세희

(2010)

한국

복지패널 

(2005)

초등학교 

4~6학년

(아동부가조사)

759

－최저기준미달 주거 → 아동의 내재화문제

(＋), 학업성취(－)

－주거비 부담 증가 → 내재화 문제(＋)

허종호 외

(2010)

한국

복지패널

(2005)

가구주 7,072
－주거의 질적 박탈 → 주관적 건강수준

(－), 만성질환(＋)

성현곤

(2011)

국민건강

영양조사

(2008)

서울특별시 

거주성인
976

－주거/비주거 복합도 증가 → 삶의 질(＋)

－녹지접근성 증가 → 활동제한(－), 주관적 

건강상태(＋)

이상록

(2012)

직접조사

(2011)

영구임대아파트, 

일반주거지역의 

저소득층

942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 우울(＋)

김동배 외

(2012)

한국

복지패널

(2008)

65세 이상 노인 3,932 －주거빈곤 → 우울(＋)

최병숙‧박정아

(2012)

한국

복지패널

(2008)

가구원 전체 10,608

－자가소유 → 우울(－), 자존감(＋)

－주택 성능‧환경, 목욕시설 충족여부 → 우

울(－), 자존감(＋)

－주택면적 증가 → 우울(－), 자존감(＋)

－단독주택 거주 → 우울(－), 자존감(＋)

남기민‧남현정

(2013)

직접조사

(2012)
60세 이상 노인 386

－편리성 → 노인의 삶의 질(＋)

－편리성 → 노인의 자존감(＋), 우울(－)

김동배‧유병선

(2013)

서울복지

패널조사

(2008)

60세 이상 노인 2,111
－부적절한 근린환경 →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 미약 → 우울(＋)

김승연 외

(2013)

한국

복지패널

(2011)

가구주 5,566

－필수설비기준 미충족 → 주관적 건강수준

(－), 우울(＋), 만성질환(＋)

－구조‧성능 미충족 → 주관적 건강수준

(－), 우울(＋), 만성질환(＋)

－전세‧월세거주자 → 주관적 건강수준(－), 

우울(＋), 만성질환(＋)

<표 1>  주거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향에 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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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해보면(<표 1> 참조), 주거의 물리적 상태나 근린환경의 열악함은 거

주자의 건강상태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충족이나 불안

정한 점유형태는 우울감을 높이고 자존감을 저하시키며, 아동의 경우 불안, 주의력 부족, 위축과 같은 

정서 문제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임세희, 2010; 최병숙·박정아, 2012; 김동배 외, 2012; 김승연 외, 

2013). 또한 만성질환 유병률과 주관적인 건강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허종호 외, 2010; 김승연 외, 2013).

2) 주거비 과부담과 건강

주거비 지불능력 또는 주택구입능력 등으로 일컬어지는 주거비 부담의 적정성(housing 

affordability)은 주택점유 형태와 무관하게 “한 가구가 자기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주거

비에 지출하지 않는 상태”(오동훈, 2001: 14)로 정의할 수 있다. 주거비 과부담에 관한 기준과 논의는 

가구소득에서 주거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과 관련

하여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가구 총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30%를 주거비 과부담을 판

단하는 정책적 기준선으로 설정하였고, 영국은 25%, 호주와 캐나다는 30%를 기준선으로 사용하고 있

다(Hulchanski, 1995; Chaplin and Freeman, 1999).

주거비 부담의 적정성 문제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도 정책적 기준선과 유사한 수준에서 주거비 과

부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세 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비용 등의 주거비용이 전체 가

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할 때 주거비 과부담(unaffordable housing) 가구로 간주하

거나 (Bentley et al., 2011),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주거비 과부담(excess housing cost burden)’으

로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심각한 주거비 과부담(severe excess housing cost burden)’으로 정의하기

도 한다(Bogdon et al., 1993).

주거비 과부담이 신체·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국내외 실증연구에서도 일부 확인된다. 

호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저소득층(소득 하위 40% 가구)의 경우 주거비 과부담이 정신건강

의 악화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그 이유에 대해 저소득가구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높으

면 건강예방 및 치료를 비롯한 필수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이 제한되는 반면 고소득 가구의 경

우 높은 주거비 부담이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투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하였다

(Bentley et al., 2011).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주택

임차료나 주택담보대출 상황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주관적 

신체건강, 당뇨병, 고혈압, 우울증 진단 등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Herrick and Di Bona, 

2013). 국내의 경우 주거비 과부담이 신체·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가 소수인데다 그 

결과도 혼재되어 있다. 주거비 과부담이 어머니의 낮은 건강수준을 매개로 아동의 정서적 문제를 심

화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임세희, 2010)가 있는 반면 주거비 부담과 우울 간에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없다는 연구(최병숙·박정아, 2012)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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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의 한계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전체 가구나 소득수준, 점유형태 등에 따른 가구별 주거실태에 관한 

기술을 뛰어넘어 주거환경과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대다수 선행연구는 주거의 물리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주거와 관련된 경제·사회적 환경의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다. 주거환경은 거주

공간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개인과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그리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서비스와 시설에의 접근성 등과 같은 요소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포괄하는 분석틀의 구성이 미흡하였다. 분석의 방향을 제시하는 분석틀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예,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변수)

가 누락될 가능성이 높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주 관심인 주거관련 요인의 상대적 중

요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 셋째, 대다수의 연구가 횡단분석에 의존하였다. 개인의 주거환

경과 건강상태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변화여부를 분

석에 반영할 수 있는 종단분석은 주거와 건강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대다수의 연구가 단순 회귀분석에 의존하여 유전적 특성, 생활 습관 등의 미관측 요인과 독

립변수가 상관관계를 가질 때 발생할 수 있는 회귀계수의 편의(bias)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만 관찰할 수 없는 요인이 다양하고, 그러한 요인들이 주거특성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한다면 단순 회귀분석에 의한 추정치는 편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

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거의 물리적 특징을 포착하는 최저주거기준과 경제·사회적 환

경에 해당되는 주거비 부담을 포함하여 다양한 건강결정요인에 관한 분석틀을 구성하여 적용한다. 또

한 패널자료를 활용한 종단분석과 미관측 요인으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주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포착하고자 한다.

4) 분석틀

본 연구는 미국의 건강결정모델(health determinant model, U. S. DHHS, 2000)을 수정, 적용하여 

주거의 물리적 환경과 주거비 과부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그림 1>)1). 이 분석틀에서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들을 크게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제

도적 요인으로 구분한다. 개인적 요인은 생물학적 요인과 음주, 흡연, 약물중독, 식습관 등 건강증진 

또는 훼손과 관련된 건강행태를 일컫는다. 환경적 요인은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보다 세분

화될 수 있다. 물리적 환경은 집, 학교, 직장 등 개인이 자주 이용하는 건물 자체 또는 그 주변에서 나

1) 이 외에도 Shaw(2004), Peppard et al.(2004), AIHW(2004) 등의 건강결정요인에 관한 모델(정영호 

외, 2006에서 재인용)들을 검토하고, 위에서 기술한 건강결정모델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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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나 안전사고 등에 노출되는 정도와 관련된다. 사회적 환경은 관심의 대상

이 되는 개인(또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이웃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지역사회의 안전,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문화적 특성 등이 포함된다. 제도적 요인은 앞서 언급한 

사회적 환경 요인과는 별도로 신체·정신건강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건강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경우 이를 치료하기 위한 보건정책 및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등의 제도적인 측면을 지칭한다. 제도적 

요인은 개인, 특히 시장에서 지불능력이 부족한 빈곤층이 건강악화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접근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물리적 환경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유해근로환경 노

출

사회적 환경

주거비 과부담 여부, 교육수준, 소득, 식생

활, 가족구조, 배우자 폭력, 취업, 거주지역

개인적 요인

성별, 연령, 장애, 결혼상태, 음주, 흡연

제도적 요인

건강검진, 의료보장 형태 

건강

  � 주관적 건강상태

  � 만성질환

  � 우울

  � 자살생각

<그림 1>  주거환경  주거비 과부담과 빈곤층의 건강수 에 한 분석틀

건강에 영항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써 주거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과 경제·사회

적 환경으로서의 속성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주거의 물리적 환경에는 신체·정신건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 물질이나 세균, 또한 주택의 위치, 설계의 적절성, 견고함, 유지·수선 등에 편

차가 존재한다. 주거의 적절치 못한 물리적 환경은 실내공기, 습도, 냉난방, 채광, 소음 등과 관련한 질

을 저하시킴으로써 개인의 생리적 욕구 충족을 저해하고 나아가 신체·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다(Thomson and Petticrew, 2005). 주거의 경제·사회적 특징과 관련한 주거비 과부담의 경

우, 그를 겪는 가구가 첫째, 환경이 열악한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주거비 이외의 필수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를 줄일 수 있고, 둘째, 근로 가능한 가구원들이 노동시간을 늘려 추가로 소득을 벌어들이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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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주거비 과부담 가구원의 신체·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Harkness and Newman, 2005).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틀은 물리적 환경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사회적 환경에 주거비 과부담을 포함하였다. 또한 ‘건강’관련 지표와 관련하여 주관적·객

관적, 신체·정신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여부, 우울, 자살생각)를 포함

시켜 종속변수 측면에서도 분석틀의 포괄성을 추구하였다.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이다.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부터 구축된 전국적인 대표성

을 지니는 종단면 조사로, 이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주거특성과 건강지표를 포함하고, 저소득층 가구

를 과대표집하여 빈곤층 연구에도 적합하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모형에 포함하는 변수가 모두 포함된 

4~8차 자료(2009~2013년 수집)2)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4차 조사 당시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이들 중 4~8차 조사에 모두 참여하고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에 결측이 없는 참가자로 균형패널

(balanced panel)을 구성하였다. 이 중 빈곤층은 4차 조사 당시 중위소득 50% 미만의 상대빈곤층으로 

정의하였다.3) 이러한 기준으로 선정된 분석대상은 전체 8,583명이며, 이 중 빈곤층은 2,417명이다.

2) 변수

종속변수인 건강의 지표로는 주관적 건강상태, 신체건강과 관련하여 만성질환 유무, 정신건강과 관

련하여 우울과 자살생각 유무를 사용하였다. 먼저 주관적 건강상태는 1~5의 값을 갖는 서열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다. 만성질환은 6개월 이상 투병‧투약하고 있는 경

우로 정의하였다. 우울은 11개 지표로 구성된 CESD-11 척도에 의한 합산점수로 0~60의 값을 갖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살생각은 ‘지난 한 해 동안 자살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있는지 여부’로 정의하였다.4)

2) 조사시기는 2009~2013년이지만 조사 대상시기는 1년 전인 2008~2012년이다.

3) 소득은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사용하였으며, 균등화 지수는 가구원 수의 제곱근을 사용하였고, 중위

소득은 4차 개인 횡단가중치를 적용하여 구하였다. 5~8차의 빈곤 지위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4차

의 빈곤 지위로 구분하였다. 각 웨이브별로 빈곤지위를 따로 적용하여 빈곤층을 선별하면 빈곤을 단

기간에 탈출하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분석대상인 균형패널에서 빈곤층의 비율을 과대추정할 

위험이 있고, 4~8차에서 모두 빈곤상태인 참가자를 빈곤층으로 할 경우 '장기 빈곤자'로 제한될 가

능성을 고려하였다.

4) 자살생각 문항은 6차 조사부터 추가된 것으로 6차 조사에서는 생애동안의 경험 여부와 마지막으로 

경험한 만나이를 질문하고 7차 조사부터는 지난 한 해 동안의 경험 여부를 질문하였다. 따라서 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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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와 주거비 과부담 여부를 사용하였다. 우선 최저주거기준 미

달 여부는 국토해양부가 ｢주택법｣에 따라 2011년 개정고시한 최저주거기준을 바탕으로 한국복지패널

의 변수를 조작화하였다.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의 세 가지 세부기준이 있다. 이 중 주거면적과 방의 개수

는 가구원 수와 표준 가구구성에 따라 대표적인 사례가 제시된다.5) 최소 주거면적의 경우 1~6인 가

구는 표준 가구구성별 면적기준을 일괄 적용하고 7~9인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인 55㎡에 5인 가구와 

6인 가구의 차이인 9㎡를 누적적으로 더해 설정하였다. 방의 개수는 1~2인 가구는 1실, 3인 가구는 2

실, 4~5인 가구는 3실, 6~8인 가구는 4실, 9인 가구는 5실을 기준으로 삼았다.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은 최저주거기준 상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여 단독상하수도, 단독입식부엌, 단독

수세식화장실, 단독목욕시설의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미달로 간주하였다. 마지막으로 구

조‧성능 및 환경기준과 관련하여 한국복지패널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

설비’,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4가지 지표를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 미달 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상기한 세 가지 세부기준-주거면적 및 방의 개수, 필수설비, 구

조‧성능 및 환경-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주거비 과부담은 널리 활용되는 지표의 하나인 ‘소득 대비 주거비의 비중’을 사용하여 이것이 30%

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6) 주거비 부담률을 산정할 때 소득은 가구의 가처분소득, 주거비는 

주거 관련 부채의 이자, 월세,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의 합산액으로 정의하였다.7) 기존 연구에서는 

주택의 점유형태에 따라 주거비 항목을 달리 적용하기도 하였는데, 한국복지패널에서 주거비 항목은 

작년 1년간의 값인데 비해 점유형태는 작년말 기준이기 때문에 주거비를 과소 또는 과대측정할 우려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의 점유형태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주거 관련 지출항목을 모두 합

산하였다. 또한 소득 대비 주거비의 비중을 산출할 때 소득이 0 이하인 경우는 결측 처리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건강결정모델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개인적 요인, 

조사의 자살생각은 마지막으로 생각한 만나이가 ‘작년말 기준 만나이 ± 1세’에 해당하는 경우 지난 

1년간 생각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5) 1인(1인 가구) 1K/14㎡, 2인(부부) 1DK/26㎡, 3인(부부+자녀1) 2DK/36㎡, 4인(부부+자녀2) 

3DK/43㎡, 5인(부부+자녀3) 3DK/46㎡, 6인(노부모+부부+자녀2) 4DK/55㎡. 여기서 K는 부엌, DK

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한다.

6) 이러한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Percent-of-Income)은 주거비비율(Housing Cost Ratio, HCR)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 외에도 주거비 부담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총지출 대비 주거지출

의 비중을 산출하는 주거예산점유율(Housing Budget Share, HBS) 방식, 주거비용을 제외한 소득이 

최저생활 필요기준을 충족하는가를 측정하는 전물량측정(Market-Basket Measure) 방식 등이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 방식보다 주거비 부담능력을 측정하기에 이론적으로 더 적

합할 수 있지만 측정오류 및 기준의 자의성 문제, 복잡성으로 인해 적용이 용이하지 않다(오동훈, 

1997, 2001; 배병우‧남진, 2013; Oh, 1999).

7) 한국복지패널에서 주거관리비에는 주택설비 및 수선비, 아파트 등 관리비, 이사비, 복비, 정화조비 

등이 포함되며, 광열수도비에는 수도비, 전기료, 난방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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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를 포함하였다(<표 2> 참조).

구분 변수명 성격 조작화 비고

물리적 

환경

유해 

근로환경
범주형(시변) 경험없음(ref.), 경험있음 비해당은 경험없음 처리

사회적 

환경

교육수준 범주형(시불변)
중졸 이하(ref.), 고졸, 

전문대졸 이상
졸업 기준의 최종학력

로그소득 연속형(시변)
균등화 가처분소득(연간, 

만원)의 자연로그값

균등화지수는 가구원 수의 

제곱근

식생활 

어려움
범주형(시변) 없음(ref.), 있음 5개 세부지표 중 하나 이상 해당

가족구조 범주형(시변)
일반가구(ref.), 단독가구, 

모부자‧조손가구

소년소녀가장은 

모부자‧조손가구에 포함

배우자 폭력 범주형(시변) 경험없음(ref.), 경험있음
3개 세부지표 중 하나 이상 해당. 

비해당은 경험없음 처리

취업 범주형(시변) 미취업(ref.), 취업

거주지역 범주형(시변) 도시(ref.), 농촌
서울, 광역시, 시는 도시로, 군, 

도농복합군은 농촌으로 구분

개인적 

요인

성별 범주형(시불변) 여성(ref.), 남성

연령 연속형(시불변) 만나이 4차 조사 당시 작년말 기준

장애 범주형(시불변) 비장애인(ref.), 장애인

결혼상태 범주형(시변)
유배우(ref.), 미혼, 

사별‧이혼‧별거

음주 범주형(시변) 일반(ref.), 과음 주2회 이상 음주 시 과음

흡연 범주형(시변) 비흡연(ref.), 흡연

제도적 

요인

건강검진 범주형(시변) 경험없음(ref.), 경험있음

의료보장 범주형(시변) 건강보험(ref.),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는 

의료급여에 포함(가구정보)

주: ref.는 범주형 변수의 기준범주를 의미함

<표 2>  통제변수

분석에 포함된 변수를 위한 문항들의 조사시점과 관련하여, 한국복지패널이 문항마다 조사시점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 종속변수가 독립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대

부분의 변수들은 문제가 없었지만 음주와 흡연 변수는 일부 종속변수보다 시간적으로 후행하는 경우

가 있어 이들 변수에 한하여 종속변수보다 한 차수 이전의 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시간에 따른 변화

를 확인해본 결과 시불변(time-invariant) 변수인 성별, 연령(4차 조사 당시) 이외에 장애와 교육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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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변(time-varying) 변량이 매우 적어 이들 변수를 시불변 변수로 처리하였다. 장애는 4~8차에서 

한번이라도 장애인으로 응답하였다면 장애인으로 처리하였고, 교육수준은 4~8차에서 가장 높은 수준

의 최종학력으로 고정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주거의 물리적, 경제사회적 특성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하이브

리드 방법(Hybrid Method)8)을 적용하였다. 하이브리드 방법은 종단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고정효

과모형(Fixed-Effects Model)의 장점에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이하 

GEE) 혹은 확률효과모형(Random-Effects Model)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인 개

념은 시변 독립변수를 개인간 변량과 개인내 변량을 대표하는 요소로 분해하여 두 변수를 모두 분석

모형에 포함한 후, 반복측정 자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상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GEE 혹은 

확률효과모형으로 추정하는 것이다(Neuhaus and Kalbfleisch, 1998). 이 때 개인내 변량 변수의 회귀

계수는 고정효과 추정치와 동일하며, 개인의 시불변 미관측 요인이 독립변수와 상관관계를 가질 때 

발생하는 회귀계수의 편의(bias)에서 자유롭다. 또한 하이브리드 방법은 고정효과모델로 추정할 수 없

는 시불변 변수의 회귀계수를 산출해주며, 오차의 상관관계 구조에 대한 엄격한 가정을 완화할 수 있

는 등 GEE나 확률효과모형이 갖는 다양한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Allison, 2005).

하이브리드 방법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식(1)에서 

는 시변 관측변수, 


는 시불변 관

측변수, 

는 시불변의 개인 미관측 요인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

부와 주거비 과부담 여부를 포함한 많은 변수가 시변 변수에 속하며, 시불변 변수에는 성별, 연령, 장

애, 교육수준이 해당한다. 식(1)을 보면 

를 개인간 변량(


)과 개인내 변량(


 


)으로 분해하

였으며, 이 때 주된 관심은 개인내 효과를 의미하는 


가 된다. 또한 식(1)을 분석이 용이한 형태로 

변환하면 식(2)가 된다. 여기서는 개인내 변량 변수를 만들지 않고 개인간 변량 변수만을 추가하는데, 

개인간 변량 변수의 회귀계수는 식(1)에서와 달리 ‘개인간 효과와 개인내 효과의 차이’(




)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이 보다 편리한 식(2)의 방식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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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방법을 GEE로 추정하고자 하며,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 모형에서는 선형 회귀분석을, 이분변수인 만성질환과 자살생각 모형에서는 로지스틱 

8) 하이브리드 방법은 “Between-Within(BW) Method”라 불리기도 한다(Allis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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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또한 오차의 상관관계 구조는 모든 두 시점 사이에 다르다고 가정하였고, 추

가적으로 오차구조의 설정오류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산출하였다.9) GEE로 추정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구한 추정치는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모델의 추정치와 달리 모집단평균(population-averaged) 추정치

의 의미를 갖는다.

4. 분석결과

먼저 분석대상의 기본적인 특성은 <표 3>과 같다. 전체 분석대상 중 26.1%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했는데, 빈곤층에서는 그 비율이 33.8%로 더 높게 나타났다. 주거비 과부담 비율은 전체에서는 5.7%

에 불과하였지만 빈곤층에서는 22.6%로 그 차이가 매우 컸고, 비노인 빈곤층과 노인 빈곤층 사이의 

차이도 두드러졌다. 최저주거기준 미달은 상대적으로 전 계층에서 골고루 나타나는데 비해, 주거비 과

부담은 빈곤층에 집중되고 그 중에서도 비노인 빈곤층에서 더욱 심각하였다.

통제변수들의 특성을 건강결정 요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개인적 요인에서 빈곤층은 전체에 비해 여

성의 비중, 평균연령, 장애 출현율, 무배우자의 비율이 높았고, 건강행태와 관련해서는 과음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건강검진 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물리적 환경과 관련, 유해작업환경 노출 경험은 

빈곤층에서 더 낮았는데 이는 낮은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환경에서는 빈곤

층이 전체에 비해 중졸 이하의 저학력 비중, 가구평균소득, 식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 단독가구

와 모부자‧조손가구의 비율, 농촌거주 비율이 훨씬 높았고, 반면에 취업률은 전체에 비해 매우 낮았

다. 제도적 요인에서는 의료급여를 받는 비율이 빈곤층에서 현저히 높았다.

9)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오차구조의 가정에 대한 탄력성은 고정효과모델에 비해 GEE가 갖는 장

점이다. 고정효과모델과 GLS 확률효과모델은 모든 두 시점 사이의 오차간 상관관계가 동일하다

(exchangeable)고 가정하는데, GEE에서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그러한 제약을 완화하여 모든 두 시

점 사이의 상관관계가 다르다고(unstructured) 가정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E)를 사용함으로써 오차구조의 설정오류에 덜 민감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Allison, 2005).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Stata 13 버전의 xtgee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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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N=8,583)

빈곤층

(N=2,417)

65세 미만 빈곤층

(N=907)

65세 이상 빈곤층

(N=1,510)

[물리적 환경]

최저주거기준 미달(%) 26.1 33.8 34.9 32.3

유해근로환경 경험(%)  8.9  7.4 10.0  4.1

[사회적 환경]

주거비 과부담(%)  5.7 22.6 26.9 17.2

교육수준(%)

   - 중졸 이하 29.6 64.6 45.1 89.4

   - 고졸 40.1 25.0 38.9  7.3

   - 전문대졸 이상 30.3 10.4 16.0  3.3

가구균등화소득(Mean±SD) 2,317.0±1,587.1 701.9±215.8 725.9±228.6 671.3±194.3

식생활 어려움(%)  6.5 23.0 23.8 21.9

가족구조(%)

   - 일반가구 91.5 73.3 81.7 62.7

   - 단독가구  7.4 23.0 13.7 34.9

   - 모부자‧조손가구  1.1  3.7  4.6  2.5

배우자 폭력 경험(%) 17.2 15.7 19.3 11.2

취업(%) 62.8 38.3 45.9 28.6

거주지역(농촌, %) 10.0 17.6 11.7 25.0

[개인적 요인]

성별(남성, %) 46.0 39.6 43.8 34.4

연령(Mean±SD) 45.7±15.1 58.1±16.0 46.7±11.9 72.6±5.3

장애(%)  6.7 14.6 15.6 13.3

결혼상태(%)

   - 유배우 70.8 59.5 61.4 57.1

   - 미혼 17.6  9.8 17.2  0.5

   - 사별‧이혼‧별거 11.6 30.7 21.4 42.4

과음(%) 39.7 59.0 49.6 70.9

흡연(%) 23.3 22.0 28.0 14.4

[제도적 요인]

건강검진 경험(%) 42.3 36.4 31.2 43.0

의료보장(의료급여, %)  4.2 19.5 21.8 16.6

주: 4~8차 균형패널에서 4차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횡단가중치를 적용함

<표 3>  분석 상의 기본 특성(4차 기 )

다음으로 <표 4>는 독립변수인 주거특성과 종속변수인 건강지표들과의 상관관계를 4~8차 전체 분

석대상에서 살펴본 것이다. 우선 전체 인구를 살펴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우울과 자살생각이라는 정신건강 지표에서 열악하였다. 주거비 부담률이 30%를 초과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우울, 자살생각과 관련된 건강지표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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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정적이었다. 주거비 과부담 여부에 따른 건강지표에서의 차이는 최저주거기준 여부에 의한 차이

보다 크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을 가진 응답자의 비율이 최저주거기준 충족과 미달 그룹 모

두 약 32%인 반면에 주거비 부담률 30% 초과와 이하 그룹에서는 각각 50%와 31%로 보고되었다.

빈곤층의 경우, 전체 인구에 비하여 모든 건강지표에서 열악하였다. 특히 만성질환의 비율, 우울감 

점수, 자살생각 점수는 전체 인구에 비해 거의 2배 가량 높았다. 빈곤층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는 우울과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주거비 과부담은 모든 건강지표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

였다. 주거비 과부담 여부에 의한 건강지표의 차이 역시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따른 차이보다 더

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전체 빈곤층

최저주거기준 주거비부담률 최저주거기준 주거비부담률

충족 미달
30% 

이하

30% 

초과
충족 미달

30% 

이하

30% 

초과

주관적 건강상태(Mean) 2.2 2.3 2.2 2.7 2.9 2.9 2.9 3.0

F 25.64 *** 277.90 *** 3.57 8.95 **

N 42,815 42,815 12,055 12,055

만성질환(%) 32.2 32.3 31.3 50.3 61.0 59.1 59.8 64.1

F 0.04 220.92 *** 1.63 4.79 *

N 42,865 42,865 12,070 12,070

우울(Mean) 5.5 7.2 5.7 10.7 10.2 12.0 10.3 13.5

F 214.77 *** 316.56 *** 34.81 *** 52.58 ***

N 41,855 41,855 11,860 11,860

자살생각(%) 3.1 4.8 3.2 11.4 7.1 8.2 6.5 14.0

F 27.12 *** 160.41 *** 1.58 33.47 ***

N 25,284 25,284 7,167 7,167

주: 4~8차 균형패널(자살생각은 6~8차) 기준이며 건강지표별로 결측이 달라 사례수가 다름. 8차 

종단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t/chi-squared 검정은 서베이데이터 분석을 실시함(F값 제시)

* p<0.05, ** p<0.01, *** p<0.001

<표 4>  주거특성에 따른 건강지표 차이

<표 5>와 <표 6>은 하이브리드 방법을 적용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본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건강

에 영향을 미치는 관측된, 다양한 개인 및 가구 특성들을 통제하였으며, 개인의 시불변 미관측 요인의 

영향도 통제하였다.10) 또한 시간 고정효과를 추가로 통제하였고, GEE 추정을 적용하여 반복측정으로 

10) 하이브리드 방법의 이러한 장점은 선형모형에서는 사실이지만, 비선형모형에서는 시불변의 미관측 

요인이 개인간 변량 변수와 선형함수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추가적인 가정이 필요하다(Brumback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Allison(2014)이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선형성을 확인해보았

는데, 이는 개인간 변량 변수의 제곱항과 세제곱항을 추가하여 추정했을 때 추가된 변수들이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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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상관관계를 모형에 반영함으로써 표준오차의 편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전체 인구의 분석 결과(<표 5>),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은 네 가지 건강지표 중 우울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우울 척도의 점수를 0.45 증가시켰고(p<.01), 주거비 과부담은 우울 척도의 점수를 0.53 증가시켰다

(p<.05).

빈곤층의 분석 결과(<표 6>), 마찬가지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이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우울 척도의 점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의해 0.65 증가하였고(p<.05), 주거

비 과부담에 의해서는 0.83 증가하였다(p<.01).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전체 인구 분석에서보

다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과부담의 우울에 대한 회귀계수가 더 커서 그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추가로 빈곤층을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표 생략), 65세 이상 빈곤층

의 경우에만 주거비 과부담이 우울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

향의 크기(1.49)도 빈곤층 전체의 경우(0.83)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통제변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전체인구와 빈곤층 대상 모두에게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역할을 하는 변수들이 유사하다. 유해작업환경은 만성질환 증가, 고학력은 만성질환 증가와 우울감 

감소, 소득 및 식생활로 측정한 경제적 어려움은 우울감 증가, 연령의 증가와 장애 보유는 거의 모든 

건강지표에 부정적 영향, 배우자폭력은 우울감과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 지표의 악화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개인내 효과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편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비선형

모형인 만성질환과 자살생각 모형에 대해 이를 적용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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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주관적 건강상태

(Coefficient)

만성질환

(Odds ratio)

우울

(Coefficient)

자살생각

(Odds ratio)

최저주거기준 미달 0.02 (0.01) 1.04 (0.04) 0.45 (0.12) *** 1.17 (0.13)

주거비 과부담 0.01 (0.02) 0.97 (0.05) 0.53 (0.21) * 1.32 (0.20)

유해근로환경 0.02 (0.02) 1.10 (0.05) * -0.01 (0.15) 0.76 (0.12)

고졸(ref. 중졸이하) -0.18 (0.02) *** 0.75 (0.04) *** -0.54 (0.17) ** 0.92 (0.11)

전문대졸이상(ref. 중졸이하) -0.21 (0.02) *** 0.68 (0.05) *** -0.55 (0.20) ** 0.63 (0.10) **

로그소득 -0.05 (0.01) *** 0.99 (0.03) -0.63 (0.12) *** 0.85 (0.10)

식생활 어려움 0.12 (0.02) *** 1.11 (0.06) * 1.53 (0.20) *** 1.02 (0.13)

단독가구(ref. 일반가구) 0.03 (0.03) 1.15 (0.12) 0.05 (0.37) 1.06 (0.35)

모부자‧조손가구(ref. 일반가구) -0.13 (0.06) * 1.04 (0.16) -0.12 (0.80) 1.65 (0.76)

배우자폭력 0.02 (0.01) 0.99 (0.03) 1.38 (0.12) *** 2.01 (0.23) ***

취업 -0.08 (0.01) *** 0.87 (0.04) ** -0.58 (0.14) *** 0.52 (0.09) ***

농촌(ref. 도시) -0.03 (0.04) 1.05 (0.13) -1.42 (0.37) *** 0.78 (0.31)

남성(ref. 여성) -0.13 (0.02) *** 0.81 (0.05) *** -1.96 (0.15) *** 0.69 (0.08) **

연령 0.02 (0.00) *** 1.09 (0.00) *** 0.06 (0.01) *** 0.99 (0.00) ***

장애 0.38 (0.02) *** 2.16 (0.17) *** 1.44 (0.22) *** 1.27 (0.14) *

미혼(ref. 유배우) -0.04 (0.05) 1.35 (0.25) 0.03 (0.42) 0.37 (0.18) *

사별‧이혼‧별거(ref. 유배우) -0.00 (0.04) 1.06 (0.11) -0.91 (0.51) 0.88 (0.36)

과음 0.02 (0.01) 1.00 (0.03) -0.15 (0.10) 0.83 (0.13)

흡연 -0.03 (0.02) 1.04 (0.07) -0.14 (0.24) 1.10 (0.27)

건강검진 0.02 (0.01) * 1.08 (0.02) ** -0.02 (0.08) 1.08 (0.09)

의료급여(ref. 건강보험) 0.05 (0.03) 1.16 (0.13) 0.11 (0.49) 0.68 (0.19)

2009 -0.01 (0.01) 1.01 (0.03) -0.85 (0.11) ***

2010 -0.01 (0.01) 1.20 (0.04) *** -1.21 (0.11) ***

2011 -0.02 (0.01) 1.33 (0.04) *** -2.11 (0.11) *** 0.83 (0.06) **

2012 0.06 (0.01) *** 1.64 (0.06) *** -1.75 (0.11) *** 0.91 (0.07)

상수 2.80 (0.12) *** 0.03 (0.01) *** 17.85 (1.14) *** 1.93 (1.49)

chi-squared 14,926 *** 4,950 *** 5,278 *** 843 ***

개인수  8,563  8,573  8,371  8,428

사례수 42,815 42,865 41,855 25,284

* p<0.05, ** p<0.01, *** p<0.001

<표 5>  회귀분석-하이 리드 방법에 의한 추정결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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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주관적 건강상태

(Coefficient)

만성질환

(Odds ratio)

우울

(Coefficient)

자살생각

(Odds ratio)

최저주거기준 미달 0.03 (0.02) 0.95 (0.07) 0.65 (0.27) * 1.29 (0.20)

주거비 과부담 -0.02 (0.03) 0.98 (0.08) 0.83 (0.31) ** 1.08 (0.22)

유해근로환경 0.05 (0.04) 1.23 (0.11) * -0.56 (0.35) 1.08 (0.27)

고졸(ref. 중졸이하) -0.22 (0.04) *** 0.68 (0.08) ** -0.25 (0.44) 0.81 (0.16)

전문대졸이상(ref. 중졸이하) -0.33 (0.06) *** 0.71 (0.12) * -1.31 (0.58) * 0.50 (0.16) *

로그소득 -0.02 (0.02) 0.99 (0.06) -0.69 (0.23) ** 0.88 (0.15)

식생활 어려움 0.16 (0.02) *** 1.15 (0.08) 1.58 (0.29) *** 0.95 (0.15)

단독가구(ref. 일반가구) 0.10 (0.06) 1.30 (0.20) -0.15 (0.70) 1.66 (0.72)

모부자‧조손가구(ref. 일반가구) -0.17 (0.08) * 1.13 (0.26) -1.20 (1.39) 1.13 (0.68)

배우자폭력 -0.02 (0.03) 0.93 (0.07) 1.46 (0.30) *** 1.73 (0.36) **

취업 -0.09 (0.03) ** 0.90 (0.07) -0.53 (0.30) 0.60 (0.16)

농촌(ref. 도시) -0.06 (0.08) 0.89 (0.19) -2.05 (0.90) * 0.75 (0.24)

남성(ref. 여성) -0.19 (0.03) *** 0.67 (0.07) *** -2.44 (0.36) *** 0.92 (0.17)

연령 0.02 (0.00) *** 1.07 (0.00) *** 0.04 (0.01) ** 0.97 (0.01) ***

장애 0.36 (0.03) *** 1.90 (0.22) *** 1.16 (0.36) ** 0.99 (0.14)

미혼(ref. 유배우) -0.11 (0.14) 1.11 (0.38) -2.54 (1.54) 0.22 (0.18)

사별‧이혼‧별거(ref. 유배우) -0.04 (0.06) 0.84 (0.15) -1.80 (0.89) * 0.58 (0.35)

과음 0.01 (0.02) 1.00 (0.06) -0.31 (0.24) 0.70 (0.17)

흡연 -0.03 (0.05) 1.17 (0.16) -0.45 (0.60) 1.47 (0.59)

건강검진 0.01 (0.02) 1.04 (0.04) 0.07 (0.17) 1.06 (0.13)

의료급여(ref. 건강보험) 0.03 (0.04) 1.36 (0.22) 0.11 (0.66) 0.71 (0.22)

2009 -0.03 (0.02) 0.98 (0.06) -0.01 (0.26)

2010 -0.01 (0.02) 1.26 (0.09) *** -0.49 (0.27)

2011 -0.06 (0.02) * 1.48 (0.11) *** -1.93 (0.27) *** 1.02 (0.11)

2012 0.00 (0.03) 1.72 (0.13) *** -1.58 (0.29) *** 0.84 (0.10)

상수 3.50 (0.31) *** 0.08 (0.08) * 18.30 (3.69) *** 5.39 (7.34)

chi-squared 2,534 *** 1,020 *** 1,268 *** 296 ***

개인수  2,411  2,414  2,372 2,389

사례수 12,055 12,070 11,860 7,167

* p<0.05, ** p<0.01, *** p<0.001

<표 6>  회귀분석-하이 리드 방법에 의한 추정결과: 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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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논의, 한계, 함의

본 연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한 주거빈곤이 개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에서는 4가구 중 1가구(26.1%), 빈곤층에서

는 3가구 중 1가구(33.8%)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인구주택총조사나 주택실태조사에 

기반한 기존 연구(김용창·최은영, 2013)가 보고한 비율, 11.8~16.8%(전체인구) 보다 상당히 높은 수

준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주원인은 기존의 연구들이 정부가 제시한 최저주거기준 지표의 여러 

기준 중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그리고 필수설비만을 적용하고 또 하나의 기준인 구조·성능·

환경은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는 최저주거기준을 온전히 적용할 경우 거주에 적합하

지 않은 환경에 사는 가구가 기존의 보고에 비하여 훨씬 많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주거비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이 빈곤층에서 22.6%에 이르러 전체인구에서의 

비율(5.7%)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이는 소득빈곤을 겪는 가구의 상당수가 과다한 주거비 부담으로 인

하여 그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력이 제한되고 더불어 그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빈곤층의 경우, 적정한 비용으로 거주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것 모두 성취하기 용이하지 않은 도전임을 알려준다.

셋째,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과부담은 여러 건강지표 중 우울 척도 점수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

을 끼쳤다. 이러한 결과는 열악한 주거환경이 불안, 우울 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와 일

맥상통한다(Halpern, 1995; Ellaway and Macintyre, 1998; Thomson and Petticrew, 2005). 즉, 주거

의 물리적 환경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 그리고 주거의 경제사회적 측면인 주거비 과부담이 

발생하는 것 모두 정신건강에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열악한 주거환경이 주

관적 건강상태나 만성질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일부 기존 연구와 상반되는데, 이는 본 연구

가 이전 연구들과 달리 역인과관계와 편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분석방법을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

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이론적 분석틀이 시사한 바대로 성별, 연령, 장애 등의 개인적 요

인, 주거비 과부담, 학력, 소득, 배우자폭력 등의 사회적 환경 요인,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와 유해근

로환경 등의 물리적 환경 요인들이 본 연구에서 주목한 여러 건강지표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한 연구결과와 이론적, 방법론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주거의 물리적 환경과 주거비, 건강수준에 관한 정보를 응답자의 보고(self-report)에 의존함

으로써 연구의 주요 지표 측정에서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주거 특성 및 건강수준의 측정과 

관련하여 객관성과 일관성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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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 연구는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모형을 이용하여 종단분

석을 실시함으로써 주거와 건강의 인과관계 추정의 정확성을 높였다. 특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나 측정되지 않은 시불변 변수(time-constant, unobserved covariates)로 인한 편의의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 사용된 분석모형의 그와 같은 강점에도 불구하고, 만일 측정되지 

않은 시변변수들(예, 사회적 관계망과 지지, 주거지원 등)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역할은 

위 모형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셋째, 연구결과는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과부담이 각각 정신건강, 구체적으로 우울 척도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지님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어떤 측면이 우울점수 상승에 기여

하는지, 주거비 과부담의 경우 우울감 증가가 의료서비스를 포함하여 생필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여

력의 감소 때문인지 혹은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를 통해서인지 등에 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

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지닌다.

우선, 이 연구의 결과는 주거급여의 제공과 주택개량사업과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효과와 더불어 수혜자의 우울감 완화와 같은 정신건강 증진

의 부수적 효과도 수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주거지원정책의 비용대비 효과를 분석할 

때 상기한 바와 같이 주효과와 부수적 효과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사회적 편익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부담에 관한 보편적인 기준 활용의 필요성을 상기시킨

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주거기준은 중앙정부가 2000년에 처음 임의기준으로 공표하였고, 2004년에 ｢주

택법｣ 개정에 따라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1년 신기준이 발표되었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필수설비, 그리고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에 의한다(국토해양부, 

2011). 그러나 대부분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추계 연구는 앞의 두 기준에 의거하여 이루어졌고, 구

조·성능 및 환경 기준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는 부재하다(김용창·최은영, 2013). 최저주거기준의 지표

를 모두 적용하는 후속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의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실태에 관한 본 연구결과 그리고 

최근의 주거급여 개편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기본적 욕구를 파악할 때 주거 관련 욕

구를 타당한 지표를 활용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2013년 12월 ｢주거급여법｣ 개정과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주거비 지원수

준과 대상가구를 확대하고, 자가수급자의 경우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의 주택개량 

지원이 최대 950만원까지 이루어지는 방안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주거비 지원은 종전과 달리 소득만

이 아니라 주거형태와 주거비 부담수준까지 고려하고, 주택개량 지원은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주거급여 대상자와 급여수준 결정 방법이 최저주거기준이나 주거비 과부담을 포함

한 주거 관련 욕구와 일치하는 정도에 관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주거와 건강의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관계의 탐색을 시도하였고 더불어 우리나라의 최저

주거기준 및 주거비 과부담의 실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였다. 대부분 횡단분석에 기반한 기

존 연구들은 주거와 건강의 인과관계를 밝히기에 근본적인 한계를 지녔다. 특히 열악한 건강이 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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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소득감소의 위험을 높여 개인이 값싸지만 열악한 환경의 주거를 선택할 가능성, 즉 역인과관계

(reverse causality)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이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를 종단분석하고, 주거

의 물리적 환경과 주거비 부담 정도의 시계열적 변화가 개인의 건강수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봄으로써, 주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과 정도를 보다 명확히 밝히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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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Physical and Mental Health as a Function of 

Substandard Housing Conditions and Unaffordable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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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longitudinal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substandard housing 

conditions and housing affordability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Using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is study followed 8,583 adults who 

continued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from 2009 to 2013. Multivariate analyses 

involved linear and logistic regression models with the hybrid method that 

incorporates both fixed and random effects. Results show that substandard 

housing conditions and excess housing cost burden had significant adverse effects 

on adults’ mental health (e.g., depressive symptoms). About one fourth of the 

entire sample and one third of those in poverty reported having lived in 

substandard housing conditions. Additionally, nearly one fourth of those in 

poverty reported having experienced excess housing cost burden, which is 4 

times greater than that of the entire sample. Our findings show that a substantial 

proportion of individuals, particularly among the poor, have a difficulty in 

accessing to decent, affordable housing, and that housing assistance may have 

additional benefits of improving the mental health of individuals with housing 

issues.

Key words: substandard housing conditions, housing affordability, health, 

mental health, longitudin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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