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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충북 청주 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에 의한 이주민 361명을 대상으로 그
들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주거만족도 수준
은 5.35(SD=1.33)로 조사되어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의 수준을 살펴
보면, 물리적 시설 영역(M=2.99)과 주거환경 영역(M=2.97)은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환경 영역(M=2.84), 

개발에 대한 신뢰 영역(M=2.77)은 보통수준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연령, 가구형태, 거주 기간, 건강상태, 자가 여부, 주거만족도 관련 요
인의 주택환경 영역, 물리적 시설 영역, 주거환경 영역, 개발에 대한 신뢰 영역 등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주민의 주거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공영개발, 이주민, 주거만족도, 주거환경, 개발 신뢰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361 immigrants by Cheongju YullyangⅡLand Development Projects 
of Chungbuk,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Projects and analyzes the factor which affects 
their residential satisfaction. The result of study is as follows. The level of subjects’ residential satisfaction is 
5.35(SD=1.33) which is average. By looking the level of related factors which affect residential satisfaction, the 
levels of facilities regio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gion are normal. The levels of housing environment and 
trust of development are lower than the normal. To figure out the factor which affects residential satisfaction, a 
regression analysis is conducted. The result showed that age of research subject, family type, residence period, 
physical status, owner or renter, housing environment region, facilities region, residential environment region, 
and trust of development among factors related to residential satisfaction affect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Based on these results, several ways are suggested to improve residential satisfaction of the im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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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주거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한 기본  조건 

에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가족의 생활과 건강, 안  등 

다양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근거이자 사회생활의 토 가 

된다. 헌법(제35조)에서도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러한 주거의 요성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도 재의 

상황에서 가구 체의 복지와 효용성을 최 화하기 해 

노력하고 있으며, 때로는 주거 이동을 통하여 이런 목

을 도모하기도 하며[1], 국가  차원에서도 국민의 주거

수  향상을 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 개발을 통하여 지역과 

그 지역 주민의 삶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 하게 오랜 삶의 터 을 떠나 새로운 

보 자리에 정착하기 한 이주민들의 주거 안정은 그들

의 기본 인 욕구 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할 것이다

[2]. 신체 인 기능이 쇠퇴하고, 응력이 떨어지는 노년

기에 있어서의 주거 이동은 새로운 물리 , 사회  환경

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노인에게 불안과 우울 등의 

반 인 건강악화뿐만 아니라 주거에 한 만족에도 부정

인 향을 래할 수 있다[3]. 물론 이러한 부정 인 결

과가 주거이동을 한 모든 이주민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

니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택지개발  도시개발로 인

하여 오랜 세월 정착했던 곳을 자신의 의사와 무 하게 

떠나야 하는 이주민들은 주거이동에 해서 자신의 의지

에 따라 이동한 경우와는 다르게 인식할 것이다. 특히, 이

러한 지역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오랜 유 계가 있고, 

여기는 그들만의 공동체 문화가 있어 사회 으로 고립되

지 않는다는 특징이 나타나지만[4], 새롭게 이 한 지역

에서 이러한 유 를 형성하기 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

요하고, 그 만큼 주거에 한 만족은 더욱 떨어져 이주한 

지역에서의 반 인 만족도 하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공 개발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으며, 몇 년간 온갖 소문 속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개발에 한 찬반 립으로 인해 주민 갈

등이 반복 으로 나타나고, 개발이 실제 개시되었을 때

도 이주할 주택 마련에 한 고민과 함께 새로운 지역에

서의 응에 한 염려 등을 하면서 엄청난 스트 스를 

받게 된다. 한 지역에서 수십 년을 살아 온 경우에 자신

의 의사와 무 하게 주거를 이 해야 한다면 구나 쉽

게 개발을 수용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 

주체는 이주민들이 새로운 정착지에서의 주거만족도를 

제고하기 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욱

이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택지개발  신도시 건설을 

통해 개발 가능한 택지를 공 하고 주택의 량공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망이므로[5] 각 지역에서의 이주민에 한 주거만족도 

향상을 한 정책 수립이 조속히 요구된다. 

일반 으로 주거만족도가 인간의 환경에 한 질을 

구성하는 요한 요소 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

택과 근린주구에 한 주 인 평가는 그들이 주거환경

에 반응하는 정도를 결정하고, 나아가 공공부문에서 주

거환경개선에 필요한 과업 내용을 악할 수 있기 때문

에[5] 주거만족도에 한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고 할 수 있다. 주거만족도는 거주자가 자신들이 거주하

는 공간과 지역에 한 개인 인 느낌의 정도로서[6], 다

양한 요인의 향을 받게 된다. 주거만족도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거주하는 주

택의 환경[6]-[9],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등의 물리  시

설[6] [9][10], 생태 등의 주거환경[7]-[9][11], 지역 커뮤

니티[10], 부동산 가치[10][12] 등 다양한 요인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으로 본 연구에서의 조사 상자들은 공 개발

에 의해 비자발  이주를 한 경우이므로 그 개발과 련

한 신뢰가 높은 경우에 개발에 따른 토지  주택의 수용

을 용이하게 진행되며[7][13], 새롭게 이주한 주거에서의 

만족도 향상과 조기 정착 등을 해서라도 개발에 한 

신뢰수 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공익사업을 해 진행

되는 개발행 는 해당 주민들의 불완 한 참여와 차  

정당성 확보의 미흡 등으로 인해 그들의 사유재산권과 

생존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도 래할 수 있으

며, 택지개발 등은 다수의 이해 계인이 포함되기 때문

에 차의 객 화  다양한 의견 청취 등을 통해서[14] 

이해 조 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도모하고 개발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의 

주거만족도를 제고하기 해서 선행연구에서 고려한 주

요 항목을 평가요소로 선정하여 그들의 주거만족도에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 다. 구체 으로 주택환경 역, 물

리  시설 역, 주거환경 역, 개발에 한 신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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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4개 하 역으로 구성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 개

발에 의한 이주민들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으로써 새로운 터 에서의 주거만족도를 제고하고, 조속한 

정착을 도모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 상자는 충남·북 지역에서 시행된 택

지개발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발생한 이주민이다. 조

사 상자들은 구체 으로 충북 청주 율량2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행정 심복합도시사업(충남 연기군, 공주시 일원: 

 세종시) 등의 공 개발에 의해 주거지를 이동하

다1).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해 각 개발지역의 조

합  이주민들의 자조모임을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상자들의 질문에 한 이해도를 검하고 조사의 정확도

를 높이기 해서 2012년 12월에 비조사를 실시하 다. 

이 결과를 토 로 설문을 수정하여 2013년 2월∼3월에 

본조사를 실시하 으며, 문항에 한 이해도가 낮은 경

우에는 직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조사의 정확도를 제

고하 다. 설문지는 총 392부를 배포하여 369부가 회수

(회수율: 94.1%)되었으며, 그 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것

을 제외한 36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를 해서 조사 상자의 주거만족도는 ‘ 재 

의 주거에 해 얼마나 만족하는가’의 10  보기카드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다음으로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요

인은 주택환경 역 3문항( 재 거주하는 주택, 이웃 계 

등에 한 만족), 물리  시설 역 4문항(복지 , 공공시

설, 교통여건 등 주변 시설에 한 만족), 주거환경 역 

3문항(공원, 생태환경, 생상태 등 환경에 한 만족), 

1) 청주 율량2지구는 2003년 12월에 지구 지정되어 2008년 1월
에 실시계획 인가, 2013년 12월 사업 준공되며, 163만3천㎡ 
면적에 7천2백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
은 2005년에 착공하여 2030년 12월에 사업이 종료되는 도시
개발 사업으로 73㎢ 면적에 50만명이 거주하면서 중앙행정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개발에 한 신뢰 역 4문항(개발에 한 투명성과 민

주  참여 보장, 개발 주체 등에 한 신뢰) 등 4개 하

역 14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각 하 역은 5  리커

트 척도를 이용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각 역에 

한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

도의 Cronbach's α는 .755로 나타나 척도의 내  일 성

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조사 상자의 성

별, 연령, 가구형태, 개발을 하기  그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 교육수 , 경제상태, 건강상태, 주거 유형태 등을 

이용하여 그들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조사하 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해서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 다. 조사 상자의 인구

사회학  특성을 알아보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주택환경  물리  시설 등의 4개 

역  주거만족도 수 을 살펴보기 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 다. 그리고 각 집단별 주거만족도 수 을 살펴

보기 해 t-test와 ANOVA검증을 하 다. 마지막으로 

련 변인들의 계를 살펴보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고,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의 향력을 살펴보기 

해서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 과정에서 자

료의 다 공선성을 확인하기 해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하 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주요 특성

본 연구를 한 조사 상자 361명의 인구사회학  특

성은 <표 1>과 같다. 조사 상자들의 성별은 여성 157명

(43.5%), 남성 204명(56.5%)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은 ‘60

세 이상’이 139명(38.9%)으로 가장 많았고, ‘45세 이상∼

60세 미만’이 98명(27.5%)으로 나타났으며, 가구형태는 

‘독거 상태’인 경우가 91명(25.6%)으로 나타났다. 공 개

발을 하기  그 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20년 이상’이 가

장 많은 161명(45.6%)이었으며, ‘10년 이상∼20년 미만’

이 75명(21.2%)으로 나타났다. 조사 상자들의 교육수

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110명(31.3%)이었고, ‘

등학교 졸업 이하’가 62명(17.7%)이었다. 조사 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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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M SD t/F

Gender
Female

Male

5.50

5.24

1.56

1.73
1.481

Age

(yr)

Below 45

45∼60

Over 60

5.39

5.34

5.32

1.69

1.61

1.69

.088

Family 

Type

Alone

Others

4.78

5.56

1.67

1.63
-3.861***

Residence 

Period

(yr)

Below 5(b)

5∼10(ab)

10∼20(ab)

Over 20(a)

6.04

5.59

5.44

5.00

1.65

1.59

1.48

1.70

5.770***

Education

Below Elementary 

Middle school

High school

Over College

5.38

5.18

5.51

5.40

1.70

1.50

1.77

1.69

.681

Economic 

Status

Very Bad

Bad

Normal

Well

Very Well

4.97

5.41

5.15

5.67

5.64

1.57

1.59

1.75

1.67

1.79

1.664

Health

Status

Very Bad(a)

Bad(ab)

Normal(b)

Well(bc)

Very Well(c)

4.76

5.08

5.45

5.55

5.79

1.61

1.47

1.53

1.73

1.86

8.573***

Housing 

tenure 

type

Renter

Owner

4.99

5.53

1.55

1.70
-3.040**

**p<.01, ***p<.001

<Table 3> Differ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의 경제 상태는 ‘ 체로 나쁘다’와 ‘보통이다’가 각각 115

명(33.1%), 106명(30.5%)이었으며, 건강상태는 ‘보통이다’

와 ‘ 체로 나쁘다’가 각각 128명(35.8%), 103명(28.8 %)

으로 나타났다. 조사 상자들의 재의 주거 유형태는 

‘자가’에 해당하는 경우가 230명(65.0%), ‘ ·월세’ 해당하

는 경우가 124명(35.0%)으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ategories N %

Gender

(n=361)

Female

Male

157

204

43.5

56.5

Age(yr)

(n=357)

Below 45

45∼60

Over 60

120

 98

139

33.6

27.5

38.9

Family Type

(n=355)

Alone

Others

 91

264

25.6

74.4

Residence 

Period(yr)

(n=353)

Below 5

5∼10

10∼20

Over 20

 48

 69

 75

161

13.6

19.5

21.2

45.6

Education

(n=351)

Below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62

102

110

 77

17.7

29.1

31.3

21.9

Economic 

Status

(n=347)

Very Bad

Bad

Normal

Good

Very Good

 45

115

106

 50

 31

13.0

33.1

30.5

14.4

 8.9

Health

Status

(n=358)

Very Bad

Bad

Normal

Good

Very Good

 31

103

128

 68

 28

 8.7

28.8

35.8

19.0

 7.8

Housing 

Tenure Type

(n=354)

Renter

Owner

124

230

35.0

65.0

3.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조사 상자들의 주거만족도 련 요인과 주거만족도

수 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조사 상자들의 주택

환경 역은 2.84(SD=.80)이었으며, 물리  시설 역 

2.99(SD=.82), 주거환경 역 2.97(SD=.76), 개발에 한 

신뢰 2.77(SD=.88)로 조사되었다. 조사 상자의 주거만

족도 수 은 5.35(SD=1.33)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Categories M SD Min Max

Housing Environment

Facilities

Residential Environment

Development Trust

2.84

2.99

2.97

2.77

.80

.82

.76

.88

1.00

1.50

1.33

1.00

4.00

5.00

5.00

3.75

Residential Satisfaction 5.35 1.33 2.00 9.00

그리고 조사 상자들의 주거만족도 수 이 인구사회

학  특성에 따라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기 해 t/F검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에서 가구형태

(p<.001), 거주기간(p<.001), 건강상태(p<.001), 주거 

유형태(p<.01)에 따라 주거만족도 수 은 통계 으로 집

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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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Gender Age
Family 

Type

Residence 

Period
Education

Economic 

Status

Health

Status

Housing 

tenure 

type

Residential Satisfaction Factors

Housing 

Environment
Facilities

Residential 

Environment

Development 

Trust

Residential 

Satisfaction
-.077 -.019 -.203** -.216** .033 .090 .228** .157** .386** .404** .344** .168**

주: 성별(남-1), 가구형태(비독거-1), 자가 여부(자가-1) 더미처리 함.

*p<.05, **p<.01

<Table 4> Correction between Variables

족도에 하여 각 집단별로 구체 으로 살펴보면, 우선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독거가구가 4.78(SD=1.67)이었고, 

비독거 가구가 5.56(SD=1.63)이었다. 공용개발을 하기  

그 지역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는 ‘5년 미만’이 가장 높

은 6.04(SD=1.65)이었고, ‘20년 이상’이 가장 낮은 5.00 

(SD=1.70)이었다.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매우 좋다’가 가

장 높은 5.79(SD=1.86)이었고, ‘매우 나쁘다’가 가장 낮은 

4.76(=1.61)이었다. 주거 유형태는 ‘자가’에 해당하는 경

우가 5.53(SD=1.70)이었고, ‘ ·월세’에 해당하는 경우가 

4.99(SD=1.55)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 상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 , 경제 상태에 따른 주거만족도는 집단별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조사 상자들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

기 해 우선 변수들의 상 계를 분석하 고, 그 결과

는 <표 4>와 같다. 조사 상자들의 건강상태(r=.228, 

p<.01), 자가 여부(r=.157, p<.01), 주거만족도 련 요인

의 주택환경(r=.386, p<.01), 물리  시설(r=.404, p<.01), 

주거환경(r=.344, p<.01), 개발 신뢰(r=.168, p<.01) 등은 

주거만족도와 정 인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가구형태(r=-.203, p<.01)와 거주기간(r=-.216, p<.01) 

등은 주거만족도와 부 인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3.4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공용개발에 의한 이주민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을 알아보기 하여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

와 같다. 우선 모델Ⅰ에서는 조사 상자들의 성별, 연령, 

가구형태, 공용개발을 하기  그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 

교육 수 , 경제상태, 건강상태, 재 주거 유형태 등의 

인구사회학  특성의 변수들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모델Ⅱ에서는 모델Ⅰ에 주거만족도 

련 요인에 해당하는 주택환경 역, 물리  시설 역, 주

거환경 역, 개발에 한 신뢰 역 등을 추가 으로 투

입하 다. 이 과정에서 각 변수들간의 다 공선성 발생 

여부를 알아보기 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

을 확인한 결과 1.041∼1.520인 것으로 나타나 각 변수들

간에 다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 , 모델Ⅰ에서는 조사 상자들의 연령(p<.05), 가

구형태(p<.001), 거주 기간(p<.01), 건강상태(p<.01), 자

가여부(p<.001) 등이 주거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이 모델의 설명력은 13.8%로 나타났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Associated with 
Residential Satisfaction

Categories 
Model Ⅰ Model Ⅱ

β t β t VIF

Gender

Age

Family Type

Residence Period

Education

Economic Status

Health Status

Housing tenure type

-.083

-.099

.188

-.178

.051

.052

.159

.191

-1.531

-2.130*

3.347***

-3.111**

.940

.963

2.866**

3.514***

-.057

-.117

.133

-.161

.048

.025

.100

.144

-1.179

-2.405*

 2.644**

-3.153**

1.009

.516

2.017*

2.922**

1.041

1.063

1.138

1.154

1.023

1.042

1.108

1.085

Housing Environment

Facilities

Residential Environment

Development Trust

.184

.125

.121

.177

3.278***

2.069*

2.163*

3.194***

1.417

1.520

1.396

1.364

R2 

Adjusted R2 

R2 Change

F

.161

.138

 7.082***

.348

.321

.186***

 12.915***

주: 성별(남-1), 가구형태(비독거-1), 자가 여부(자가-1) 더미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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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모델Ⅱ에서는 조사 상자의 연령(p<.05), 

가구형태(p<.01), 거주 기간(p<.01), 건강 상태(p<.05), 자

가 여부(p<.01), 주거만족도 련 요인의 주택환경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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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물리  시설 역(p<.05), 주거환경 역

(p<.05), 개발에 한 신뢰 역 (p<.001) 등이 주거만족

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주거만족

도 련 요인의 주택환경(β=.184)  개발에 한 신뢰(β

=.177), 공용개발을 하기  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β

=-.161) 등이 주거만족도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Ⅰ에 비해 18.6% 유의

미하게 증가(p<.001)한 32.1%로 나타났다(F=12.915, 

p<.001). 

4. 결론

본 연구는 충북 청주 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행정

심복합도시사업(세종시) 등의 공 개발에 의한 이주민 

361명을 상으로 그들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상자들의 주거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

인에 해서 살펴보면, 물리  시설 역(M=2.99)과 주

거환경 역(M=2.97)은 보통수 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환경 역(M=2.84)과 개발에 한 신뢰 역(M= 

2.77)은 보통수 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 상자의 주거만족도 수 은 5.35(SD=1.33)

로 조사되어 보통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에서 가구형태(p<.001), 거주기간

(p<.001), 건강상태(p<.01), 주거 유형태(p<.01)에 따라 

주거만족도 수 은 통계 으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 상자의 성별, 연

령, 교육수 , 경제 상태에 따른 주거만족도는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공용개발에 의한 이주민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하여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조사 상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형태가 독

거가구가 아닌 경우, 공 개발이 시작하기  그 지역에

서의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거주

하는 주택환경에 만족할수록, 교통여건  기반시설 등

의 물리  시설이 양호하다고 인식할수록, 주거환경이 

양호하다고 인식할수록, 개발에 한 신뢰가 높을수록 

주거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의 설명력

은  단계에서 18.6% 유의미하게 증가(p<.001)한 32.1 

%로 나타났다(F=12.915, p<.001). 특히, 주택환경에 한 

만족, 개발에 한 신뢰, 공용개발을 하기  그 지역에서

의 거주기간 등이 주거만족도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은 단순히 주거의 물리  속성에 한 만족만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주거의 주변 환경, 이웃과의 계를 포함

한 주거의 반 인 것에 한 만족을 의미한다는 견해

[15][16]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한, 민주 이고 투

명한 차에 의해 수립되는 정책은 그에 따른 개발에 

한 신뢰를 높이게 되므로[13] 주민의 의사와 다소 다르게 

개발이 결정되었더라도 개발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참여와 극 인 의사반 이 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

구 조사 상자들의 개발에 한 신뢰는 보통수 보다 다

소 낮게 나타났으므로 개발과정에서 해당 주민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에 기 하여 몇 가지 정책 ·실

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민들의 새로운 

보 자리에서 조속한 정착을 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 공 개발에 의한 이주민에게는 보상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이외에도 기반시설 등의 사회  환

경과 공원 등의 문화  환경이 정비된 지역에서의 주택

을 직  제공받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해야 한다. 재는 이주민들에게 개발지구 내의 토지만

을 일반인보다 다소 렴한 토지가로 공 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이주민들이 막 한 건축비용을 지출해야 하므

로 국가 등의 개발주체에서 직 으로 주택을 공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 도입과 정착을 해

서는 개발 주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주한 지역

의 입 증가는 지역경제성장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되므로[17] 그 지방자치단체의 극 인 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 개발에 한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 이주민

들은 개발에 한 투명성과 민주 인 참여가 보장되는 

등 개발을 신뢰할수록 주거만족도가 높아지므로 개발과

정에서의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극 으로 그들의 의

사를 반 하여 개발에 한 당 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

다. 개발에 한 결정에 있어서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배제하거나, 진행과정에서도 정부에 의한 일방 인 추진

은 개발에 한 반 인 일정의 차질을 래하고 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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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산이 더 소요될 것이다. 한, 불합리한 개발로 인식

한 이주민들은 새로운 주거지에서도 조속한 응을 못하

고, 정부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불신만을 더 확 시킬 것

이다. 개발 주체는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식 응이 아닌 

이주민들에 한 진정한 응 와 함께 투명하게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이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

가 되어 보다 효율 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이주민 한 새로운 보 자리에서 응을 한 노력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 개발에 한 정보와 

개발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개발 주체의 홈페이지에 공개

하고, 장지원센터의 역할을 Web상에서 실시간으로 구

하는 것도 주민들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본인의 의사와 무 하게 정든 터 을 떠나야 했

던 이주민들은 이 에 거주했던 지역에서의 거주기간도 

주거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들은 과거 지역에 한 애착심을 새롭게 이 한 지역으

로 승계하며, 승  차원에서 개발에 한 필요성을 인

식하고 조를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오랜 세월 정이 깃든 터 을 

떠나야하는 이주민에 한 진정한 이해가 뒤따라야 하며, 

한 보상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의 통과 이웃주민

과의 유 계를 지속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한 구체 인 방안으로는, 이주민들은 

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자기들만의 문화를 형성하여 각

종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데 이런 상은 사회  통합

(integrated)  공유(shared)에 정 인 역할을 하게 되

므로[18] 친교 인 커뮤니 이션 활동을 장려하여 생활

문화자본을 유지하고 나아가 그것이 확  형성될 수 있

도록 이런 역의 지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주민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체로 개발지역은 시 외곽지역이거나 

주변 지역보다 낙후된 지역이어서 상 으로 노년층 내

지는 빈곤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이들이 새로운 지

역으로 이주하더라도 계속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에 한 구체 인 방안으로는 임

차형태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개발지구 인근에 우선 으

로 공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독거노인과 극빈층 등을 

상으로 하여 그 공동주택에서 함께 생활이 가능하게 함

으로써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이 의 인 계를 유지함

으로써 고독과 우울을 방지하여 반 으로 행복한 삶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동주택을 공 하는 제

도가 정착이 되어 다양한 계층이 한 동네에 함께 거주함

으로써 주거 배제 내지 주거에 한 낙인효과를 사 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지 까지 공 개발에 의한 이주민의 주거만족도에 미

치는 요인에 한 연구를 진행하여 몇 가지 연구결과  

정책 ·실천  제언을 하 다. 이와 같이 택지개발 등의 

공 개발에 한 이주민의 신뢰 수 을 살펴보고, 이것

이 그들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까지 진행된 이 없었다. 특히, 본 연구의 

조사 상자들과 같이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

개발에 의해 비자발 인 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

에 한 신뢰가 새로운 주거에서의 만족에 큰 향을 미

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개발과정에서의 해당 

지역 주민과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서 실시한 공 개발에 의

해 발생한 이주민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주거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하여 개인의 인식이 아닌 지역수 의 

거시 인 에서 근하여 좀 더 포 인 연구를 시

도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의 주거만족도는 개발과정부터 

새로운 터 에 정착하기까지의 주요 단계에 따라 분석하

는 것이 그들의 삶을 개선하고 정부 정책에 유용한 기

자료가 될 것이므로 이러한 연구방법은 다음 연구에서 

실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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