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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물리적 자원의 상실 및 획득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안정의 매개 역할*9)

박 선 

(계명 학교)

[요 약]

이 연구는 저소득층이 겪는 물리적 자원에서의 상실과 획득이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

고 이들이 경제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경험하는 경제적 안정감이 그러한 상실 및 획득의 영향을 받아 안

녕감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자활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남녀 성인 

254명을 대상으로 물리적 자원의 상실과 획득, 경제안정, 안녕감의 수준을 살펴보고, 자원의 상실 및 

획득 각각이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관계와 이 관계에서 경제안정 수준이 보이는 매개역할을 구조방정

식모형 분석으로 검토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참여자들은 물리적 자원을 약간 잃거나 얻은 수

준이고 획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둘째, 경제안정 및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자원상실은 유의한 부적 

관계를, 획득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셋째, 자원상실은 경제안정과 안녕감 각각에 대해 유의한 

부적인 직접효과를 보인 한편 경제안정의 감소를 통해 안녕감을 감소시키는 간접효과도 유의하였다. 

끝으로, 자원획득 역시 경제안정과 안녕감 각각에 대해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이고 또 경제안정을 통한 

정적인 간접효과가 유의하여 자원상실과 획득 두 모형 모두에서 부분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실천에서 저소득층 성인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는 물리적 자원의 상실 및 

획득, 경제안정, 안녕감을 활용할 방안과 조사연구에서 가질 수 있는 함의를 찾고 제언하였다.

주제어: 경제안정, 물리적 자원, 안녕감, 저소득층, 자원상실, 자원이론, 자원획득

* 본 연구는 2011년도 계명 학교 비사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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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환경에 응하는 인간기능을 ‘스트레스― 처’ 관점에서 볼 때, 저소득층의 열악한 경제사정은 물리

적 여건의 제한을 가져오고 이는 심리사회적 자원이 처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해한다. 특히 자

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자산(assets)과 연결지어 볼 때, 넓은 의미의 물리적 자원은 가시적으로 보이

는 수입과 여유돈, 저축, 부동산, 생산과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예: 재봉틀) 및 가재도구, 가구, 

주거 등 뿐 아니라 비가시적인 신용, 교육과 지능, 기술 등의 인적 자본, 그러한 인적 자본의 가동을 

가능하게 하는 여유시간 등도 포함된다(Sherraden, 1991; Hobfoll et al., 2003). 이러한 물리적 자원은 

생산적 활동, 심신건강의 보전,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위한 밑바탕이 되어서 기본 생활을 위하게 할 

뿐 아니라 개인과 가족이 생애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반면 그 부족은 심신기능뿐 아니

라 안녕감을 저해하고 사회환경 속의 역경에 응하는 데 필요한 회복력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부정

적 향을 줄 수 있다(Wolff et al., 2009). '부족‘한 상태에 적응하게 되고 또 획득하는 바가 경험되는 

과정에서도 자원의 상실 혹은 획득과 같은 변동은 저소득층의 심신기능 및 안녕에 향을 주게 된다

(Hobfoll et al., 2003).

저소득층이 생활에 응하며 살아내는 데 소용되는 물리적 자원에서의 상실과 획득이 미치는 향

에 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심신의 안녕에 분명히 중요한 향을 준다. 즉, 빈곤이 진행되면서 빈번

히 유발되는 자원 상실은 우울이나 불안 등 비자발적인 스트레스반응 증상을 가져올 뿐 아니라 안녕

감을 저해하는 반면에 자원의 획득은 안녕감의 상승에 긍정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예: 

Strother, 2003; Wolff et al., 2009). 저소득층의 경제적 역경은 빈곤연구에서 당연한 전제조건으로 고

려되고 주로 ‘수입’으로 그 어려움이 단순화되어 표되는 경향으로 인해 물리적 자원의 상실이나 획

득 등 생활과 접한 이슈와 이러한 생활경험이 안녕에 주는 향에 해서는 드물게 파악되었다

(Diener and Fujita, 1995; Ennis et al., 2000; Ahnquist and Wamala, 2011).

저소득층의 물리적 자원의 상실 및 획득과 안녕감을 관계지어 보는 노력은 이들의 삶의 가장 바탕

이자 스트레스의 근원을 이해하는 일환으로서 중요하지만 그 향에 해서는 알려진 바가 드물고 그

간의 저소득층 스트레스 연구가 너무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지식의 간극을 메우는 의의가 있다. 

나아가 저소득층의 물리적 자원이 단순히 소비와 생존의 이슈에 그치지 않고 미래 삶을 위해 필요한 

현재의 안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는 근거를 밝힘으로써 물리적 자원의 제공과 배분의 의의를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중요한 안녕과의 관계 맥락에서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실천에서 ‘자원연

계’ 혹은 ‘자원제공’의 업무는 자원 부족 및 상실을 전제로 하게 되는데 이전의 상실경험과 현재의 획

득경험이 저소득층의 심신기능과 생활에 미치는 향을 알고, 나아가 안녕감과 연관되는 맥락 속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물리적 자원의 상실과 획득이 저소득층의 안녕에 향을 주는 관계의 도식에서 개인이 소속 환경

과 상호작용함으로써 형성하게 되는 인식의 특성과 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환경 속의 인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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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볼 때, 저소득층의 안녕은 사회전반적인 경제환경, 체감물가, 자신의 경제여건에 

한 상 적 인식, 노후생활 등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인식되는 경험인 경제안정성의 향을 받게 

된다. 사회인지와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환경으로부터 인간이 받는 향은 의사소통과 인지적 해석 및 

의미 생성 등을 통해 구성된 것이다(Brower and Nurius, 1993).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경제환경을 이

해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들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형성한 인지적 이해로서 소속 사회에서의 경제

안정감이 어떠한지 그러한 인식을 반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환경인식에는 개인의 삶의 경험이 

향을 주어 그러한 인지적 이해 혹은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므로 개인과 환경이 상호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개인 인지 및 안녕의 상호 향관계를 보여주는 예는 저소득층이 경기악화

라는 환경에 상 적으로 민감하고 가계에 더 쉽게 타격을 받거나1), IMF 등 경제위기 시기에 정신건

강 상태가 악화되고 자살자가 증가한 경우들(예: 김의철․박 신, 1999; 은기수, 2005; 김종섭, 2010)

에서 개인의 부정적 생활 사건과 심신기능의 약화가 환경적 불안정성의 향을 받아 안녕감이 피폐해

지고 극단적인 경우 자살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소득층이 개인적으로 겪는 물리적 자원의 상실과 획득경험은 그러한 경제안정성의 수준에 향

을 주고 이러한 자원변동 경험과 환경에의 인식이 다시 안녕에 향을 줄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물리적 자원이 상실되는 개인 경험은 환경에의 인식을 포함하는 경제안정감을 약화시키고 이는 안녕

감을 저해할 것이다. 반면 자원의 획득은 비록 환경에 해 보다 긍정적 관점을 취하게 하여 안녕감

도 촉진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위기 및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심신기능 및 안

녕에 향을 미치는 한편 그러한 재해로 인해 각박해진 지역사회환경 혹은 환경으로부터의 지지가 안

녕에 간접효과를 보이고 자산형성이 경제안정성에 정적 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예: Kaniasty and 

Norris, 1993, 1995; Ironson, et al., 1997; King et al., 1998; Chowa and Elliott III, 2011)에 의해 지지

된다.

그동안 ‘수입’ 변수를 통해 저소득층의 상황이 변되었고 실제 물리적 자원의 부족과 상실의 이슈

는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더욱이 경제안정이 안녕감과 연관되어 고찰된 예는 매우 드물었다. 저소득층

이므로 물리적 자원의 부족과 경제불안정이 암묵적으로 당연시 된 경향이 있고 주로 심리적 개념들이 

고찰되었다. 이로 인해 물리적 자원의 상실이나 획득과 같이 이들 생활에 천착된 중요한 이슈를 누락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최근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나 경제를 고찰하는 연구들이 이 점을 지적하고 

보다 생활에 착된 변수들을 고찰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서(예: Heflin and Iceland, 2009; Ahnquist 

and Wamala, 2011; Chowa and Elliott III, 2011; Corman et al., 2012) 본 연구는 탐색적인 수준이지

만 시의 적절하다고 본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중시되는 생태체계 틀에서 저소득층의 스트레스― 처를 확장하여,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물리적 자원상실 및 획득의 각 경험이 경제환경 속에서 경험의 결과인 경제안정에 향을 

주고 이러한 관계가 안녕감을 형성하는 관계구조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저소득층 성인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자원의 상실과 획득, 경제적 안정, 안녕감의 수준과 이들 

1) 저소득층의 체감 물가는 상 적으로 더 쉽게 상승하여 경제불안과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향
신문, 201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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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자원의 상실이 안녕감에 향을 주는 관계와 그러한 관계에서 경

제안정이 보이는 매개역할을 검토하 다. 끝으로, 저소득층 성인들이 경험하는 자원의 획득이 안녕에 

향을 주는 관계와 그 관계에서 경제안정이 보이는 매개역할을 검토하 다.

2. 이론적 배경

1) 저소득층의 자원상실 및 획득과 안녕감 간의 관계

(1) 자원의 개념 및 자원의 상실과 획득

유기체로서 인간이 환경에 응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원의 개념은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처’에서 응력을 발휘하게 하는 2차 감정평가(second appraisal)에 필

수적이다. 자원의 개념은 빈곤이나 재해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연구에서 확장되어 생태환경

과 상호작용하는 맥락에서 인간의 동기와 행동을 활성화하거나 위축되게 하는 역동적 관계로 연구된

다(예: Hobfoll, 1989; 2001; Holahan et al., 1999; Gorgievski-Duijvesteijn et al., 2005). 특히 단기, 장

기적인 경제압박은 저소득층의 금전적, 인적, 생산과 재생산을 위한 도구적인 제반 물리적 자원을 부

족하게 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연명하는 것을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안녕을 저해하게 된다

(Sherraden, 1991; Hobfoll et al., 2003). 자원보존이론(conservation of resources)은 저소득층이 물리

적 자원을 보유하고자 하지만 상실되는 현실에 직면해서도 소유하고, 보존하며 다시 또 형성하려 하

는 인지행동적 측면과 스트레스 응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특히 개인이 가치를 두는 자원이 잠재적

으로 혹은 실제 상실되는 것이 위협적이므로 빈곤, 폭력, 재해 등 상실이 경험되는 상황에서 긍정적 

인지, 정서를 동원하거나 주변 친지의 신용을 활용하는 등 한 역의 자원을 다른 자원에 투자하고 

재투자하여 자신의 자원을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시된다(Hobfoll, 1989; Sherraden, 1991; Hobfoll 

et al., 2003). 이렇듯 생활 환경 조건에 따라 상실되거나 획득되는 자원은 개인이 바라는 바를 진전시

키고 생활향상을 위한 목적에 사용되며 안녕에 향을 주게 된다.

저소득층의 기본 자산이 부족하고 빈곤이 진행되면서 건강악화나 부채, 가족갈등 등 상실의 부정적 

향이 보다 심각하게 나타난다(Hobfoll, 1989; Belle, 1990; Norris and Kaniasty, 1996). 한편 저소득

층의 자산(asset) 마련이 삶의 동기를 높이고 자존감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원활

히 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고 복지제도에도 반 된 바에서 물리적 자원획득의 중요성이 시사된다

(Sherraden, 1991; Shobe and Christy-McMullin, 2006).

저소득층의 물리적 자원 상실 및 획득 경험은 양적 연구 뿐 아니라 탈빈곤과 관련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도 파악된다. 저소득층 가구 및 한부모 여성가장에 한 연구들(조은․조옥라, 1991; 황정임 

외, 2005; 장세훈, 2006; 정미숙, 2007; 이혜숙․임은하, 2009; 한겨레 21, 2010; Strother, 2003; 

Krishna, 2004; Seiling, 2006)에서 물리적 자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 보면, 첫째, 저소득층의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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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와 장기화되는 빈곤은 물리적 자원 상실과 같은 부정적 사건들과 연관된다. 저소득층은 개 자

원의 상실과 획득 모두를 겪지만 물리적 자원이 위협받고 상실되는 상황은 다른 부정적인 일들도 동

시에 혹은 연속하여 동반하므로 충분한 자원을 다시 얻기 힘들어지고 스트레스가 증가된다. 예를 들

면, 가족원의 질환 및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치료비용, 빚 등이 연이어 가계를 악화시킨다.

둘째, 저소득층 성인들이 목적하는 바는 제도권의 이슈인 탈빈곤 혹은 탈복지의존이 아니라 경제적

으로 안정되고 주류 경제활동을 하며 보다 잘사는 것이다.

셋째, 그러한 경제난 극복과정에서 성공한 참여자들은 교육과 근로 경력을 쌓기 위한 기회의 활용, 

다수의 시간제 일 등 방법을 통해 개인적으로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이것이 차후 자원획득의 기반이 

된다. 이는 비록 복지제도권의 시각에서는 통제될 일이지만 일과 여유 돈 같은 자원의 획득은 개인 

및 가족 생활에 긍정적이고 탈빈곤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덧붙여, 다수의 일을 하여 자원을 획득

하기 위해서는 경제환경에 한 정보가 중요하다.

끝으로, 지역사회의 지지체계들을 통해 자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중요

하므로 자활센터와 같은 공적 지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용하다. 공식 및 비공식 사회

체계들과의 상호작용은 저소득층이 소속 환경의 경제성장과 유 감을 갖고 안정감을 갖는 데 중요하

다(Krishna, 2004).

(2) 자원의 상실 및 획득과 안녕감 간의 관계

자원의 상실 및 획득과 안녕감 사이의 관계를 상정하자면 과연 안녕감이 안정적인 개념인가 혹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가라는 의문이 먼저 제기될 수 있다. 적합한 생활 환경(life niche) 속의 안녕을 

추구하는 유기체로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안녕감은 복권당첨이나 중도장애, 수용소 감금과 같은 극단

적인 사건이나 외상을 경험한 후에도 이전 상태로 복귀되는 상당히 안정적인 심신의 상태이자 생활에 

만족하는 정도로 알려져 있다(Brickman et al., 1978; Diener and Fujita, 1995). 그러나 최근 수 개월 

내 생활사건은 안녕감에 향을 주고, 특히 구체적 자원 목록의 합산점수(sum)를 통해 안녕감의 변화

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Suh et al., 1996). 재해로 인한 외상은 장기적으로 여파가 있고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결과도 있어서(Norris and Kaniasty, 1996), 상실이 장기화되는 경우 심신기능 및 

안녕에 부정적 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추론된다.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위치 및 삶의 질(예: 건강, 생활만족, 안녕)과 관련되는 요인은 수입을 중

심으로 고찰되어 그 외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내는 요인에는 관심이 상 적으로 소홀했고 안녕과 같은 

긍정적 심리사회적 기능 보다는 디스트레스, 무망감, 불안 등 부정성에 초점을 두었다(Ahnquist and 

Wamala, 2011). 사회환경을 고려한다면 수입의 감소 뿐 아니라 생계비, 의식주 자원, 교통비, 의료비 

등 물리적 자원 및 그 상실과 같은 경제적 고충을 나타내는 변수를 고려하고, 안녕감과 같은 삶의 원

동력이 될 수 있는 요인과의 관계가 파악되어 사회복지실천 개입에 응용될 필요가 있다.

경제적 곤란과 안녕감 사이의 관계는 국가 간 비교연구로부터 함의되는 바가 있다. 즉 경제부국 사

회구성원들의 안녕감이 안정적이고 수입 보다는 사회관계와 같은 사회적 자원이 안녕감에 중요한 반

면, 경제 낙후국의 경우 수입이나 금전 등 물질자원이 안녕감에 중요하게 나타난다(Veenhovern, 



340  한국사회복지학 제65권 제 2 호

1991; Diener et al., 1993). 이는 한 사회 내에서도 유사하여, 저소득층에게는 기본 생계와 생활 유지

를 위한 물질, 일할 여력, 교통수단, 의료 등 물리적 자원이 절실하고 안녕감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 

기존 연구에서 저소득층 자원의 획득보다는 상실에 관한 자료가 상 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는 스

트레스 및 안녕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생활사건 보다 부정적 사건에 한 연구가 보다 많은 현황과 일

관되게 취약층에서의 부족과 결핍의 중요성과 함께 그에 해 초점을 두는 연구경향을 반 하기도 한

다. 상실을 포함한 복수의 부정적 사건이 유발되는 빈곤상황은 규제하기 힘든 신체생리적인 스트레스 

반응 증상(예: 심장박동 및 질환)을 유발하고 면역체계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분노, 

불안, 공격성, 우울의 증가 등으로 심신기능을 약화시키고 자신감과 사회적 지지의 감소 등 사회생활

을 방해한다(Ironson et al., 1997; Hobfoll et al., 2003; Wolff et al., 2009). 따라서 ‘생계악화―심신기

능약화―사회기능 및 관계약화’로 연이어 유발되는 상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개입이 중요해진다. 

반면 자원획득과 같은 긍정적 생활사건이 심신기능과 안녕,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 삶의 의지

에도 긍정적 향을 주는 것은 이론적으로나(예: Hobfoll, 1989; 2001; Hobfoll and Lilly, 1993), 경험

적으로(예: Murrell and Norris, 1984; Wells et al., 1999; Kumar and George, 2013) 지지되고 있다. 

자원 상실과 획득의 상 적 향력에 한 결과는 소수이고 다양하다. 일반인의 10년 장기추적조사

(Holahan et al., 1999)에서 자원상실은 디스트레스의 증가에, 획득은 디스트레스의 감소에 유사한 정

도의 관련성을 보 다. 한편 도시빈민 여성에 한 9개월 추적조사(Hobfoll et al., 2003)에서 상실이 

획득보다 디스트레스에 강한 향을 주어 부정적인 방향의 변화가 긍정적 변화보다 저소득층에게 강

한 향을 제공했다. 자원변화 경험의 향력은 수 년과 같이 너무 긴 기간을 상정하기보다 약 6개월 

내 최근 유발되는 물리적 상실 경험이 우울, 심리적 디스트레스 등 부정적 심신기능에 미치는 향을 

관찰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제안된다(Ennis et al., 2000).

2) 저소득층 성인들의 경제안정과 안녕감 간의 관계

(1) 경제안정의 개념 및 저소득층의 경제안정감

경제적 안정은 가계의 안정, 앞으로 가계가 나아질 가능성, 전체 경제환경 속에서 자신의 위치, 개

인 경제사정의 상 적 수준 등 다차원에서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며,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감의 연속선

상의 어느 수준을 느끼며 살아간다(조호정, 2011).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처한 경제 환경이 안정되

고 주변 사람들과 유사하게 살고 있다는 체험은 삶에 만족하고 안녕감을 경험하는 데 중요하다. 나아

가 경제안정은 자신이 전체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절 적으로나 타인과 비교하여 볼 때에도 생활이 

조금씩 나아진다고 경험하는 것은 저소득층이 경제난을 극복하고 안녕을 추구하는 것을 보다 촉진할 

수 있고 특히 집단문화가 상 적으로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녕에 중요해 보인다(Holahan et al., 

1999; Krishna, 2004). 부탄이나 북구 유럽과 같이 사회경제적 안정과 평등 수준이 높은 경우 국민의 

안녕감이 상 적으로 높은 것을 보면 사회적인 경제안정감이 안녕감에 중요하다는 것이 시사된다.

‘경제안정’은 주로 거시경제체제나 시장의 변동 폭이 크지 않게 안정적인 것을 의미하여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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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차원에서도 담론으로 중시되지만 후자에 한 경험적 검토가 많지 않다. 경제악화의 향으로 

인한 체험으로 인해 경제안정감이 혼인인구와 시기, 자녀출산계획 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향을 준

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고, 인간행동 이론에서도 예를 들면,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서 두 번째로 

꼽히는 안전감과 관련되지만 경험적으로는 드물게 논의되었다. 경제안정의 수준이 반 되는 행복지수

나 경제행복지수에 한 보도에는 개 사회경제적 요인이 고려되지 않고, 저소득층에 한 연구일 

경우 ‘경제적 박탈’과 같은 부족과 결핍에 초점이 두어지고 불안정성이 강조되는 형편이다(예: 국민일

보, 2013; 동아일보, 2013; Vetter et al., 2006). 개인과 가족이 경험하는 경제안정감의 중요성에 가치

를 두면, 비록 양적 연구의 경험적 결과가 부족하더라도 탐색적 연구부터 시작되어야 하므로 이 연구

에서는 저소득층이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구성하는 인지적 이해로서 경제안정의 향을 이해하고자 한

다. ‘저소득층’의 의미에 절  및 상 적 자산의 부족이 함의되지만 낮은 경제안정 수준을 당연시 할 

수 없다. 경제안정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데 원동력이 되고, 빈곤정책을 통한 사회적 지원

의 효과를 생활의 맥락 속에서 가늠할 수 있는 한 방도가 될 수 있다(Ahnquist and Wamala, 2011). 

따라서 저소득층이 경제환경에 반응하는 체감으로서 경제안정을 복지욕구의 일환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2) 경제안정과 안녕감 간의 관계

환경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행위주체(agency)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경제안정은 단순히 환경요

인만이 아니라 자신이 현 사회의 경제환경을 얼마나 안정되고 남들과 비교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감내

할 정도로 편안하게 여기는지가 인지 틀(schemas)을 통해 반 되는 개인적 요인이다(Berlin, 2002). 

사회인지 연구들을 보면 개인이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바 즉 인지가 심신기능에 미치는 

향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사회적으로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사회인지는 긍정

적인 향을 주는 바와 같이 사회환경에 한 우호적 인식은 안녕에 긍정적 향을 주지만 사회환경

을 각박하고 불안정하게 파악하는 인지는 안녕감을 감해할 수 있다(예: Norris  and Kaniasty, 1996; 

Ross, 2000). 따라서 저소득층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소(niche)를 마련할 기회를 찾는 맥락에서 경제

안정과 안녕의 수준이 파악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이 처한 경제 상황이 그들의 심신 안녕에 미치는 향은 주로 정신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경제압박은 적 감과 우울감을 증가시키고(이상문, 2008), 경제난

을 겪는 와중의 외상과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하여 겪는 디스트레스가 우울증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엄태완, 2008). 저소득층 성인의 개인적(예: 자기효능감, 자존감), 사회적(예: 사회적 지지) 

자원은 경제적 압박감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안되고(Seiling, 2006) 우울을 포함한 정신적 고통도 

완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상문, 2008; Mitchell and LaGory, 2002). 이는 개인의 힘으로 

변화시키기 힘든 사회구조적 난관을 함의하는 한편, 이들의 친구나 친지 역시 경제압박 하에 있어서 

지원을 제공하기 힘들기 때문일 수 있다(Seiling, 2006).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지원 제도가 정착되었을 

때 경제활동이 증가되고 저축이 가능해져서 심신이 안정되는 결과(Shobe and Christy-McMullin, 

2006)에서 경제안정의 중요성이 시사되고, 이 경제안정은 안녕에 유의한 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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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3) 저소득층의 자원 상실 및 획득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경제안정의 매개 역할

자원상실과 획득은 각각 안녕감에 부적 및 정적으로 직접 향을 줄 수도 있지만 환경과 상호작용

하는 유기체로서 저소득층이 민감한 경제환경의 안정성에 한 인식을 통해서도 안녕감에 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원상실은 경제안정을 감소시키고 경제안정의 감소는 안녕감을 감소시킬 수 있

을 것이다. 반 로 자원획득은 경제안정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안녕감이 향상될 수 있어서 경제안

정의 감소와 상승의 수준이 자원변동과 안녕감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이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검

토하는 이러한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와 그 방향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자원상실의 모형> <자원획득의 모형>

※ —는 부적관계, +는 정적 관계

<그림 1>  자원상실이 경제안정을 통해 안녕감에 미치는 계구조의 연구모형

저소득층에서 특히 우려되는 상실의 모형을 유추할 수 있는 기존 결과를 보면, 규모 폭풍으로 황

폐해진 지역의 경제상실은 디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지역환경의 상호 원조에 한 인식이 이 관계를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예: Kaniasty and Norris, 1993; 1995; Ironson et al., 1997; King et al., 

1998). 자연재해 지역에서의 상실 경험은 사회환경을 더욱 각박하게 인식하게 하고 이는 다시 외상후 

증상의 악화 등 안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Kaniasty and Norris, 1993; 1995). 또 가족 및 사

회환경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폭력을 경험한 아동 및 청소년은 소속 환경을 위협적이고 불안정한 것

으로 인지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인지는 신경생물체계의 기제를 변화시킬 수 있고 공격성과 같은 부적

절한 행동을 유발한다(Bradshaw and Garbarino, 2004).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사회경제적 취약층의 처기능과 인간 회복력 향상을 위해 자원제공을 핵심 

과업으로 삼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자원이 저소득층에게 미치는 향의 본질이나 다른 심신기능 

및 안녕과의 관계에 한 경험적 근거와 이론 개발은 부족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 자산

(asset)이 부족하고 사회경제 환경조건이 열악한 저소득층이 경제난에 응해 나가는데 밑바탕이 되

는 물리적 자원 및 그 상실과 획득이 보다 나은 삶의 목적이자 적응을 위한 원동력이 되는 안녕감에 

미치는 향과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들 성인이 체감하는 경제안정이 나타내는 매개역할에 해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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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 다.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경제난과 자원상실을 보다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간 

차이를 두고 파악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자원에 한 기초 연구가 부족하고,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상실과 획득 정도를 파악하는 인지기능을 고려할 때 

탐색적 연구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구광역시 7개 지역에 소재한 8개 자활센터에서 운 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성인들

을 중심으로 하 다. 이들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일반 및 조건부 수급을 받는 

저소득층이었다.

각 자활센터에서 가능한 많은 참여자들이 모이는 일시에 연구자가 설문조사의 의도와 협조사항을 

먼저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에 응답을 구하 다. 자료수집은 이와 같이 제도 및 기관

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목표로 하는 표본 수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하는 눈덩이표집방법

(snowball sampling)에 의해 수행되었다. 조사 절차는, 우선 완성된 질문지를 토 로 잠재적 연구 참

여자들 약 40명을 상으로 예비조사를 하여 질문지 내용에 한 이해를 점검하고 질문지를 수정·보

완하 다. 예비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11년 7월에 수행되었고 본조사는 2011년 8-11월에 수행되었

다. 본조사 참여자는 총 276명2)이었고 이 중 미완성 질문지 22부를 제외한 254부에 해당하는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 도구

(1) 자원의 상실과 획득

저소득층의 생활에 필요한 자원의 상실과 획득을 알아보기 위해 Hobfoll과 Lilly(1993)가 개발한 74

항목의 자원보존평가(Conservation of Resources Evaluation, CRE)를 기본 틀로 하 다. Hobfoll과 

Lilly(1993)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자원이 다양하므로 연구자가 상황에 맞게 이 목록을 수정·보완

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 다. 여기서는 김기태 외(2007)가 수정한 CRE 40항목들 중 물리적 자원과 

관련되는 17문항을 사용하 다. 이 항목들은 예를 들면, 가구, 음식, 의류, 주거, 수입, 의료비, 교통비, 

비상금, 신용, 여유 돈, 자유 시간 등과 관련된다.

2) 본 연구자료를 수집한 8개 지역자활센터 별 참여자 수는 남구지역자활센터 46명, 달서지역자활센터 
48명, 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 19명, 달성지역자활센터 26명, 구광역시자활센터 27명, 동구 지역자활
센터 28명, 북구지역자활센터 15명, 서구지역자활센터 45명이었다.



344  한국사회복지학 제65권 제 2 호

자원목록은 생활사건과 같은 체크리스트이고, 경제난 중 물리적 자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

하도록 해 주는 장점이 있다. 각 응답자에게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므로 신뢰도 계수 보고는 생

략된다(Wells et al., 1999). 본 연구에서도 각 자원 항목에 해 참여자가 최근 6개월 동안의 경험을 

토 로 상실 혹은 획득 정도를 4점 척도(해당없음, 조금/많이/ 단히 많이 얻었다/잃었다)로 평가하

고 이 17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상실 혹은 획득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 다.

(2) 경제안정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경제안정은 현 경제연구원(조호정, 2011)이 개발한 12문항으로 구성된 경제

행복지수의 7문항을 사용하 다. 12문항의 요인분석결과 경제안정 및 행복에 해당하는 9문항과 상

적 박탈 및 열등감에 해당하는 2요인이 도출되었다.3) 이 중 9문항이 경제안정 및 행복을 나타내는 요

인에 부하되었고, 이 중 2문항은 경제행복을 묻는 항목이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안녕감과 개념적

으로 중복되므로 제외하고 7문항을 사용하 다. 이들은 예를 들면, ‘나의 일자리와 소득은 비교적 안

정적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내 노후의 경제상황은 안정적일 것 같다’ 등이다. 각 문항을 6점 척도(전

혀 그렇지 않다/ 부분 그렇지 않다/약간 그렇지 않다/약간 그렇다/어느 정도 그렇다/전적으로 그렇

다)로 평정하여 7문항의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안정 수준이 높고 낮을수록 안정감이 감소하는 것

으로 해석하 다. 이들 7문항의 신뢰도 계수(Chronbach's alpha)는 .80이었다.

(3) 안녕감

본 연구의 초점인 저소득층의 물리적 여건 및 경제상황과 일관되고 경제를 포함한 생활에 만족하

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총체적으로 개념화하기 위해 안녕감은 각각 단일문항으로 이루어진 생활만

족과 현재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 그리고 긍정적 정서4)의 8문항을 사용해 구성하고 그 합산점수

(composite score)도 사용하 다. 긍정적 정서는 Watson 외(1988, 고려 학교 행동과학연구소, 1998에

서 재인용)의 정서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이용해 6점 척도

로 측정하 다.5)

3) 주축요인분석과 베리멕스회전 결과로 요인 구성을 살펴보았다. 

4) 이들은 요인분석 결과 한 차원을 구성하 다. 합산 점수는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에 사용되었고 
구조방정식모형에는 안녕감을 나타내는 이 세 가지가 관찰변수로 투입되었다. 이들 10문항은 하나의 
척도가 아니므로 신뢰도 계수는 생략하 다.

5) PANAS에서 긍정적 정서는 10문항으로 구성되지만 본 연구에서 예비조사를 한 결과 두 문항(‘정신
바짝차린’과 ‘흥분된’)이 긍정적 정서로 이해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 두 문항을 제외하
고 8문항을 사용하 다. 여기서 사용된 8문항의 예는 ‘흥미진진한,’ ‘원기왕성한’ 등이다. 이 8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8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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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8.0을 사용하여 자료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첫째, 참여자들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 자원 상실과 획득, 경제적 안정, 안녕감 각각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

다. 둘째, 자원 상실과 획득, 경제적 안정, 안녕감 등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 다. 이

들 각 측정 변수의 왜도는 2 미만이고 첨도는 3이하여서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시키고, 이상점(outlier)

은 없었다.

셋째, 자원상실 혹은 획득, 경제안정, 안녕감 사이 관계구조의 적합도와 이론 변수들 간의 관계 경

로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토하 다. 본 연구모형은 복잡하지 않지만 회귀분석을 사용하는 경우

보다 측정오차를 통제하여 통계 검증력이 낫고 상실모형과 획득모형 각각의 적합도를 파악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고려하 다(서 석, 2010). 자원 변수들과 경제안정은 각각 단일 차원으로 구성되어 문항결

합(item parceling)을 통해 세 개 요인으로 묶고 나머지 변수들은 해당 문항 혹은 세부척도를 분석에 

투입하 다(서 석, 2010). 모수는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추정하 다. 구

조모형의 적합도는 카이자승값 뿐 아니라 이보다 표본 크기에 덜 좌우되는 CMIN/df, NFI, TLI, CFI, 

RMSEA가 사용되었다. 끝으로 자원상실 혹은 획득이 경제안정 및 안녕감에 향을 주는 관계에서 

직접, 간접, 및 총효과를 검토하 다. 이 구조모형분석에서 간접 및 총효과의 유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Bootstrap 분석을 하 다.

4. 분석결과

1)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1>은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들 중 여성이 198명으로 

남성(56명)보다 많았다. 이는 자활센터 참여자들 중 일반적으로 여성이 다수인 현황과 일관된다. 참

여자들의 연령은 20세부터 64세로 평균 약 48세(sd=6.85)이고 교육 기간은 평균 약 11년으로 고졸 

이하의 교육수준을 보 다.

참여자들의 다수(63.1%)가 배우자가 없고 그 사유로는 이혼(93명)이 많고, 그 다음 사별(35명), 

미혼(18명), 별거(13명) 순이었다. 참여자들 다수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74.3%). 거주지는 월세가 

가장 많고(40.5%), 그 다음 공공 및 무상 임 (26.6%), 전세(19.8%), 자가(6.0%), 기타(4.4%), 친척

집(2.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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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참여자들의 일반  사항 (N=254)

빈도/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성 56

여성 198

연령(N=251) 20-64 47.82(6.85)  

교육연수 10.70(3.06)

혼인상태
(N=252)

기혼 93(36.9)

미혼 18(7.1)

별거 13(5.2)

사별 35(13.9)

이혼 93(36.9)

종교
(N=253)

무 65(25.7)

유 188(74.3)

주거형태
(N=252)

자가 15(6.0)

전세 50(19.8)

월세 102(40.5)

임대(공공 및 무상) 67(26.6)

친척집 7(2.8)

기타 11(4.4)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표 2>는 본 연구의 주요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수준을 보여준다. 자원상실과 획득 모두 전체 범위 0-88점을 고려할 때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고 자

원상실과 획득 간의 평균차이가 유의하여(t=-4.77, df=253, p<.001), 자원상실보다 획득 경험을 유의

하게 높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6점 척도를 고려할 때 경제안정(평균: 2.48, SD=1.00) 수준은 ‘약간 

안정적이지 않은(3점)’ 수준보다 낮고 안녕감(평균: 3.19, SD=.66)도 ‘약간의’ 안녕감 수준에 못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심하지는 않지만 경제안정과 안념감이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간의 관계는 체로 예측되는 방향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다. 자원상실은 자원획득

과 가장 높은 수준의 부적 관계를 보 고(r=-.82, p<.001), 경제안정(r=-.33, p<.001), 안녕감(r=-.34, 

p<.0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자원상실이 많을수록 경제적 안정과 안녕이 모두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로 자원의 획득은 경제안정(r=.46, p<.001) 및 안녕감(r=.38, p<.001)과 유의한 정적 관

계를 보 다. 경제안정은 안녕감과  정적관계(r=.42 p<.001)를 보 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자원획득이 

경제안정 및 안녕감과 관련된 변수들과 갖는 상관관계(평균 r=.42)가 자원상실이 갖는 상관관계(평

균 r=.34)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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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들 간의 상 계(N=254)

자  원
경제안정 안녕감

평 균
(표준편차)상 실 획 득

자원  
상실  - 16.65(9.54)

획득 -.822***   - 21.80(8.47)

경제안정 -.331*** .464***   -  2.48(1.00)

안녕감 -.342*** .376*** .422*** -  3.19( .66)

 ***p<.001

3) 연구모형의 검토

(1) 자원상실 및 자원획득 관계구조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의 자원상실과 획득 각각을 나타내는 두 가지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를 <표 3>이 보

여준다. 카이자승(2) 값이 자원상실 모형은 무의미하여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고, 획득 모형의 경우 

유의하 다. 표본 수에 상 적으로 덜 민감한 다른 적합도 지수들은 두 모형 모두에 해 양호한 수

준으로 나타났다. 두 모형 각각에서 NFI는 .95-.96 수준, TLI와 CFI는 .97-.99 수준, RMSEA는 

.03-.05 수준으로 양호하 다. 따라서 각 모형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구조를 검토하고 특히 자원상실 

및 획득이 경제안정과 안녕에 주는 직접 및 간접효과를 검토할 수 있었다. 

<표 3>  자원상실과 획득 모형의 합도

   X2 df, p CMIN/df NFI  TLI   CFI RMSEA

연구모형 1. 

자원상실
29.530 24, .201   1.230 .959  .988   .992 .030

연구모형 2. 

자원획득
40.359 24, .020   1.682 .947  .966   .978 .052

(2) 자원상실, 경제안정, 안녕감 구조모형의 관계구조 및 효과분해

자원상실과 경제안정 수준이 안녕감에 향을 미치는 관계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여기서 제시된 모든 측정 변수들과 잠재 변수들 간의 관계는 p<.001 수준에서 유의

하 다. 즉 자원상실은 안녕감(=-.36)과 경제안정(=-.39) 각각에 해 부적 향을 주어 안녕감

과 경제안정 각각을 감소시켰다. 경제안정 수준은 안녕감에 해 유의한 정적 향을 주어 경제안정

의 감소는 안녕감의 감소로6), 경제안정의 증가는 안녕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66).

6) <그림 1>에서는 자원상실을 고려할 때 경제안정의 감소가 안녕감의 감소에 향을 주는 감소의 의
미를 나타내기 위해 마이너스 부호로 표시되었다. <그림 2>에서 부호의 차이가 있는 것은 경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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ℬ

<그림 2>  자원상실이 경제안정의 감소7)를 통해 안녕감에 미치는 향의 경로

<표 4>는 자원상실과 경제안정이 안녕감에 미치는 향을 직접, 간접, 총효과로 분해한 결과를 보

여준다. 자원상실이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36, p<.01)와 간접효과(=-.26, p<.05)는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 다. 이 간접효과는 자원상실이 안녕을 감소시키는 총효과(=-.62, p<.05)의 약 

42%를 차지하고 부분매개모형을 지지한다. 따라서 본 연구 참여자들인 저소득층 성인들의 자원상실

은 직접적으로 안녕감을 감소시키는 한편 경제안정의 감소를 통해서도 안녕감이 저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자원상실이 경제안정을 통해 안녕감에 향을 미치는 효과분해

예측변수 내생변수(매개변수 및 종속변수)

자원상실 경제안정 안녕감

    직접효과 .393* -.361**

    간접효과 -.258*

    총효과 -.393* -.619*

경제안정

    직접효과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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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안녕감의 표면적 의미가 긍정적이고 측정에서 동일 방향으로 평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효과분해
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7) 연구방법의 척도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경제안정과 안녕감 모두 점수가 낮을수록 감소되고 높을수
록 향상되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자원상실의 향에 따라 경제안정이 감소되고 안녕감도 감소
되는 식의 정적 관계이므로 이와 같이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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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획득, 경제안정, 안녕감 구조모형의 관계구조 및 효과분해

자원획득과 경제안정이 안녕감에 향을 미치는 관계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는 <그

림 3>과 같다. 자원획득을 중심으로 한 이 모형에 포함된 모든 측정 변수들과 잠재 변수들 간의 관계 

역시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 다. 구체적으로, 자원획득은 안녕감에 해 정적 향을 주어(

=.31) 향상시키고, 경제안정에 해서도 유의하게 정적인 향을 주었다(=.55). 경제안정 역시 안

녕감에 유의한 정적 향을 주어(=.63)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ℬ

<그림 3>  자원획득이 경제안정의 향상을 통해 안녕감에 미치는 향의 경로

<표 5>는 자원획득과 경제안정이 안녕감에 미치는 향을 직접, 간접, 총효과로 분해한 결과를 보

여준다. 자원획득이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31, p<.05)와 간접효과(=.35 p<.01) 모두 정적으

로 유의하 다. 이 간접효과는 자원획득이 안녕감에 미치는 총효과(=.65, p<.01)의 약 53%를 차지

하여 부분매개모형이 지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저소득층 성인들이 경험하는 자원

획득은 안녕감을 직접 향상시키는 한편 경제안정의 향상을 통해서도 안녕감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자원획득이 경제안정을 통해 안녕감에 향을 미치는 효과분해 

예측변수 내생변수(매개변수 및 종속변수)

자원획득 경제안정 안녕감

    직접효과 .548** .305*

    간접효과 .345*

    총효과 .548** .649*

경제안정

    직접효과 .629*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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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함의

1990년 말 이후 주기적인 경제악화와 복지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행복, 안녕(well-being), 경제

안정과 경제민주화가 곳곳에서 캐치프레이즈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저소득층의 복지

를 위해 ‘자원제공’이 강조되어왔으나 물리적 자원과 사회환경 속에서 경험되는 경제적 안정이 저소득

층 삶의 맥락에서 어떠한 구도로 안녕과 관련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용한지에 한 지식은 부족하

다. 이에 이 연구는 자활센터를 이용하는 254명의 남녀 저소득층 성인들을 중심으로 자원 상실과 획

득이라는 삶에 천착된 경험이 경제환경의 체험인 경제안정, 그리고 안녕감에 어떠한 관계구도로 향

을 주는지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검토하 다.

이 연구 참여자들이 경제적 도움, 교통비, 비상금, 수입, 여유돈, 여유시간, 의료비 등 물리적 자원에

서 경험한 상실과 획득의 수준은 약간 잃거나 약간 얻은 수준이고 상 적으로 획득한 수준이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힘든 경제현실에서도 획득한 바가 있고 이것이 긍정적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참여자들은 일자리 및 소득, 노후, 상 적 경제수준, 경제평등 등을 

포괄하는 경제안정을 약간 낮게 경험하며, 안녕감은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헌이나 

보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저소득층 성인들의 체감 경제는 일자리부터 사회적 경제평등 면에서 안정

되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을 시사하는 한편 심각하게 저조하지는 않지만 만족하는 수준 이하를 

보이는 안녕감이 향상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자원상실은 기존 문헌을 토 로 예상되는 바와 일관되게 경제안정 및 

안녕감과 부적 관계를 보여서 물리적 자원의 유의성을 시사하 다. 한편 상실보다 높은 획득의 수준

과 획득이 다른 변수들과 상관관계가 평균적으로 더 높은 결과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상실과 획득이 

공존하고 물리적 자원에서 얻는 바가 인식되어 긍정적 기능에 향을 주므로 기존 문헌(정미숙, 

2007; 이혜숙․임은하, 2009; Strother, 2003; Seiling, 2006)과 일관된다. 이러한 획득한 자원을 인식

하는 것은 강점이 될 수 있고 이는 차후 스트레스- 처에서 긍정적인 일상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새

길 수 있는 능력(Folkman, 1997)을 고양하는 개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구조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검토한 결과, ‘자원상실―경제안정―안녕

감’의 구조모형이 상 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인 것은 저소득층의 자원과 경제안정 및 안녕감이 상

실의 모형으로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기존 연구(Wells et al., 1999; Hobfoll et al, 2003)와 일관된

다고 볼 수 있다. 두 모형 각각이 부분매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물리적 자원의 상실은 기존 

문헌을 토 로 예상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경제안정과 안녕감을 직접 감소시키고, 경제안정의 감소

를 통해서도 안녕감을 감소시켰다. 반면 물리적 자원의 획득은 경제안정과 안녕감을 향상시키고 경제

안정의 향상을 통해서도 안녕감을 향상시켰다.

이 결과는 저소득층의 물리적 자원의 상실 혹은 획득이 안녕감에 중요하다는 것과 그러한 경험이 

안녕감에 미치는 향에서 사회․경제 환경과의 경험 즉 경제안정 수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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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안녕감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일부 지지되는 것은 기존 연구결

과(예: Kaniasty and Norris, 1993, 1995; Ironson et al., 1997; King et al., 1998)와도 일관된다. 아울

러 각 모형에서 안녕감에 한 설명력(R2=.75 and .70)이나 자원상실 및 획득의 안녕감에 한 총효

과 비 직접효과의 비율(58% vs. 47%)로 볼 때 자원상실이 안녕감에 해 보이는 향력이 상 적

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록 연구척도는 다르지만 상실 및 획득이 안녕감 뿐 아니라 디스

트레스에 해 유사하게 혹은 상실이 더 강한 향력이 있다는 기존 연구(예: Holahan et al., 1999; 

Wells et al., 1999; Hobfoll et al., 2003)와 일관된다. 한편 자원상실 및 획득이 경제안정을 매개로 안

녕감에 간접효과를 주는 향력이 자원획득모형에서 보다 크다는 결과로부터 개인에게 긍정적 사건으

로서 물리적 자원의 획득이 중요하다는 것이 기존 연구(Murrell and Norris, 1984; Wells et al., 1999; 

Kumar, and George, 2013)와 일관되게 본 연구에서도 지지된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사회복지실천 및 연구에 함의하는 바는, 첫째, 저소득층의 전반적 자원상실과 

획득, 경제안정, 안녕감의 수준이 저조한 가운데에서도 안녕감이 상실과 획득, 경제안정의 향으로 

변화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에게 물리적 자원이 중요하고 또 그러한 자원의 상

실이나 획득에 의해 안녕감이 변화할 수 있다(Diener and Fujita, 1995)는 것을 보이는 근거가 된다.

둘째, 자원상실과 획득이 안녕에 향을 주는 결과는 사회복지실천의 사정(assessment) 과정에서 

저소득층이 겪는 자원의 상실과 획득을 상세히 검토하고 그 내용과 심도가 어떠한 압박이 되어 안녕

감을 감소시키거나 역량을 강화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에 한 응력이 되는지 면 히, 입체적으로 검

토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내용 파악에서는 ‘문제’와 ‘필요’라는 정태적인 편린을 중심으로 사정하기 보

다는 클라이언트의 시간과 공간을 중심으로 최근 자원의 상실이나 획득과 같이 개인적 가치가 부여되

는 일을 생활 속에서 맥락화하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저소득층의 상실에 한 처와 의미, 안, 안

녕에 주는 향 등과 연결지어 사정할 필요가 요구된다. 특히 자원상실이 중복해 발생하고 빈곤이 장

기화되는 경우에 비하여 조기개입이나 예방사업을 마련하는 데에도 이러한 자원과 사회환경 속의 

경제안정 사이의 관계에 한 자료를 활용하여 근거에 기반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안정의 수준은 저소득층이 지역사회 생활 속에서 개인 내적으로 그리고 인관계 속에서 

체험되어 처리된 인지정보이므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시사하는 사회인지를 활용하는 것을 지지

해 준다. 본 연구결과로 볼 때 자원의 상실이 경험되는 경우 경제안정의 감소는 개인과 가족에게 위

기감을 더하여 안녕감이 더욱 감소될 수 있다. 이것이 사회복지실천에 주는 함의는 ‘위기 사례’ 혹은 

위기개입을 수행할 때 자원에서의 이러한 변동 경험과 경제안정감, 그리고 안녕감의 관계들을 연관지

어 지역 환경 속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에 한 총체적(holistic) 구도로 이해할 필요성이다. 또 자원획

득 경험이 있을 때 경제안정감의 간접효과가 상 적으로 큰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저소득층 성인들이 

긍정적 경험(예: 물품, 아동청소년 학습 및 문화활동 지원, 가족행사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실천이 저소득층 성인들의 경제적 안정감 뿐 아니라 안녕감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는지 파악하고 그

렇게 되도록 안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 중시한 생활환경 혹은 ‘적소’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상실과 획득, 안녕을 저소

득층의 균형 잡힌 적응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자원의 상실 비 획득의 비율이 어느 정도일 때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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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삶이 안정될 수 있을지, 나아가 이러한 관계와 성인기 특성 간의 관련성은 어떠한지 등 사회경

제 및 생애주기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복지실천의 유의성(clinical significance)이 추후 연구에서 파악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는 첫째, 연구자료가 2011년 후반기에 수집되었으므로 이 결과를 현재에 비추어 보

는 데 그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변수들은 저소득층의 삶의 

인지행동적 경험을 반 하므로 경기변동에 관한 기술적 조사와 다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인용된 

최근 보도와 같이 저소득층 체감 경기나 생활은 계속 녹녹치 않고 이들의 삶의 질이나 행복이 계속 

사회적 화두가 되므로 시의 적절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는 한 광역시에 국한하여 자료를 수집하 으므로 우리나라 전역의 저소득층 성인들의 

경험을 표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상이한 특성이 있는 다른 지역의 저소득층 

성인들에게 일반화하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자원의 상실과 획득을 참여자들이 최근 경험에 비추어 판단한 횡

단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하 다. 차후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자원 상실과 획득을 시차를 두어 장기

적으로 고찰하여 자원변동의 흐름에 따른 관련변수들에서의 변화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 심리 및 

사회적 자원과 상 적 비교를 통해 물리적 자원의 변동이 안녕감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고 다집단비

교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여 좀 더 면 히 저소득층 내 다양성을 파악하여 사회복지실천에서 저소득층 

생활 사정에 따른 개별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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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Physical Resource Loss and Gain on Well-Being 

of People in Low-Income and the Mediating Role 

of Economic Stability

Park, Sunyoung

(Keimyung University)

Physical resources are central to coping with economic hardships for people in 

low-income, yet life experiences such as resource loss and gain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a sense of well-being received scarce attention. Thus this study 

investigated levels of loss and gain of physical resources, economic stability and 

well-being of 254 adults who participated in welfare-to-work programs; correlations 

and paths among these variables; and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economic 

stability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ajor results were: first, the levels of 

resource loss and gain were below a moderate level and the level of gai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loss level. Second, in the relationships with both 

economic stability and well-being, resource loss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hile 

resource gain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Third, the negative direct 

effect of resource loss either on the economic stability or on the well-being 

respectively was significant and the indirect effect on well-being through economic 

stability was also significant. Finally, the direct effect of resource gain on either 

economic stability or well-being was significant; and the indirect effect of resource 

gain on well-being was also significant. Thus in both models for resource loss and 

gain, the indirect effect of economic stability was significant, which supports partial 

mediation model.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and 

research were examined, particularly for enabling social work practice to utilize 

information regarding resource loss and gain, economic stability, and a sense of 

well-being that were embedded in the community life of people in low-income.

Key words: economic stability, physical resource, sense of well-being, people 

in low income, resource loss, resource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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