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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재개발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거주민
들의 이주 후 주거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이주 경험이 그들의 삶에 어
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며, 저소득가
구들에 미치는 주거이동의 효과와 주거 만족도, 근린의
특성에 관한 문헌들의 공백을 채우는데 기여한다. 기존
의 공공임대주택거주민의 주거 환경에 관한 주관적 인
지에 관한 연구들은 파편적이었고, 그 인과관계가 불투
명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개념들
을 하나의 종합적인 모델로 구성하고, 개인 혹은 가구
수준의 특성과 근린 특성에 대한 인지, 근린의 사회적
유대관계, 장소애착, 주거 만족도의 직,간접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거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이주 경험과 과정의 복잡함을 이해하고자하는 노
력은 주택정책의 새로운 다자인과 기존 정책들을 수정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주거 만족도와, 근린특성에 대한 인지,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의 재개발에 의해 퇴거되는 저소득 가구들의
주거이동 효과에 대한 연구를 위해 아래의 연구 질문들
을 제기하였다: 1) 기존의 공곰임대주택에서 가지고
있던 주거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이주 후 새로운 주거
환경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2) 공공임대주
택에 대한 애착이 근린특성에 대한 인지의 효과와 새로
운 장소로 이주 후의 주거 만족도 사이에서 어떻게 매
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3) 비자발적 이주가 새로
운 장소로 이주 후 근린의 사회적 유대관계, 장소애착,
주거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미국 워싱턴 주 Bremerton시의 Westpark 재개발
사업의 세 시점 (이주 전 후향적, 이주 후, 그리고 그
이년 뒤) 을 포함한 두 차례의 설문조사 (이주 후 그리
고 그 이년 뒤)를 이용하여, 본 연구는: 1) cross-

lagged effect modeling을 통해 어떤 변인들이 주거
만족도를 예측하는지, 2) 구조 방적식의 프레임워크를
통한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조사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Westpark에서 이주한 높은 수준의 근린 사회적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던 거주민들은 비슷한 수준의 유대관
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거주민들의 근린 사회적 유대관계는 이주 후 시간이
지난 뒤 (이년 뒤)의 주거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영향은 이주 후의 높은 수준
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직접적인 매개변인으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애착에 대한 중요한 결과는
주거 만족도와 근린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장소애착에
양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자발적 이
주와 이주 후의 긴 거주기간이 시간이 지난 후의 주거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새로운 근린에 성공적인 적응
과 통합을 위한 이주 전후 지속적인 이사 상담 (mobility
consultations)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개발 프로그램의 거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근린에 머
무를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근린내의 직장과 공
공용지등의 접근성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근린에서 이웃과의 만남을 촉진시켜야 하며 이러한 정
책적 시사점이 거주민들의 이주 후 주거 안정성에 기여
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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