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경제학석사학위논문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도시와 농촌의 

생활만족도 분석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차  원  규



- i -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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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규

  최근 고령화와 양극화현상 등으로 국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

구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복지수요의 증가는 복지예산의 지속적

인 확대를 불러오고 있다. 2011년 보건복지부 소관 재정규모는 정부 전

체 총 지출 대비 11%로 역대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체감도는 매우 낮으며 특히, 농촌지역과 노인가구에서 여

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예산의 양적인 확

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복지서비스의 질적 성장 즉, 복지수

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의 주관적인 후생수준, 삶의 질, 복지감 등을 측정하는데 가장 많

이 사용되는 것이 설문을 통한 심리적인 생활만족도 조사이며 이는 복지

정책의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량접근법적 관점에서 다양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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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책보다는 환경과 여건에 따른 적합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자,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인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결정요인을 지역(도시, 농촌)과 연령(일반, 노인)에 따라 

확률효과 순위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전반적으로 도시가구는 일반가구와, 농촌가구는 노인가구와 비슷한 경

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은 도시와 반대로 노인층

이 많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인이 느끼는 

생활만족도는 2006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상승해 왔다. 

  주거환경, 복지인프라 등의 객관적 수준이 도시가 농촌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만족도의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서는 농촌가구원이 도시

가구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상대소득가설에 의하여 빈부격차와 소

득의 불평등정도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에서는 주변인들과 

비교했을 때, 그 상대적 박탈감 또는 기대수준이 도시주민에 비해 작다

고 판단되며 이는 절대적인 소득과 복지시설 등의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이 도시보다 높은 생활만족도를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감소하다가 60대 전후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U자 형태가 관찰되었다. 특이한 점은 편리한 삶의 만족도

에서는 농촌가구원에서 나이가 증가하면서 편리한 삶의 만족수준이 높아

지다가 노년층에 접어들면서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보임으로써 농촌노인

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원들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가구원들보다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영역별 삶의 만족도를 각각 분석

해 본 결과,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원의 생활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경제

적 삶에 대한 불만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가족구성원 없이 혼자 생활하는 단독가구는 모든 삶의 영역별 만

족에서 낮게 나타났다. 특히, 단독가구의 대부분이 노인가구임을 생각하

면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가구와 노인가구에서 가구원의 수가 많을수록 모든 삶의 영역별 



- iii -

만족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도시가구원에서는 가구원의 

수가 증가할수록 경제적 만족수준이 낮아졌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과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는 행정기관의 복지정책수립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생활만족도, 삶의 질, 복지, 확률효과 순위프로빗모형

학번: 2010-2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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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가 성숙되어감에 따라 시민의식이 성장하여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 중 11.0%이

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14.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1). 고령화와 양극화현상 등으로 국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복지수요의 

증가는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확대를 불러오고 있다. 2011년 보건복지부

의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소관 재정규모는 정부 전체 총 

지출 대비 11%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복지분야 예산규모는 86조원으로 

2010년 대비 6.3%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복지예산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

하고 국민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체감도는 매우 낮으며 특히, 농촌지역

과 노인 가구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김계연, 

2010). 이처럼 복지예산의 양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복지서비스의 질적 성장 즉, 복지수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마르티야 센(Amartya Sen, 1993)은 인간의 개별적 능력이나 사회, 환

경 등의 차이가 초래하는 다양성으로 인해 동일한 재화는 동일한 기능을 

실현할 수 없다고 한다. 인간의 다양성을 무시한 획일적 분배를 통한 평

등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비판하며 역량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을 제

시하였다. 역량접근법에 따르면 인간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다섯 가지―개인적 차이(personal heterogeneity), 환경적 다양성

(environmental diversity), 사회적 환경의 다양성(variation in social 

climate), 관계적 관점에서의 차이(differences in relational perspectives), 



- 2 -

가족 내에서의 분배(distribution within family)―로 구분하고 이러한 다양

성에 근거하여 개인의 역량1)이 실현될 수 있는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주장한다. 역량접근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복지정책의 질적 성장

을 위해서는 복지수혜자가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와 공공서비스 같은 재화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다수의 국민을 대

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욕구를 모두 조

사하여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국가

는 나이, 성별, 소득 등의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을 토대로 국민들에

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정책의 수립에 대한 학술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것이 생활만족도이

다.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후생수준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 분석

하여 특정한 인구사회적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차이를 유발한다면 이를 

토대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예컨대, 건강만족도의 높고 낮음이 

60세를 기준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면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건강보험료

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활만족도를 분석하는 국내의 많은 연구들은 농촌, 노인 등의 

특정집단 또는 사회활동, 건강상태 등의 특정상황에 국한하는 연구가 주

를 이루고 있어 한국인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이러한 이유는 도시에 비해 농촌이, 젊은 층에 

비해 노인층의 삶의 질이 나쁠 것이라는 기저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가용한 자료의 한계 때문일 것이다. 서구사회보다 상대적으

로 뒤늦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삶의 질에 정책적, 학술적 관심을 가

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생활만족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가 구축되

지 않아 연구자들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연구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여기서 역량은 수단이라기보다는 목적이다.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굶주림
(starvation)과 금식(fasting)은 동일하지만 다른 가치를 목적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종
교적 신념에 의한 금식은 굶주림과 구별된다(Se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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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의 흐름

에 따른 한국인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지역과 

연령의 차이로 인해 생활만족도의 결정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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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선행연구 검토

 

1. 설문자료를 이용한 생활만족도 분석에 관한 연구

  인간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본적인 목적 중 하나는 행복추구이다. 

서구사회에서는 1970년대 이래로 경제적 번영이 인간의 복지감(sense of 

well-being)을 증진시키지 못함에 따라 인간의 기초적 욕구충족이 국가발

전의 중요한 목표로 대두되면서 삶의 질, 생활만족도 등 인간의 주관적 

행복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

터 양적 경제성장을 목표로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 고령화, 

저출산, 빈곤 등의 위기를 겪으면서 무조건적 경제성장보다는 개인의 구

체적인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박대식, 2007). 최근 설문조사를 통

한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행복감(happiness),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다양한 미시적 자료가 이용 가능해짐에 따라 인간의 행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선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에 대해 설문조사를 이용한 해외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asterlin(1974)은 절대적 소득이 증가하면 개인의 

효용은 증가한다는 기존의 전통적 소비이론을 반박하며, 개인의 효용함

수는 주변인들의 소득과 비교하여 자신의 소득에 대한 효용이 결정된다

는 상대소득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을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하

였다. Oswald와 Blanchflower(2004)는 미국의 사회총조사(General Social 

Survey)와 영국의 유럽지표조사(Eurobarometer Survey Series)를 이용하

여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각 국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순위로짓모형(ordered logit)을 이용하

였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았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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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U자의 형태가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Knight 외(2007)는 중국 농촌지

역의 절대적인 소득과 복지기반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주민의 생활

만족도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을 탐색하였다. 단순회귀모형과 프

로빗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두 모형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고, 생활만족

도는 상대소득만족에 대하여 높은 영향을 받으며 상대소득으로 간주하는 

그룹은 같은 마을(village)에 거주하는 비교적 가까운 곳의 주변인을 참조

그룹으로 한다는 것을 밝혔다. Alesina 외(2003)는 불평등(inequality)이 행

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순위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불

평등지수가 높아질수록 행복도가 감소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밖

에도 Mitchell 외(2007)는 행복도와 사회적 자본, Becker(1974)와 

Frank(1985)는 과거 혹은 미래의 소득, Clark과 Oswald(1994)는 실업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처럼 해외의 생활만족도 연구사례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국민 행복도를 비슷한 상황의 타국과 비교하거나 불평등, 사회적 

자본, 실업 등의 특정변수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활만족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대식과 마

상진(2007)은 ‘도시와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수화 방안 연구’에서 우

리나라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와 관련분야 전문가조사를 

통하여 19개의 삶의 질 지수를 체계적으로 도출하였다. 그 결과 2005년

도 기준 삶의 질은 농촌이 도시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이태호 외(2009)는 

1,700개 농촌가구를 대상으로 심리학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물질적 요

인, 심리적 요인, 긍정적 정서와 미덕이 농업인의 행복도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농가의 행복요인을 규명하였

다. 그 결과 외로움을 덜 느낄수록, 삶에 대한 긍정적 정서의 함양이 높

을수록 농업인의 생활만족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농

업인의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요인의 만족과 함께 비경제

적 요인(보건, 여가, 교육 등)의 확충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강성진(2010)

은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한국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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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Easterlin의 상대소득가설과 긍정적 정서의 확장

-형성이론을 검증하였다. 긍정적 정서의 확장-형성이론은 행복과 관련된 

긍정적 정서는 일시적 경험 후에 사라지지만, 그 과정에서 형성된 요인

들이 개인을 발전시켜 삶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손신영(2006)은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규명하기 위해 농촌노인 228명, 도시노인 232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서로 상이하였으며, 농촌노인이 도시노인보다 낮은 삶의 질을 보

였다. 윤명숙(2006)은 도시노인 198명, 농촌노인 187명을 대상으로 수집

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도시 및 농촌지역 노인의 삶

의 질과 생활스트레스, 우울, 불안, 가족기능, 문제음주와의 관계를 규명

하였다. 

    

2. 도시와 농촌의 지역구분에 관한 연구

  도시와 농촌을 구분할 때 사용되는 기준들은 다음과 같은 4 가지 유형

으로 정리할 수 있다(임형백, 이성우, 2005). 첫째, 인구의 크기나 규모로 

정의하는 행정구역상의 분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5만 명 이상의 

지역은 ‘시’ 지역으로 구분되며 이는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대표적

인 기준이 되고 있다. 둘째, 인구밀도, 직업, 인구의 이질성과 같은 인구

의 질적 특성에 입각한 정의들이 있다. 인구밀도가 높고 비농업 종사자

가 지배적으로 구성되는 지역사회를 도시로 정의하고 그 반대는 농촌으

로 규정한다. OECD는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였

는데, 농촌커뮤니티에 속하는 인구의 비율이 50%이상이면 절대농촌지역, 

15~50%이면 상대농촌지역, 15%미만인 경우 절대도시지역으로 구분하였

다. 셋째, 경관, 토지이용, 자본축적량 등의 경제적 지표를 기초로 접근

하는 방법이다. 넷째, 생활구조, 집단소속, 인간관계, 인성 등 사회적 특

징의 차이에 따라 도시와 농촌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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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토연구원

(2001)은 도시성, 농업성 그리고 보전성을 나타내는 16개 지표를 이용하

여 전국 시, 군 지역을 11개의 지역유형(도시성 강한 지역, 농업성 강한 

지역, 도시성/농업성 모두 강한 지역, 도시성/농업성 모두 약한 지역, 보

전성 강한 지역, 보전성 약한 지역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성우 외(2003)

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35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성분분석을 통해 4 

가지의 지역 유형(농촌형 토지이용지역, 도시형 토지이용지역, 도농경합

지역, 회색지역)을 구분하였다. 농촌지향성지표로 인구집적도, 농업인구

증감, 농촌적 토지이용, 농외소득수준, 농지면적율 등이 사용되었으며 도

시지향성지표로는 인구집적도, 인구변동, 도시형 산업구조, 문화시설, 비

농가인구율 등을 사용하였다. 강대구(2009)는 전국 170여개 시, 군을 대

상으로 농촌성지표 13개 항목, 도시성지표 14개 항목을 선정하여 주 요

인을 중심으로 농촌형 지역, 도시형 지역, 도농 경합지역, 회색지역으로 

구분하였다. 

  

3. 일반가구와 노인가구의 구분에 관한 연구

  노인이라는 용어는 흔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의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이는 노년성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가 개인마다 다르

고, 동일 개체에 있어서도 각 생체기관의 노화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노

인에 대한 개념은 시대나 사회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최순

남, 1997). 그러나 노인학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측면에서 

노인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하나는 생물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특

성을 근거로 노인을 정의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단순한 연령을 기준으

로 정의하는 것이다. 

 먼저 생물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특성에 대한 노인의 정의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Leonard(1960)는 노인이란 첫째, 생리적, 생물학적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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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쇠퇴기에 있는 사람. 둘째,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

화되고 있는 사람. 셋째, 사회적인 측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

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성재(1986)에 따르면 노인은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 자기유지기능과 

사회적 역할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노인의 기준을 살펴보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의 경우 정년퇴직의 시기를 기준으로 통상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

고 있다. 독일 또한 1989년 세계최초로 노령연금법을 제정하면서 그 수

혜자격을 65세로 규정하였다. 이는 65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경제활동

이 중단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한계를 보인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의 나이 규정에 일관적이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부터 노령

연금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인 자를 노

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

자, 50세 이상 55세 이하는 준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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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행복, 삶의 질, 만족감 등은 개인마다 그 척도가 주관적이고, 개념자체

도 모호하기 때문에 경제학적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그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Neugarten(1961)은 삶의 만족도를 개인이 영위하는 일상생

활을 통해 기쁨을 얻어내는 정도,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하

는 정도,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성취했다고 느끼는 정도, 행복하고 낙천적

인 태도와 기분을 유지하는 정도로 측정하고 있다. 또 최성재(1986)는 생

활만족은 과거,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과 

활동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Frey 

와 Stutzer(2000)에 따르면 행복은 객관적 행복(objective happiness)과 주

관적 행복(subjective happiness)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 

객관적 행복은 뇌파(brain waves)측정을 통한 생리학적 감정 상태에 기

반을 두는 것이고, 주관적 행복은 설문조사를 통한 심리학적 상태를 측

정하는 것이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총 8가지 항목(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가족

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 전반적 만족도)으로 생활만족도

를 조사하고 있다. 전반적 만족도를 제외한 각 항목별로 “귀하의 만족

도는 어느 정도입니까?”로 물어 ‘매우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단계로 “그럼, 위의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귀하는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를 역시 5점 리커트척도(Likert 

scale)2)로 조사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행복을 심리학적 상태를 나타내는 

주관적 행복으로 접근함과 동시에 생활만족도, 삶의 질, 주관적 후생

(subjective well-being) 등 이러한 용어는 자신의 전반적인 삶과 활동에 

2) 반응자들이 주어진 문장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정해진 척도에 표시하도록 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반응자의 태도를 알아보는 대표적인 설문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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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긍정적인 정도라고 정의하고 서로 구분 없이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삶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5개년(2006년~2010년) 자료를 이용한다. 종

속변수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조사된 다양한 만족도로 설정하고 독립변수

로는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인특성변수

로 설정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

으로 각 지역과 연령의 특성에 적합한 복지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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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서론으로 문제제기와 함께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소개한다. 

더불어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을 설명

한다.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와 주요결정 변수들의 요약

통계를 설명하고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의 변화를 알아본다. 제 3장과 제 

4장에서는 본 연구에 적용할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설명한 후, 실증분석

의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은 결론으로 연구의 결과를 요약

하고 본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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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자료 및 기술적 통계 

제 1절 한국복지패널

  본 연구는 2006년을 시작으로 매해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복지패널(KOWEPS)을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자체 조사시스템을 운용하여 수행하고 있다. 한국복지

패널은 1차년도 원 표본을 200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의 90% 조사구인 

23만 7천여 개 조사구 중 517개의 조사구를 지역별 규모에 따라 층화 추

출하여 가구소득을 조사한 후, 이중 446개 조사구를 최종 표본으로 추출

하였다. 그 다음 단계로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 24,711가구에 대

한 정보를 이용하여 총 7,000가구를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상인 

3,500가구와 중위소득 60%이하인 3,500가구를 각각 표본으로 추출하였

다. 

<표 2-1> 표본추출 방법

인구주택 총 조사(90%)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 복지패널 조사 
조사 구 23만 7천여 조사구 517개 조사구 446개 조사구 
가구 수 14백만여 가구 24,711가구 7,000 가구 
추출방법 - 2단계 층화집락 층화집락계통
대표성 - 전국 전국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 1차년도 조사에서 7,072가구, 14,463가구원이 실제로 조사되었

으며 2010년 5차년도에는 5,675가구, 11,400가구원이 조사되어 원 표본가



- 13 -

구와 가구원의 유지율이 각각 83.8%, 81.4%로 미국의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78%, 독일의 GSOEP(German Socio-Economic 

Panel) 79%, 영국의 BHPS(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77%를 상회하

고 있어 자료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한국복지패널에서 조사된 내용은 

해당 조사년도를 기준으로 한 해 전의 생활과 상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

으며 가구 및 개인들의 소득계층별, 경제활동 상태별, 연령별, 등 각 인

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전반에 걸친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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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기술적 통계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 2006년 1차부터 2010년 5차까지 사

망, 이민 등으로 한 번도 표본에서 탈락되지 않은 가구원 9,132명, 총 

45,660개의 관측치를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의 

<표 2-2>에 표본의 인구사회적 특성이 나타나 있다. 

<표 2-2> 표본의 인구사회적 특성

단위: 개(관측치), %

변수 구분 비중

연령

30세 이하 3,414(7.5)
31~40세 8,525(18.7)

41세~50세 8,468(18.5)
51세~60세 7,267(15.9)
61세 이상 17,984(39.4)

지역 도시 33,750(73.9)
농촌 11,910(26.1)

성별 남성 19,550(42.8)
여성 26,110(57.2)

교육수준

중졸이하 21,876(47.9)
고졸 13,459(29.5)

전문대졸 3,113(6.8)
대졸이상 7,212(15.8)

직업 농림어업 6,853(15.0)
기타직업 38,807(85.0)

근로여부 근로자 26,863(58.8)
비 근로자 18,797(41.2)

가구형태 단독가구 5,859(12.8)
기타가구 39,801(87.2)

소득구분 일반소득가구 27,680(60.6)
저소득가구 17,980(39.4)

합계 45,6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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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5,660개의 관측치 중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원은 33,750개의 관측

치로 73.9%를 차지하였고, 농촌에 거주하는 가구원은 총 11,910개의 관

측치로 26.1%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구분3)은 한국복지패널에

서 5개권역으로 구분된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 중 도시

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시를 포함하고 농촌은 군과 도농복합군으로 하

였다. 또, 균등화소득4) 60%를 기준으로 일반가구원과 저소득가구원을 구

분하였다. 일반가구원은 총 27,680개 관측치로 60.6%였으며, 저소득가구

원은 17,980개 관측치로 39.4%를 차지하고 있다. 또, 만 61세 이상의 노

인5)비중이 39.4%로 상당히 고령화가 진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이 남성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중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원의 비중은 15%이다. 근로를 하고 있는 가구원의 비중은 58.8%, 단

독으로 거주하는 가구원은 12.8%이다. 

   <표 2-3>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개인들이 느끼는 생활에 대

한 만족도를 항목별,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가구원들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질문은 총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의 형태는 7개의 항

목(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

생활)에 대해서는 “각 항목에 대하며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

까?”로 물어 ‘매우불만족’ 1점부터 ‘매우만족’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위의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귀하

는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라고 물어 전반적 만

족도를 역시 1에서 5점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아래 표에서의 만족도는 

생활만족감의 정도를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기준으로 응답한 값의 연

도별, 항목별 평균을 요악한 것이다. 따라서 응답한 값의 평균의 증가는 

3)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응답자의 지역정보로 5개권역구분과 7개권역구분을 제공한다. 5개
권역 구분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이며 7개권역 구분은 서울, 수도권(인천
/경기),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대전/충남, 강원/충북, 광주/전남/전북/제주도이
다. 

4) 균등화소득 가구원의수
가구의경상소득공공부조소득

5) 일반가구와 노인가구의 구분에 관한 기준은 3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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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질문에 대한 만족감의 증가를 의미한다. 

<표 2-3> 다양한 만족도의 변화추이 

단위: 개(관측치),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여가만족도 2.78 2.96 2.93 2.93 3.0 2.92
사회적관계만족도 3.56 3.78 3.77 3.65 3.79 3.71
주거환경만족도 3.27 3.35 3.47 3.44 3.55 3.42
가족소득만족도 2.53 2.55 2.60 2.65 2.64 2.60

건강만족도 3.05 2.96 3.00 3.07 3.18 3.10
직업만족도 2.94 3.06 3.09 3.11 3.19 3.10

가족관계만족도 3.79 3.84 3.87 3.83 3.84 3.83
전반적만족도 3.12 3.27 3.34 3.27 3.46 3.29

  

 

  대체로 시간에 지남에 따라 만족도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가족의 소

득만족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생활만족도에서 2010년이 가장 높은 수준

을 나타내고 있다. 각 만족도의 평균을 보면 여가만족도와 가족소득만족

도가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그 외 다른 모른 만족도

는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가족

관계만족도가 3.83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전반적 만족도의 

평균은 3.29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 도시와 농촌

 

  표본을 도시가구원과 농촌가구원으로 분리하여 살펴본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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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도시와 농촌의 인구사회적 특성

단위: 관측치(개), %

변수 구분 도시 농촌

연령

30세 이하 2,866(8.3) 550(4.6)
31~40세 7,488(22.2) 1,035(8.7)

41세~50세 6,964(20.5) 1,505(12.6)
51세~60세 5,398(16.6) 1,869(15.7)
61세 이상 11,034(32.4) 6,951(58.4)

성별 남성 14,674(43.5) 4,880(41.0)
여성 19,076(56.5) 7,030(59.0)

교육수준

중졸이하 13,430139.8) 8,446(70.0)
고졸 11,121(33.0) 2,338(19.6)

전문대졸 2,678(7.9) 436(3.7)
대졸이상 6,520(19.3) 690(5.7)

직업 농림어업 1,836(5.4) 6,552(55.0)
기타직업 31,914(94.6) 5358(45.00)

근로여부 근로자 18,834(55.8) 8,029(67.4)
비 근로자 14,916(44.2) 3,881(32.6)

가구형태 단독가구 3,853(11.4) 2,007(16.9)
기타가구 29,897(88.6) 9,903(83.1)

소득구분 일반소득가구 23,867(70.7) 6,019(50.6)
저소득가구 9,883(29.3) 5,891(49.4)

합계 33,750(100) 11,910(100)

  

  도시가구원 중 61세 이상의 노인 비중은 32.4%, 농촌가구원 중 노인 

비중은 58.4%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고령화가 진행되었으며 특

히 농촌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농촌에 거주하는 노

인의 비중이 도시에 비해 상당히 높음에도 농촌가구원의 근로자 비중 또

한 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농업의 특성 상, 정해진 

은퇴시기 없이 근로능력이 있는 한 노동을 지속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도시가구원 중 저소득가구원은 29.3%였으나 농촌가구원 

중 저소득가구원은 49.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도시에 비해 

농촌의 평균적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음을 뜻한다. 직업을 살펴보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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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가구원에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원의 비중이 55.0%였으며, 도시

에서는 5.4%로 나타났다. 

  <표 2-5>는 도시가구원과 농촌가구원을 분리하여 생활만족도의 추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5> 도시와 농촌의 만족도 변화추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여가
만족도

도시 2.80 2.96 2.93 2.94 2.99 2.92

농촌 2.70 2.98 2.92 2.91 2.99 2.90

사회친분
만족도

도시 3.55 3.77 3.76 3.65 3.78 3.70

농촌 3.57 3.81 3.77 3.68 3.83 3.73

주거환경
만족도

도시 3.26 3.31 3.44 3.41 3.51 3.38

농촌 3.30 3.47 3.57 3.52 3.66 3.50

가족소득
만족도

도시 2.53 2.57 2.60 2.65 2.64 2.60

농촌 2.54 2.50 2.58 2.65 2.65 2.58

건강
만족도

도시 3.13 3.04 3.08 3.14 3.26 3.13

농촌 2.83 2.73 2.79 2.89 3.0 2.85

직업
만족도

도시 2.95 3.09 3.10 3.14 3.18 3.10

농촌 2.92 2.99 3.07 3.03 3.21 3.05

가족관계
만족도

도시 3.79 3.85 3.88 3.83 3.83 3.83

농촌 3.77 3.77 3.82 3.82 3.87 3.81

전반적
만족도

도시 3.10 3.24 3.33 3.26 3.49 3.28

농촌 3.13 3.28 3.34 3.28 3.49 3.31

  도시와 농촌의 생활만족도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두 지역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족도가 대체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반적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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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 7가지의 다양한 생활만족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도시가 

농촌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사회친분 만족도와 주거

환경 만족도는 모든 조사년도에서 농촌이 도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두 지역 간 생활만족도의 평균을 봤을 때도 사회관계와 주거환경만족도

를 제외한 모든 만족도에서 도시가 농촌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만족도는 모든 조사년도에서 농촌이 도시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두 지역 간 평균 생활만족도의 격차는 대

부분 0.1점 내외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건강만족도는 도시

(3.13)와 농촌(2.85)의 차이가 0.28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만족도는 모든 사람이 일정한 수준에서 똑같은 만족감을 받는 것이 아

니라 개인 또는 집단 마다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생

활만족도의 절대적인 수치를 비교하여 어느 한쪽이 좋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가구원들의 생활만족도가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수치의 비교 보다는 전반적인 생

활만족도가 좋아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반대로 나빠졌

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를 각각 살펴보는 것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 2-6>은 도시와 농촌의 가구원이 2006년에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응답한 점수가 2010년에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이행행

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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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도시가구원의 전반적 만족도 이행행렬

단위: 관측치(개), %

도시
가구원

2 0 1 0 년
계

1 2 3 4 5

2
0
0
6
년

1 2
(1.20)

20
(11.97)

60
(35.93)

82
(49.10)

3
(1.80)

167
(100)

2 13
(1.16)

135
(12.11)

388
(34.80)

552
(49.51)

27
(2.42)

1,115
(100)

3 21
(0.65)

326
(10.12)

1,110
(34.47)

1,694
(52.61)

69
(2.15)

3,220
(100)

4 7
(0.32)

208
(9.57)

753
(34.64)

1,157
(53.22)

49
(2.25)

2,174
(100)

5 1
(1.35)

6
(8.11)

23
(31.08)

44
(59.46)

0
(0)

74
(100)

계 44
(0.65)

695
(10.30)

2,334
(34.58)

3,529
(52.28)

148
(2.19)

6,750
(100)

 

  <표 2-6>의 좌측상단에서 우하향하는 대각선을 그었을 때, 대각선에 

위치한 응답은 2006년과 2010년에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동일한 응답을 

한 사람들의 비중을 나타낸다. 또, 대각선 위에 위치한 응답은 2006년에 

비해 2010년이 전반적으로 생활만족도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며 반대로 대각선 아래에 위치한 응답은 2006년에 비해 2010년이 전반적 

만족도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사람들이다. 먼저 도시가구원의 이행행렬

을 보면 대각선에 위치한 사람들은 2,404명으로 35.6%, 대각선 위에 위

치한 사람들은 2,944명으로 43.6%, 대각선 아래에 위치한 사람들은 1,402

명으로 20.8%이다. 이는 2006년보다 2010년에 생활만족도가 감소한 사람

보다 증가한 사람이 약 2.1배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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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농촌가구원의 전반적 만족도 이행행렬

단위: 관측치(개), %

농촌
가구원

2 0 1 0 년
계

1 2 3 4 5

2
0
0
6
년

1 2
(3.64)

8
(14.55)

19
(34.53)

24
(43.64)

2
(3.64)

55
(100)

2 1
(0.30)

30
(8.88)

115
(34.02)

185
(54.73)

7
(2.07)

338
(100)

3 6
(0.46)

105
(8.06)

466
(35.79)

713
(54.76)

12
(0.93)

1,302
(100)

4 2
(0.31)

42
(6.43)

221
(33.84)

380
(58.19)

8
(1.23)

653
(100)

5 0
(0)

0
(0)

10
(62.50)

6
(37.50)

0
(0)

16
(100)

계 11
(0.47)

185
(7.83)

831
(35.15)

1,308
(55.33)

29
(1.22)

2,364
(100)

  다음으로 농촌가구원을 살펴보면 대각선에 위치한 사람들은 878명으로 

37.1%, 대각선 위에 위치한 사람들은 1,093명으로 46.2%, 대각선 아래에 

위치한 사람들은 393명으로 16.6%를 나타내고 있다. 농촌지역은 2006년

에 비해 2010년이 생활만족도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에 비해 약 2.78배임을 알 수 있다. 

  도시와 농촌, 두 지역 모두 전반적 만족도가 변하지 않았거나 더욱 악

화되었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도시와 농촌을 비교해 보면 농촌에 거

주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도

시(43.6%)보다 2.6%p 높았으며 생활만족도가 감소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들의 비율은 도시(20.8%)보다 4.2%p 낮게 나타났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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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농촌거주자들은 도시거주자에 비해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높아졌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중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2. 일반가구와 노인가구

  위에서 도시와 농촌의 생활만족도를 비교해 보았다. 이번에는 만 60세 

이하의 일반가구원과 만 61세 이상의 노인가구원으로 분리하여 생활만족

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의 <표 2-8>에서 일반가구와 노인가구의 인

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 2-8> 일반가구원과 노인가구원의 인구사회적 특성

<단위: 관측치(개), %>

변수 구분 일반가구 노인가구

지역 도시 22,719(82.1) 11,031(61.3)
농촌 4,961(17.9) 6,949(38.7)

성별 남성 12,465(45.0) 7,090(39.4)
여성 15,215(55.0) 10,890(60.6)

교육수준

중졸이하 7,269(26.3) 14,607(81.3)
고졸 11,243(40.6) 2,216(12.3)

전문대졸 2,927(10.6) 186(1.0)
대졸이상 6,236(22.5) 976(5.4)

직업 농림어업 2,034(7.3) 4,816(26.8)
기타직업 25,646(92.7) 13,164(73.2)

근로여부 근로자 19,261(69.6) 7,600(42.3)
비 근로자 8,419(30.4) 10,380(57.7)

가구형태 단독가구 1,483(5.3) 4,376(24.4)
기타가구 26,197(94.7) 13,604(75.6)

소득구분 일반소득가구 22,716(82.1) 7,171(39.9)
저소득가구 4,964(17.9) 10,809(60.1)

합계 27,680(100) 17,980(100)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만 60세 이하 일반가구의 17.9%만이 농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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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고 있는 것과 일반가구원 중 7.3%만이 농업에 종사함으로 나타나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이한 점은 만 60세 이

하 일반가구원 중,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중이 82.1%, 농촌에 거주

하는 사람의 비중이 17.0%임을 보이고 있다. 또, 일반가구원 중 일반소

득가구의 비중이 82.1%, 저소득가구의 비중이 17.9%을 나타내고 있다. 

60세 이하 일반가구원을 지역에 따른 구분 했을 때와 소득에 따라 구분

했을 때, 도시는 일반소득가구와 같은 비중을, 농촌은 저소득가구와 같

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60세 이하의 일반가구원에 국한해서 보았

을 때, 농촌에 사는 가구원들의 절대적인 소득수준이 도시에 비해 상당

히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노인가구에서 저소득가구의 비중

이 60.1%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

음을 의미한다. 단독가구의 비중을 보면 일반가구에서는 5.3%에 불과했

지만 노인가구에서는 24.4%로 노년층에서 단독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

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는 일반가구원과 노인가구원을 분리하여 생활만족도의 추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가구와 노인가구 두 그룹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족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 할 수 있다. 여가만족도와 주거환

경만족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만족도에서 노인가구가 일반가구보다 낮은 

생활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두 그룹 간 평균의 격차가 가장 큰 만

족도는 건강만족도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이 악화되면서 나타

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그룹 모두 다양한 생활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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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일반가구원과 노인가구원의 만족도 변화추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여가
만족도

일반 2.81 2.93 2.93 2.93 2.97 2.91 

노인 2.72 3.01 2.93 2.93 3.03 2.92 

사회친분
만족도

일반 3.62 3.80 3.81 3.69 3.83 3.75 

노인 3.44 3.75 3.70 3.60 3.74 3.65 

주거환경
만족도

일반 3.27 3.29 3.41 3.36 3.49 3.36 

노인 3.26 3.45 3.56 3.54 3.64 3.49 

가족소득
만족도

일반 2.64 2.62 2.67 2.72 2.68 2.67 

노인 2.33 2.44 2.48 2.55 2.59 2.48 

건강
만족도

일반 3.41 3.27 3.35 3.41 3.56 3.40 

노인 2.42 2.44 2.49 2.58 2.69 2.52 

직업
만족도

일반 3.05 3.15 3.18 3.21 3.25 3.17 

노인 2.74 2.92 2.96 2.97 3.10 2.94 

가족관계
만족도

일반 3.91 3.95 3.98 3.92 3.93 3.94 

노인 3.58 3.63 3.68 3.69 3.72 3.66 

전반적
만족도

일반 3.22 3.32 3.40 3.34 3.53 3.36 

노인 2.95 3.18 3.24 3.18 3.37 3.18 

  

  아래의 <표 2-10>은 일반가구원과 노인가구원이 2006년에 전반적 만족

도에 대해 응답한 점수가 2010년에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이행행렬이다. 위 표에서처럼 단순히 절대적인 수치를 비교하기 보다는 

일반가구와 노인가구에서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좋

아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나빠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얼

마나 되는지 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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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일반가구원의 전반적 만족도 이행행렬

단위: 관측치(개), %

일반
가구원

2 0 1 0 년
계

1 2 3 4 5

2
0
0
6
년

1 0
(0)

7
(7.22)

32
(32.99)

57
58.76)

1
(1.03)

97
(100)

2 4
(0.55)

68
(9.41)

218
(30.15)

420
(58.09)

13
(1.80)

723
(100)

3 15
(0.60)

215
(8.66)

786
(31.64)

1,412
(56.84)

56
(2.25)

2,484
(100)

4 6
(0.32)

145
(7.81)

581
(31.30)

1,078
(58.08)

46
(2.48)

1,856
(100)

5 0
(0)

6
(9.09)

10
(15.15)

48
(72.73)

2
(3.03)

66
(100)

계 25
(0.48)

441
(8.44)

1,627
(31.13)

3,015
(57.69)

118
(2.26)

5,226
(100)

  먼저 일반가구원의 이행행렬을 보면 우하향하는 대각선에 위치한 사람

들은 1,934명으로 37.0%, 대각선 위에 위치한 사람들은 2,262명으로 

43.3%, 대각선 아래에 위치한 사람들은 1,030명으로 19.7%임을 볼 수 있

다. 이는 각각 2006년과 2010년에 같은 생활만족도를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 2006년보다 2010년이 생활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사람, 

2006년보다 2010년에 생활만족도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를 의

미한다. 2006년과 비교했을 때 2010년에 생활만족도가 증가한 사람이 감

소한 사람보다 2.2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가구원의 생활만족도 이행행렬을 살펴보면 대각선에 위

치한 사람들은 1,098명으로 33.5%, 대각선 위에 위치한 사람들은 1,545명

으로 47.1%, 대각선 아래에 위치한 사람들은 637명으로 19.4%를 차지하

고 있다. 노인가구원에서는 2006년과 비교했을 때 2010년에 생활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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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2.4배가 많음

을 알 수 있다. 

<표 2-11> 노인가구원의 전반적 만족도 이행행렬

단위: 관측치(개), %

노인
가구원

2 0 1 0 년
계

1 2 3 4 5

2
0
0
6
년

1 2
(1.74)

16
(13.91)

45
(39.13)

52
(45.22)

0
(0)

115
(100)

2 5
(0.74)

75
(11.14)

272
(40.42)

302
(44.87)

19
(2.82)

673
(100)

3 16
(0.91)

219
(12.43)

699
(39.67)

800
(45.40)

28
(1.59)

1,762
(100)

4 5
(0.71)

88
(12.45)

281
(39.75)

322
(45.54)

11
(1.56)

707
(100)

5 0
(0)

1
(4.35)

9
(39.13)

13
(56.52)

0
(0)

23
(100)

계 28
(0.85)

399
(12.16)

1,306
(39.82)

1,489
(45.40)

58
(1.77)

3,280
(100)

  두 그룹 모두 전반적 만족도가 변하지 않았거나 또는 더욱 악화되었다

고 응답한 사람보다 전반적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더 많

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증가하는 사실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한편, 일반가구원과 

노인가구원을 비교해 보면 60세 이하의 일반가구원에서 전반적 만족도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43.4%, 노인가구원에서 생활만족도가 증가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47.1%로, 2006년에 비해 2010년에 생활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중이 노인가구원이 일반가구원보다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에서 생활만족도의 절대적인 수치의 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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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을 때, 일반가구보다 노인가구에서 생활만족도가 매년 낮게 측정 되었

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로 보여진다. 

  일반가구와 노인가구 또는 도시가구와 농촌가구가 똑같이 일정한 수준

에서 일정한 생활만족도를 느낀다고 하면 설문조사에서 측정된 수치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사람이 만족감에 대한 서로 다

른 척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한 수치만을 비교하는 것은 한계를 가지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분류(지역, 연령)

에 따라 어떤 요인이 전반적 생활만족도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

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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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분석모형

제 1절 분석모형의 설명

  계량분석모형에서 종속변수가 연속형 변수(continuous variable)가 아니

라 이산형 변수(discrete variable)인 경우에는 보통 프로빗(probit) 또는 

로짓(logit)모형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순

위프로빗(ordered probit)모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식 3-1>   
   

  위 모형에서 
 는 개인 가 시점에서 생활에 대해 느끼는 행복의 수

준 즉, 생활만족도를 의미하고, ·는 개인의 후생수준을 의미하는 효

용함수이다. 이 효용함수는 주관적인 후생의 수준이므로 겉으로 드러나

지 않고 개인 자신만이 알고 있다. 또, 이러한 효용함수를 결정하는 요

인 는 나이, 성별, 교육수준 등을 나타내는 개인특성벡터이다. ·는 

주관적인 후생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단조변환(monotonic 

transformation) 함수라 가정한다. 계량분석을 위해 위 모형을 선형화하

여 벡터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식 3-2>  
  

′   

<식 3-3>      

<식 3-4>   ∼ 
   ∼ 

 

  <식 3-2>에서 
 는 삶의 질, 행복도, 생활만족도로써 개인의 주관적

인 후생수준은 그 값이 조사에서 직접 나타나지 않는 일종의 잠재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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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variable)이며 설문조사에서 실제로 관측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식 3-5>     
 ≤ 

    
 ≤ 

⋮

     


  <식 3-5>와 같이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응답결과가‘매우불만족’이면 

1점에서‘매우만족’이면 5점까지의 값을 가지는 대용변수 를 분석에 

사용하며, (cut)는 순위프로빗모형에서 정의되는 일종의 의사결정의 경

계치(threshold)로서 그 값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는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독립변인들로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나

타내며, 는 추정해야 할 모수(parameter)들이다. 

  다음으로 <식 3-3>의 는 오차항(error term)으로 와 로 구성되

어 있다. 패널데이터는 횡단적(cross-sectional) 특성과 종단적

(longitudinal)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오차항을 개인특성효과와 시간

특성효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5개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패널데이

터로 시간특성효과는 없다고 가정한다. 개인특성효과는 고정효과(fixed 

effect)와 확률효과(random effect)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고정효

과모형에서 는 추정해야 할 모수로 간주하며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체의 특성이므로 within 변환, 1차 차분 또는 LSDV(최소제곱더미) 추정

을 통해 개인특성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를 확률변수로 생

각하는 것을 확률효과모형이라고 한다. 따라서 <식 3-4>와 같이 는 순

수한 교란항(white noise)으로 평균이 0, 분산이 인 표준정규분포를 가

지고 패널개체의 특성효과를 나타내는 는  평균이 0, 분산이 
인 것

으로 가정한다. 또 다음의 <식 3-6>과 <식 3-7>도 충족함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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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6>        ≠ ≠

<식 3-7>      ≠

<식 3-8>     
 







 




  위의 <식 3-8>에서 는 전체 오차항의 분산에서 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따라서 모형에서 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종속변수 변동(variation)의 대부분은 패널의 개체특

성을 나타내는 오차항 의 분산이 차지한다는 의미이다. 즉, 이 값이 1

에 가까울수록 패널개체의 특성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이 일치추정량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

로 다음이 성립하여야 한다. 

<식 3-9>       ≠

<식 3-10>       ∼ 


  이는 오차항 가 하나의 패널개체 안에서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패널데이터는 시계열데이터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상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식 3-10>은 

 가 1계 자기상관(AR(1), first-order autocorrelation)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자기상관이 존재하면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을 추정하여 변수들에 

대해 코크레인-오커트(Cochrane-Orcutt) 변환을 실시한 후, 모형을 추정

하여야 한다. 확률효과모형에서 자기상관이 발생하면 GLS(generalized 

least squares)추정량을 사용할 수 있다. 

<식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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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효과모형에서 위 <식 3-11>의 가정이 위배되면 추정치는 편의

(biased)추정치이다. 이와 같이 오차항과 독립변수들 간에 내생성

(endogeneity)의 문제가 발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고정효과모형

을 사용하는 것이다. 고정효과모형은 개인특성효과 가 추정과정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내생성이 문제되지 않는다. 또 다른 방법으로 도구변수

(instrumental variable)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패널 순위프로빗모형

에서는 내생성을 해결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으로 within변환을 하더라

도 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일치추정량(consistent estimates)을 구하

지 못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Maddala, 1983). 그러나 최근 

Baetschmann 외(2011)는 실업과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조건부 

로짓모형(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을 바탕으로 한 BUC(Blow Up and 

Cluster) 모형을 이용하여 불편추정치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 역

시 추정과정에서 외생적인 기준에 의해 순위적(ordinal) 정보를 가진 종

속변수를 이항변수(binary variable)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한, 고

정효과모형에서는 개인특성효과를 제거하는 with-in변환 또는 차분 과정

에서 성별, 지역과 같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들도 함께 제거되

어 추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longitudinal) 생활만족도 분석에 많이 사

용되는 확률효과 순위프로빗모형(random effect ordered probit)을 이용

하여 한국인의 생활만족도를 분석하도록 한다.  

  위의 <식 3-2>의 모형에서 순위프로빗모형의    일 때의 확률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식 3-12>        
 ≤ 

<식 3-13>  Pr Pr  
 

′  ≤

Pr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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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표현되는 확률들이 우도함수에 삽입되어 우도함수를 최대화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하는    의 추정치가 얻어진다. 는 

누적표준정규분포함수를 나타낸다. 순위프로빗모형으로 추정된 계수들은 

실제 자료에 나타나는 에 대한 한계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에 대한 한계효과를 나타낸다. 독립변수들이 실제 응답되는 순위형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비선형이 된다. 따라서 추정된 계수들을 확률적으

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각 응답척도에 대한 한계확률효과 구해야 한다. 

특정변수 에 대한 한계확률은 다음의 <식 3-14>으로 구할 수 있다. 

<식 3-1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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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변수 및 그룹의 설정

1. 종속변수

  

  개인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소득, 복지시설의 수, 

복지급여의 수준 등 실제로 관측 가능한 지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 또는 조건들이 향상됨에 따라 개

인이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주관적 후생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이고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생활만족도이다(김정옥, 

2007). 박대식(2007)은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

원의 ‘한국의 사회지표 체제개편 연구’ 등을 종합하여 도시와 농촌주

민의 삶의 질 지수를 영역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3-1> 삶의 질 영역별 만족도 지표

삶의 질 영역
삶의 질 지표

대분류 중분류

경제적 삶
소득, 소비 소득

소비
노동 직업

건강한 삶 보건의료 건강
의료서비스

편리한 삶
주거 기초생활여건

주택정보화 정보통신여건
교통 대중교통여건

즐기는 삶
사회참여 이웃관계
일상생활 가정생활

문화 및 여가 문화 및 여가시설

안정된 삶
교육 교육서비스

사회교육기회
복지 학교교육기회

쾌적한 삶 환경 생활환경의 쾌적성
안전한 삶 안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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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조사된 총 8개의 다양한 주관적인 만

족도와 박대식(2007)의 객관적인 삶의 질 지표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삶

의 질을 다음과 같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 경제적 삶의 만족, 즐기는 

삶의 만족, 편리한 삶의 만족, 건강한 삶의 만족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

다. 첫째, 전반적인 삶의 만족은 모든 영역별 삶의 만족을 아우르는 개

념으로서 한국복지패널에서 조사된 전반적인 만족도를 그대로 사용하였

다. 둘째, 경제적 삶의 만족은 한국복지패널의 가족의 소득만족도와 직

업만족도를 합산하였다. 셋째, 즐기는 삶의 만족은 여가만족도, 사회친분

관계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를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넷째, 즐기

는 삶의 만족과 건강한 삶의 만족은 각각 한국복지패널에서 조사된 주거

환경만적도와 건강만족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모형은 기수적(cardinal)이 아닌 서수적(ordinal)인 특징을 가진 변수

에 적합한 모형으로서 다른 두 만족도를 합산하여 사용하더라도 가중치

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순서형 정보의 손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즉, 경

제적 삶의 만족변수를 만들기 위하여 가족의 소득만족도와 직업만족도를 

합산하면 최저 2점에서 최고 10점까지의 척도를 가지는 변수로 바뀌게 

된다. 이 때, 가족의 소득만족도와 직업만족도가 경제적인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선호 순서에 대한 정보는 그대로 유

지된다. 

2. 인구사회적 변수  

  

  생활만족도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설명변수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등의 인구사회적 변수를 사용하고 있다. 인구사회적 변수와 

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입안과 서

비스의 개발에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지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박순미, 2009). 예컨대, 한 사회 내에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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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복지정책보다는 성별, 교육수준, 경제적 능력 등에 따른 생활만족의 

변화 구조를 파악해 그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복지서비스의 개발과 제공

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적 변수를 성별, 나이, 교육수준, 고용형태, 직

업, 소득수준, 가구형태, 가구원수로 설정하였다. 교육수준은 중등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과 같이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더미변수화하

였다. 고용형태는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직

업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와 기타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구형태

는 단독가구일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로 각각 더미변수화하여 모형에 

반영하였다. 가구원수는 3인 이상의 가족구성원과 동거하는 가구와 그렇

지 않은 가구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한편, 한국복지패널에서 조사된 소

득만족도는 가족의 소득에 대한 만족도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 자체를 

변수로 활용했을 때, 개인의 절대적 소득수준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족구성원의 높은 소득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소득만족도를 가질 

경우 소득변수가 소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

를 방지하기 위해 균등화소득 60%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일반소득가구 

그 외는 저소득가구로 분류하여 소득수준의 변수로 사용하였다. 

  다음의 <그림 3-1>은 위에서 설명한 인구사회적 변수들과 다양한 삶의 

만족도가 결정되는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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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삶의 만족 결정구조 모형

3. 도시와 농촌의 구분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의 구분과 그 유형의 분류

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생활만족도를 분석하는 대부분

의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구분 기준을 행정구역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구 5만 이상의 행정구역상‘시’를 기준으로 도시의 경우 서울을 비롯

한 광역시, 중소도시가 포함되며 농촌의 경우는 군, 읍, 면부가 해당된

다. 물론 농업인구, 농지면적, 인구변동, 산업구조 등으로 지역의 유형을 

세밀히 구분하여 생활만족도를 분석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생활만족도의 연구에서 도시와 농촌의 구분은 국토의 효율적 관

리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또는 국토개발이 목적이 아니라 지역의 소득, 

직업, 교육, 의료 등의 복지인프라 차이에서 비롯되는 생활만족도의 결

정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또한, 행정구역 기준에 따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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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농촌의 구분과 다양한 지표를 이용한 구분에서 그 결과가 큰 차이

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행정구역을 도시와 농촌의 구분기준

으로 사용함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

으로 서울, 광역시, 시를 포함하고 농촌지역은 군과 도농복합군으로 설

정하였다.  

4. 일반가구와 노인가구의 구분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노인의 정의에 대한 두 가지의 일반적인 기준 

중, 생물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인 특성에 따른 기준은 개인 간의 차이

가 심해 통상 삶의 질, 생활만족도 등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노인을 구분

하는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 또한, 국가의 복지정책 개발과 보급에 있

어 나이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이 정책수행의 효율성과 형평성에서 우위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법(60세)과 노인

복지법(65세)의 노인 규정 나이가 상이하여, 다양한 노인연구에서도 연구

자에 따라 노인을 만 60세 이상 또는 만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건강이 증진되고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60세 이후에

도 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이 가능하지만 서구사회와 달리 여전히 55세

에서 60세 사이에 정년퇴직이 이루어지고 있고 만 60세가 되면 ‘환갑’

이라 하여 노령에 이른 것을 축하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적 풍습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만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분석기법과 위 <그림 3-1>의 연구모형, 

지역과 연령의 구분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첫째, 한국복지패널에서 조사된 전반적 만족도를 이용해 한국인들의 

전반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변화는 어떠한지 살펴본다. 

  둘째, 경제적 삶, 즐기는 삶, 편리한 삶, 건강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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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설정하고 각 영역별 만족도가 도시와 농촌, 60세 이하의 일반가구

원과 61세 이상의 노인가구원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분석하도록 한다. 

이로써 도시와 농촌, 일반가구와 노인가구에 적합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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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분석결과 

제 1절 전반적 삶  

  다음의 <표 4-1>에 제 3장에서 설명한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인의 

전반적인 삶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

어 있다. 

<표 4-1> 전반적 삶의 만족 순위프로빗모형 추정결과

전반적 삶의 만족도 확률효과 순위프로빗모형
추정계수 p값

지역(도시=1, 농촌=0) -0.1574*** 0.000 
성별(남성=1, 여성=0) -0.0347** 0.032 

나이(만) -0.0174*** 0.000 
나이2/1000 0.1536*** 0.003 

교육수준(고졸=1, 기타=0) 0.3623*** 0.000 
교육수준(전문대졸=1, 기타=0) 0.3986*** 0.000 

교육수준(대졸=1, 기타=0) 0.7125*** 0.000 
근로여부(근로=1, 비근로=0) 0.1259*** 0.000 

고용형태(고용주 또는 자영업=1, 기타=0) 0.0784* 0.085 
직업(농림어업=1, 기타=0) -0.0391** 0.023 

가구형태(단독가구=1, 기타=0) -0.2159*** 0.000 
가구원수(3인이상=1, 기타=0) -0.0037 0.681 

소득구분(일반소득=1, 저소득=0) 0.0872*** 0.003 
rho 0.3714*** 0.000

Log likelihood -38805.992 -
LR  869.32*** 0.000

1)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2) 교육수준 더미변수의 참조그룹(reference group)은 중졸이하임. 

3) 추정결과에서 경계치(threshold)는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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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에서 한국인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대한 추정결과가 나타

나 있다. 먼저 추정결과에서 (rho)의 값을 보면 0.3714로 1%의 유의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모형의 분산에서 시간에 불변인 개인

특성효과 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어, 개인특성효

과를 고려하지 않는 합동 순위프로빗 모형(pooled ordered probit) 보다 

확률효과 순위프로빗 모형이 적절함을 의미한다. 

  추정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3인 이상 가구원을 나타내는 가구원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이고 있다. 먼저, 도시를 

나타내는 지역변수를 보면 그 추정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으로 도시보다 

농촌에서 전반적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는 앞 장의 

기술적 통계에서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 만족도를 단순한 평균으로 살펴

보았을 때도 농촌이 도시보다 높은 만족도 점수를 보인 것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심리적인 설문조사에 의해 조사된 생활만족도는 개인

의 주관적인 만족정도를 나타내므로 단순히 이를 보고 농촌이 도시보다 

살기 좋다 또는 생활수준이 높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에스터린

(Easterlin)의 상대소득가설에 의하면 개인은 자신의 절대적인 소득에 의

하여 만족수준을 결정하기보다는 어떠한 비교대상(reference group)을 정

하여 그 대상과의 상대적인 소득수준에서 자신의 만족수준을 결정한다고 

한다. 나이트 외(Knight, 2007)는 중국 농촌지역의 절대적인 소득과 복지

기반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주민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이유에 대해

서 그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생활만족도는 상대소득만족에 대하여 높은 

영향을 받으며 상대소득으로 간주하는 대상은 같은 마을(village)에 거주

하는 비교적 가까운 곳의 주변인을 참조그룹(reference group)으로 한다

는 것을 밝혔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도시와 농촌의 소득의 분포를 다음

의 그림으로 각각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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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도시의 로그 가처분소득6)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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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농촌의 로그 가처분소득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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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은 도시의 소득분포를 <그림 4-2>는 농촌의 소득분포를 나

타내고 있다. 두 지역 모두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도시가 농촌에 

비해 뾰족한 형태를 보여준다.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로그 가

6) 가처분소득이 0 또는 음(-)인 가구원의 경우, 로그 변환 시 결측치가 생기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1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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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소득 5~10구간을 살펴보았을 때, 농촌은 7.5를 기준으로 대칭적인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도시에서는 오른쪽으로 치우친 모습을 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이 도시에 비해 소득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Alesina 외(2003)는 불평등(inequality)지수가 높아질수

록 행복도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의 <그림

4-3>과 <그림 4-4>에서 도시와 농촌의 로렌츠곡선7)(Lorenz curve)과 지

니계수8)(Gini coefficient)를 제시하였다. 

<그림 4-3> 도시의 로렌츠 곡선

                                  

cu
m

ul
at

iv
e 

pr
op

or
tio

n 
of

 d
in

co
m

e

        Lorenz curve
cumulative proportion of sample

 _perc  _share

0 .25 .5 .75 1

0

.25

.5

.75

1

 지니계수=0.4518   

7) 로렌츠 곡선은 가로축의 인구누적비율과 세로축의 소득누적점유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선으로 사회 간의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소득의 분포가 
완전평등하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며 완전평등에서 멀어질수록 기울기가 
1인 대각선에서 멀어지는 곡선의 형태를 띤다. 쉽고 편리하게 불평등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지만, 두 사회 간의 로렌츠 곡선이 교차 할 경우, 불평등 정도를 알아볼 수 없는 
단점이 있다. 

8) 로렌츠 곡선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지니계수이다. 지니계수는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
이의 면적을 A, 로렌츠 곡선 아래의 면적을 B라고 했을 때, A/(A+B)의 공식을 통해 얻
어지는 값이다. 따라서 지니계수는 소득의 분배가 완전평등 할 때는 0의 값을, 완전 불
평등한 상태일 때는 1의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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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농촌의 로렌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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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농촌보다 도시의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또, 지니계수를 보면 

도시(0.4518)가 농촌(0.4061)보다 더 큰 값을 가지고 있다. 이는 도시의 

소득불평등이 농촌보다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앞 장의 기술적 통계에서 살펴본 생활만족도 중 도시보다 농

촌에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던 건강만족도의 분포를 다음의 <그림 4-5>

와 <그림 4-6>에 제시하였다. 건강만족도가‘보통’이하라고 대답한 응

답자는 농촌이 도시보다 많고,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도시

에 더 많이 나타났다. 상식적으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이 악화되

고, 농촌에 노인의 비중이 많은 사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위에서 살펴본 

소득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건강만족도의 분포에서도 도시보다 농촌에서 

그 분포가 비교적 균등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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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도시의 건강만족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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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농촌의 건강만족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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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의 분석결과에서 지역변수의 추정계수가 음의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 생활만족도의 단순평균을 비교했을 때도 절대적인 수치는 

농촌이 도시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상대소득가설과 비교

적 가까운 주변인을 자신과 비교하는 참조그룹으로 한다고 했을 때, 도

시에 비해 빈부격차와 소득의 불평등정도가 낮은 농촌에 거주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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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의 기대수준 또는 상대적 박탈감이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전반적 만족수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7 가지의 다양한 생활만족

도 중 도시에 농촌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건강만족도 역시 

건강의 불평등 정도가 낮은 농촌에서는 주변인들과 비교적 큰 차이를 느

끼지 못해 전반적인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

다. 이는 도시에 비해 복지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함에도 불구하

고 농촌에서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영국의 민간 

신경제재단(New Economic Foundation)에서 전 세계 151개국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와 기대수명, 환경오염 지표 등을 평가해 국가별 행복지수

(Happy Planet Index, 2012)를 산출한 결과 코스타리카가 1위, 베트남이 

2위로 기록됐다. 또한 영국 40위, 독일 46위, 프랑스 50위, 한국 63위, 미

국은 105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경제력과 사회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가에서 생활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국가마다 문화와 정서의 차

이가 있어 섣불리 단정 지어 말할 수 없지만, 일정부분 상대소득가설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성별에 대한 추정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이태호, 2009; 강성진, 2007; 

Knight,2007)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생활만족도를 나타내는 실

증분석이 많이 있으며, 이에 대한 여러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통일된 가설은 없다. 여성이 더 높은 행복을 나타내는 이유에 대해서 

Wood et al.(1989)는 여성이 남성보다 감정 상태에 대한 의존성에 강하여 

행복감에 대한 반응도 역시 남성보다 큰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이의 추정결과를 보면 나이의 추정계수 값이 음, 나이2/1000의 추정

계수 값이 양수를 나타내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감소하

다가 다시 증가하는 U자의 비선형효과를 보이고 있다. 통상 생활만족도

는 나이가 증가하면서 직장에서의 은퇴, 배우자의 상실, 신체 능력의 감

소 등을 겪으면서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횡단적 선행연

구가 많다. 그러나 최근의 종단적 자료를 이용한 연구(John 외, 2007;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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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 2010)에서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감소하다가 노년

기가 되면 증가하는 U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직업과 

관련된 일, 공적인 일 등에서 물러나는 대신 동년배들로 구성된 친목단

체, 취미, 오락 등에 가담하는 경향이 높아져 오히려 생활만족도가 상승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도 나이가 증가함에 생활만족도가 

감소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형태가 관찰되었다.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변수의 추정치가 양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소득가구원이 저소득가구원보다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경제학적 관점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재화와 

용역을 더욱 많이 소비함으로써 개인의 효용, 후생, 만족감은 증가한다. 

서구사회에서 1970년대 이래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빈곤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자, 소득이라는 단차원(one-dimensional)으로부터 

비경제적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현상으로 개념을 

확대하여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 수준이 일정한 기본

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그 이상의 소득증가가 행

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연구에서 여전히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함을 밝히고 있으며, 본 연구에

서도 소득은 여전히 삶의 질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을 네 가지 그룹(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

상)이상으로 나누어 중졸이하를 참조그룹으로 하여 추정한 결과가 표에 

제시되어 있다. 중졸이하에 비해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의 모든 그룹

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를 분석하는 많은 연

구에서 교육수준이 증가하면 생활만족도가 증가하는 일관적인 결과를 나

타나고 있다. Krause 외(1995)에 따르면 교육수준은 소득과 더불어 사회

적 계층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강력한 변인 중의 

한 가지이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에 대한 적응이 빠르고, 공동체 

내에서도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에 비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더 잘 유

지하고 증진시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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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원이 다른 직

업을 가진 가구원보다 낮은 생활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잇따

른 농산물 시장의 개방과 이상기후현상 등으로 인한 농업경영의 어려움

을 잘 반영하는 결과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단독가구를 나타내는 가구형태의 추정계수가 음의 값을 가

짐으로서 단독가구에서 삶의 질의 취약함이 관찰되었다. 3인 이상 가구

원의 생활만족도는 기타 가구원들과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서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며, 고용주가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근로여부의 추정계수가 양의 값으로 근로를 수행하고 있는 가구원이 그

렇지 않은 가구원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위의 <표 4-1>에서 제시되어 있는 추정된 계수들은 에 대한 한계효

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에 대한 한계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독

립변수들의 실제 응답되는 순위형 행복수준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확률적

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각 응답척도에 대한 한계확률효과 구해야 한다. 

<표 4-2>에서 각 변수별 응답척도에 따른 한계확률을 제시하였다. 응답

자들의 남성일 경우에 전반적 만족도 조사에서‘매우불만족’, ‘불만

족’, ‘보통’을 선택할 확률이 각각 0.33%, 1.56%, 1.59%씩 증가하였으

며, ‘만족’, ‘매우만족’을 선택할 확률은 각각 3.09%, 0.39% 감소하

는 걸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중 대졸이상의 한계확

률효과를 살펴보면 전반적 만족도에서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이라고 선택할 확률은 각각 1.49%, 9.24%, 15.03%씩 감소하였고, 

반대로 ‘만족’, ‘매우만족’이라고 응답할 확률은 각각 21.56%, 

4.21%씩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또, 일반소득가구가 저소득가구에 

비해 전반적 만족도에서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을 선택

할 확률은 각각 0.37%, 1.82%, 1.92%씩 감소하며, ‘만족’, ‘매우만

족’을 선택할 확률은 각각 3.63%, 0.48%씩 증가한다. 분석모형 내에서 

응답척도(1점~5점)에 따라 전반적 만족도에 가장 큰 확률적 변동을 미치

는 인구사회적 변수는 한계확률효과가  –0.36%에서 21.56%인 교육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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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0.96%에서 –7.54%로 단독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변수의 전반적 만족도 한계확률효과

단위: %

전반적 삶의 만족도 
  

  

  

  

  

지역구분
(도시=1, 농촌=0) 0.33 1.56 1.59 -3.09 -0.39 

성별
(남성=1, 여성=0) 0.12 0.55 0.53 -1.06 -0.13 

나이(만) 0.05 0.22 0.21 -0.43 -0.05 

나이2/1000 -0.36 -1.70 -1.65 3.31 0.40 
교육수준

(고졸=1, 기타=0) -0.88 -4.43 -4.80 8.88 1.24 

교육수준
(전문대졸=1, 기타=0) -0.97 -5.46 -7.51 11.90 2.05 

교육수준
(대졸=1, 기타=0) -1.49 -9.24 -15.03 21.56 4.21 

근로여부
(근로=1, 비근로=0) -0.37 -1.73 -1.64 3.35 0.39 

고용형태
(고용주=1, 기타=0) -0.16 -0.78 -0.78 1.53 0.19 

직업
(농림업=1, 기타=0) 0.14 0.66 0.63 -1.27 -0.15 

가구형태
(단독=1, 기타=0) 0.96 4.14 3.19 -7.54 -0.75 

가구원수
(3인이상=1, 기타=0) -0.02 -0.11 -0.11 0.22 0.03 

소득구분
(일반소득=1, 저소득=0) -0.37 -1.82 -1.92 3.63 0.48 

  다음으로는 전반적 만족도를 도시와 농촌, 일반가구와 노인가구로 나

누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표 4-3>에 그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총 

45,660개의 관측치 중 도시는 33,750개, 농촌은 11,910개, 일반가구원은 

27,680개, 노인가구원은 17,980개의 관측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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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의 추정결과를 보면 도시가구와 일반가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노인가구원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강성진(2007)은 생활만족도에 있어서 가구주가 가

구원보다 높게 관찰되는 이유를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고 한다. 유교문화의 ‘남존여비’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은 한국사회는 

가구의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 가구주의 생활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성 노인의 생

활만족도가 여성노인보다 높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로 

접어들면서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남녀평등주의의 확대로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었지만 노년층에서는 여전히 남성 중심의 문화가 남아 있는 듯하

다.

  도시와 농촌 두 지역 모두에서 나이가 증가할수록 전반적 만족도가 감

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U자 형태가 관찰되었다. 일반가구원과 노인가구

원으로 분리한 모형에서 나이에 대한 추정계수가 각각 유의한 음의 값과 

양의 값으로 추정됨으로써 만 60세 전후를 기점으로 만족도가 증가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그룹에서 단독가구를 나타내는 가구형태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음

의 값으로 단독가구의 전반적 만족도가 기타가구 즉, 다른 가족구성원과 

동거하는 가구에 비해 좋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전반적 만족

도를 지역과 연령으로 구분하지 않고 분석했을 때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지만 오직 가구원수 더미변수는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과 연령에 따라 분리

하여 각각 분석한 결과, 가구원수는 농촌과 노인가구에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고 도시와 일반가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농촌가구와 

노인가구는 단독가구일 경우 생활만족도가 감소하고, 가구원의 수가 많

을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태호 외(2009)의 행

복도 조사에서 노인들은 외로움을 느낄수록 삶의 행복도가 감소하고, 자

녀와 함께 거주할수록 행복도가 증가하는 연구결과와 부합한다. 노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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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인의 인구비중이 많은 농촌의 생활만족도에 있어서 가구원의 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일반소득가구를 나타내는 소득구분변수를 보면 노인가구를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그룹과 달리 노

인가구에서는 소득의 수준이 전반적인 생활의 만족감을 결정짓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근로를 하는 사람이 근로를 하지 않는 사람보

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농촌과 노인가구원에서 고용주 또는 자영

업자를 나타내는 고용형태의 변수가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한

편,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직업의 변수가 모두 음의 값

으로 나타났지만 노인가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농업경영의 어

려움으로 소득의 불안정, 일손부족, 작업환경의 열악함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독 노인가구에서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난 것은 농업의 특

성 상 육체적 노동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나이가 들

어감에 따라 육체적 기능의 쇠퇴로 인해 농업을 수행하는 노인가구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지역과 연령, 인구사회

적 변인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전반적인 생

활에 대한 만족을 경제적 삶, 즐기는 삶, 편리한 삶, 건강한 삶과 같이 

삶의 영역별로 분리하고, 각각의 만족도가 도시와 농촌, 60세 이하의 일

반가구와 61세 이상의 노인가구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더욱 자세히 살

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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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지역과 연령에 따른 전반적 삶의 만족도 추정결과

전반적 삶의 만족도
도시가구원 농촌가구원 일반가구원 노인가구원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성별

(남성=1, 여성=0)
-0.0681***

(0.004) 
0.0149 
(0.683)

-0.1032*** 
(0.000)

0.0715** 
(0.030)

나이 -0.0146***
(0.002) 

-0.0231***
(0.003) 

-0.0035**
(0.014) 

0.0070***
(0.002) 

나이2/1000 0.1818***
(0.000) 

0.2530***
(0.000) - -

교육수준
(고졸=1, 기타=0)

0.2995***
(0.000) 

0.3819***
(0.000) 

0.4394***
(0.000) 

0.3010***
(0.000) 

교육수준
(전문대졸=1, 기타=0)

0.5097***
(0.000) 

0.3897***
(0.000) 

0.6706***
(0.000) 

0.4091***
(0.003) 

교육수준
(대졸=1, 기타=0)

0.7827***
(0.000) 

0.7294***
(0.000) 

0.9877***
(0.000) 

0.5028***
(0.000) 

근로여부
(근로=1, 비근로=0)

0.0965***
(0.000) 

0.1978***
(0.000) 

0.1595***
(0.000) 

0.1377***
(0.000) 

고용형태
(고용주 또는 자영업=1, 기타=0)

0.0242
(0.398) 

0.0667*
(0.090) 

-0.0360
(0.242) 

0.1678***
(0.000) 

직업
(농림어업=1, 기타=0)

-0.0068
(0.763) 

-0.0524
(0.234) 

-0.0042
(0.864) 

-0.1006**
(0.048) 

가구형태
(단독가구=1, 기타=0)

-0.1527***
(0.000) 

-0.1019**
(0.027) 

-0.3484***
(0.000) 

-0.1648***
(0.000) 

가구원수
(3인이상=1, 기타=0)

-0.0341
(0.166) 

0.0232*
(0.054) 

0.0512
(0.730) 

0.0170***
(0.000) 

소득구분
(일반소득=1, 저소득=0)

0.4734***
(0.000) 

0.4047***
(0.000) 

0.0864*
(0.062) 

0.0783
(0.117) 

rho 0.3608***
(0.000)

0.2617***
(0.000)

0.3846***
(0.000)

0.3416***
(0.000)

Log likelihood -34186.468 -11814.152 -27596.405 -18821.68

LR  1431.97***
(0.000)

524.34***
(0.000)

814.93***
(0.000)

248.74***
(0.000)

1)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2) 교육수준 더미변수의 참조그룹(reference group)은 중졸이하임. 

3) 추정결과에서 경계치(threshold)는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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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경제적 삶

  이 절에서는 경제적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시와 농촌, 

60세 이하의 일반가구와 61세 이상의 노인가구 분리하여 분석해 보도록 

한다. 한국복지패널에서 조사된 다양한 만족도 중 가족의 소득만족도와 

직업만족도를 합산하여 경제적 삶의 만족으로 사용하였다. 소득만족도와 

직업만족도는 각각 ‘매우불만족’1점에서 ‘매우만족’ 5점으로 조사된 

자료이다. 가족의 소득만족도와 직업만족도가 경제적 삶의 만족에 미치

는 영향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원 자료가 지니고 있는 순위적 정보의 

소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만족도를 더하여 최저 2점

에서 최고 10점을 가지는 변수로 변환하였다. 

  다음의 <표 4-4>에서 경제적 삶의 만족을 네 가지 그룹으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모든 그룹에서 근로자가 비근로자보다, 

일반소득가구가 저소득가구보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삶의 만

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추정결과를 보면 도시가구원과 

일반가구원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임으로써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만

족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농촌가구원과 노인가구원에서는 유의한 효과

가 관찰되지 않았다. 농촌에 노인의 비중이 많고, 도시에 젊은 층의 비

중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생각해 보면 비교적 젊은 층에서는 여성이 남성

보다 경제적인 만족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전반적 만족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 삶의 만족도 역시 

나이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U자 형태가 관찰되었다. 

일반가구원과 노인가구원으로 분리한 모형에서 나이에 대한 추정계수가 

각각 유의한 음의 값과 양의 값으로 추정됨으로써 만 60세 전후를 기점

으로 경제적인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지할 점은 모든 모형에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원들의 경제적 

삶의 만족도가 기타직업을 가진 가구원들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이는 

농업경영의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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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서 단독가구를 나타내는 가구형태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으

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에서 단독가구 중 60세 이상 노

인의 비중은 74.7%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도시와 농촌

의 단독가구 중 노인의 비중은 각각 67.2%, 89.1%를 차지하고 있다. 따

라서 단독가구는 독거노인을 대변하는 변수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농촌

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독거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

여준다. 

  도시와 일반가구에서 가구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경제적 만족이 

기타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비, 노인부양비, 높은 

물가 등으로 인해 가구원의 수가 증가할수록 가계지출이 많아진다는 점

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결과라 생각된다. 가구원의 수는 농촌과 노인가

구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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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경제적 삶의 만족도 추정결과   

경제적 삶의 만족도
도시가구원 농촌가구원 일반가구원 노인가구원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성별

(남성=1, 여성=0)
-0.1412**

(0.000) 
-0.0293
(0.440) 

-0.1832***
(0.000) 

-0.2386
(0.375) 

나이 -0.0529***
(0.000) 

-0.0412***
(0.000) 

-0.0054***
(0.000) 

0.0083***
(0.000) 

나이2/1000 0.5324***
(0.000) 

0.4051***
(0.000) - -

교육수준
(고졸=1, 기타=0)

0.2424***
(0.000) 

0.3635***
(0.000) 

0.3365***
(0.000) 

0.2681***
(0.000) 

교육수준
(전문대졸=1, 기타=0)

0.4036***
(0.000) 

0.3714***
(0.000) 

0.5332***
(0.000) 

0.4348***
(0.000) 

교육수준
(대졸=1, 기타=0)

0.7783***
(0.000) 

0.8154***
(0.000) 

0.9464***
(0.000) 

0.8629***
(0.000) 

근로여부
(근로=1, 비근로=0)

0.2925***
(0.000) 

0.3192***
(0.000) 

0.3883***
(0.000) 

0.3438***
(0.000) 

고용형태
(고용주 또는 자영업=1, 기타=0)

0.0328
(0.228) 

0.0536
(0.164) 

0.0566*
(0.057) 

-0.0017***
(0.002) 

직업
(농림어업=1, 기타=0)

-0.0295**
(0.016) 

-0.1154***
(0.007) 

-0.0042*
(0.085) 

-0.0499**
(0.042) 

가구형태
(단독가구=1, 기타=0)

-0.0687**
(0.047) 

-0.0915*
(0.051) 

-0.2522***
(0.000) 

-0.3547***
(0.000) 

가구원수
(3인이상=1, 기타=0)

-0.0856***
(0.000) 

0.0268
(0.477) 

-0.0534*
(0.053) 

-0.1073
(0.843) 

소득구분
(일반소득=1, 저소득=0)

0.5403***
(0.000) 

0.3681***
(0.000) 

0.0313**
(0.049) 

0.1219*
(0.072) 

rho 0.3909***
(0.000)

0.3192***
(0.000)

0.4449***
(0.000)

0.4317***
(0.000)

Log likelihood -58421.268 -20328.329 -48017.718 -31234.5

LR  2030.66***
(0.000)

563.65***
(0.000)

1080.98***
(0.000)

273.78***
(0.000)

1)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2) 교육수준 더미변수의 참조그룹(reference group)은 중졸이하임. 

3) 추정결과에서 경계치(threshold)는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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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즐기는 삶

  이 절에서는 즐기는 삶의 만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복지패

널에서 조사된 여가만족도, 사회친분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를 합

산하여 최저 3점에서 최고 15점의 변수로 변환하였다. 마찬가지로 여가, 

사회친분관계, 가족관계 만족도가 즐기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만족수준에 대한 순위정보를 이용하여 도시와 농

촌, 60세 이하의 일반가구와 61세 이상의 노인가구원으로 각각 분리해 

순위프로빗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의 <표 4-5>에서 즐기는 삶의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모든 그

룹에서 성별에 대해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먼저 나이

에 대한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일반가구원에서 나이가 증가하면서 즐기는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모든 그룹에서는 

특별한 경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증가할수록 즐기는 삶의 만족도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경제적 삶의 만족도에서 독거노인이 취약함을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즐기는 삶의 만족도에서도 단독가구의 추정계수가 모든 그룹

에서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단독가구는 

독거노인가구를 대변하는 변수이며, 지역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낮은 만

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특히, 고령화시대에 진입한 한국사회와 이

미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사회에서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 문제

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여가와 문화시설이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농촌의 노인을 위한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독거노인들에 대한 

다차원적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3인 이상의 가구원을 나타내는 가구원수 변수의 추정결과를 보면, 농

촌과 노인가구에서는 가구원의 수가 증가할수록 즐기는 삶의 만족도 또

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젊은 층의 이촌향도 

현상으로 농촌지역에 홀로 남은 노인들의 외로움을 여실히 나타내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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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볼 수 있다. 이는 노인들은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

녀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젊은 층을 농촌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이와는 반대로 도시가구원에서는 3인 이상의 가구에서 

즐기는 삶의 만족도가 다른 가구들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농림어업을 나타내는 직업변수를 보면 일반가구원에서 유의한 음의 값

이 관찰되었다. 이는 만 60세 이하의 젊은 층 중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원의 경우 다른 가구원에 비해 즐기는 삶의 만족수준이 낮음을 의미한

다. 또한,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에 농촌과 노인가구에서 만족도

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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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즐기는 삶의 만족도 추정결과

즐기는 삶의 만족도
도시가구원 농촌가구원 일반가구원 노인가구원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성별

(남성=1, 여성=0)
0.0148 
(0.503)

0.0193
(0.587) 

0.0198
(0.422) 

0.0305
(0.327) 

나이 -0.0041
(0.360) 

-0.0084
(0.261) 

0.0024*
(0.072) 

-0.0009
(0.657) 

나이2/1000 0.0562
(0.178) 

0.1213* 
(0.057) - -

교육수준
(고졸=1, 기타=0)

0.2563***
(0.000) 

0.3749***
(0.000)

0.3726***
(0.000) 

0.2741***
(0.000) 

교육수준
(전문대졸=1, 기타=0)

0.4631***
(0.000) 

0.4132***
(0.000) 

0.5697***
(0.000) 

0.5487***
(0.000) 

교육수준
(대졸=1, 기타=0)

0.6312***
(0.000) 

0.6173***
(0.000) 

0.7788***
(0.000) 

0.4983***
(0.000) 

근로여부
(근로=1, 비근로=0)

0.0022
(0.911) 

0.0797*
(0.063) 

0.0575***
(0.007) 

-0.0094 
(0.790)

고용형태
(고용주 또는 자영업=1, 기타=0)

0.0073
(0.781) 

0.0746**
(0.043) 

-0.0313
(0.260) 

0.1305***
(0.000) 

직업
(농림어업=1, 기타=0)

-0.0246
(0.234) 

-0.0282
(0.490) 

-0.0372*
(0.091) 

-0.0755
(0.105) 

가구형태
(단독가구=1, 기타=0)

-0.2518***
(0.000) 

-0.1186***
(0.007) 

-0.4138***
(0.000) 

-0.2133***
(0.000) 

가구원수
(3인이상=1, 기타=0)

-0.0792***
(0.000) 

0.0110*
(0.076) 

0.0075
(0.771) 

0.0740**
(0.014) 

소득구분
(일반소득=1, 저소득=0)

0.3546***
(0.000) 

0.2684***
(0.000) 

0.0856**
(0.043) 

0.1422***
(0.002)

rho 0.3433***
(0.000)

0.2746***
(0.000)

0.3557***
(0.000)

0.3307***
(0.000)

Log likelihood -63600.877 -22110.59 -51511.2 -34512.961

LR  1120.83***
(0.000)

321.52***
(0.000)

643.54***
(0.000)

222.92***
(0.000)

1)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2) 교육수준 더미변수의 참조그룹(reference group)은 중졸이하임. 

3) 추정결과에서 경계치(threshold)는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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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편리한 삶

  이 절에서는 편리한 삶의 만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복지패

널에서 조사된 주거환경 만족도를 편리한 삶의 만족도로 정의하였다. 주

거환경만족도는 ‘매우불만족’1점에서 ‘매우만족’5점까지의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되었다. 주거환경만족도의 순위정보를 이용하여 도시와 농

촌, 60세 이하의 일반가구와 61세 이상의 노인가구원으로 각각 분리해 

순위프로빗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7>에서 편리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추정결과가 나타나 있다. 

  먼저 성별에 대한 편리한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농촌가구와 일반가

구에서 유의한 음의 값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

지만, 도시가구와 노인가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교육수준이 높아질

수록 편리한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고 있으며, 일반소득가구가 저소

득가구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농촌가구원에서 나이에 대한 추정계수가 양의 값, 나이

2/1000의 추정치가 음의 값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편리한 삶에 대한 만

족도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의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가구원의 나이에 대한 추정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노인가구원에

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진 것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농촌에 거주하는 가

구원의 경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이 증가하다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주거환경 만족도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도

시가구원에서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편리한 삶에 대한 만족 또한 증가

함을 보였다. 이는 농촌의 노인가구원에서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수준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농촌의 노인가구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

선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모든 그룹에서 단독가구가 기타가구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농촌가구와 노인가구에서 3인 이상의 가족구성원과 동거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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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나타내는 가구원의 수는 모든 그룹에서 편리한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변수도 편리한 삶의 만족에 

대해서는 유의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를 나타내는 고용형태의 추정결과는 농촌가구와 

노인가구에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전반적, 즐

기는 삶의 만족도에서도 고용형태의 변수는 농촌과 노인가구에서만 유의

한 양의 값으로 나타나는 일관적인 경향을 볼 수 있다. 한편, 근로여부

의 추정계수를 보면 모든 그룹에서 음의 값을 보이고 있고 농촌가구원과 

일반가구원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른 만족도에서 근로를 하는 사람

이 근로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모든 그룹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로 근로를 하면 주거환경의 만족도가 감소한다는 것

은 주지해볼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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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편리한 삶의 만족도 추정결과

편리한 삶의 만족도
도시가구원 농촌가구원 일반가구원 노인가구원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성별

(남성=1, 여성=0)
-0.0304
(0.184) 

-0.0603*
(0.093) 

-0.0479*
(0.060) 

-0.0240
(0.444) 

나이 0.0023 
(0.625)

0.0204***
(0.007) 

0.0153***
(0.000) 

-0.0080***
(0.000) 

나이2/1000 0.1184***
(0.007) 

-0.0670**
(0.032) - -

교육수준
(고졸=1, 기타=0)

0.1338***
(0.000) 

0.1422***
(0.003) 

0.2003***
(0.000) 

0.1546***
(0.000) 

교육수준
(전문대졸=1, 기타=0)

0.2726***
(0.000) 

0.0971
(0.279) 

0.3438***
(0.000) 

0.2732**
(0.034) 

교육수준
(대졸=1, 기타=0)

0.4280***
(0.000) 

0.2725***
(0.000) 

0.5157***
(0.000) 

0.3297***
(0.000) 

근로여부
(근로=1, 비근로=0)

-0.0698***
(0.001) 

-0.0053
(0.906) 

-0.0279
(0.219) 

-0.1011***
(0.006) 

고용형태
(고용주 또는 자영업=1, 기타=0)

0.0174
(0.532) 

0.0652*
(0.091) 

-0.0180
(0.541) 

0.1104***
(0.004) 

직업
(농림어업=1, 기타=0)

0.0240
(0.275) 

0.0133
(0.757) 

0.0066
(0.775) 

-0.0053
(0.914) 

가구형태
(단독가구=1, 기타=0)

-0.1971***
(0.000) 

-0.1261***
(0.006) 

-0.2273***
(0.000) 

-0.2103***
(0.000) 

가구원수
(3인이상=1, 기타=0)

-0.0307
(0.197) 

-0.0482
(0.197) 

0.0042
(0.877) 

0.0022
(0.942) 

소득구분
(일반소득=1, 저소득=0)

0.2778*** 
(0.000)

0.3387***
(0.000) 

0.1923***
(0.000) 

0.1268***
(0.009) 

rho 0.3496***
(0.000)

0.2586***
(0.000)

0.3588***
(0.000)

0.3103***
(0.000)

Log likelihood -39739.675 -13514.404 -32847.265 -20630.875

LR  560.21***
(0.000)

218.95***
(0.000)

270.12***
(0.000)

116.92***
(0.000)

1)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2) 교육수준 더미변수의 참조그룹(reference group)은 중졸이하임. 

3) 추정결과에서 경계치(threshold)는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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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건강한 삶

   이 절에서는 건강한 삶의 만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복지

패널에서 조사된 건강 만족도를 건강한 삶의 만족도로 정의하였다. 건강 

만족도는 응답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수준을‘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만족’5점까지의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되었다. 

건강 만족도의 순위정보를 이용하여 도시와 농촌, 60세 이하의 일반가구

와 61세 이상의 노인가구원으로 각각 분리해 순위프로빗분석을 실시하였

다. 다음의 <표 4-8>에서 건강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추정결과가 나타나 

있다. 

  먼저 건강한 삶의 만족도 분석에는 나이에 대한 비선형효과를 관찰하

지 않고 선형효과를 관찰하였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은 상식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이에 대한 추정치가 

모두 유의한 음의 값으로, 이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성별에 대한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영역의 만족도와는 달리 모든 

그룹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건강만족도를 나타냈다. 교육수준이 높

아질수록 건강만족도가 증가하였으며, 근로를 하는 사람이 근로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높은 건강만족도를 나타냈다. 

   가구원수의 추정결과를 보면, 농촌가구와 노인가구에서 가구원의 수

가 3인 이상이면 건강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

와 농촌의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현상이라고 생

각해 볼 수 있다. 도시지역의 노인가구원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

각되면 쉽게 근처의 병원이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반

대로 농촌에서는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물리적인 거리도 멀어 접근이 용

이하지 않다. 따라서 다른 가족구성원과 동거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가

족구성원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수준이 단독가구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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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과 함께 생활하는 노인이 홀로된 노인보다 정신적 질환이나 자살률,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회심리적 적응도나 생활만족도

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영미). 

  특이한 점은 농업에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가구원이 다른 직업에 종사

하는 가구원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노인가구에

서 저소득층이 일반소득층보다 건강만족도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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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건강한 삶의 만족도 추정결과

건강한 삶의 만족도
도시가구원 농촌가구원 일반가구원 노인가구원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성별

(남성=1, 여성=0)
0.2135***

(0.000) 
0.3342***

(0.000) 
0.1399***

(0.000) 
0.4407***

(0.000) 

나이 -0.0484***
(0.000) 

-0.0724***
(0.000) 

-0.0269***
(0.000) 

-0.0061**
(0.011) 

교육수준
(고졸=1, 기타=0)

0.3898***
(0.000) 

0.3469***
(0.000) 

0.4133***
(0.000) 

0.3237***
(0.000) 

교육수준
(전문대졸=1, 기타=0)

0.4615***
(0.000) 

0.3203***
(0.003) 

0.4932***
(0.000) 

0.3417**
(0.017) 

교육수준
(대졸=1, 기타=0)

0.5301***
(0.000) 

0.5180***
(0.000) 

0.5870***
(0.000) 

0.4755***
(0.000) 

근로여부
(근로=1, 비근로=0)

0.1855***
(0.000) 

0.2724***
(0.000) 

0.2000***
(0.000) 

0.2801***
(0.000) 

고용형태
(고용주 또는 자영업=1, 기타=0)

0.0631**
(0.026) 

0.0172
(0.687) 

0.0533*
(0.075) 

0.0328
(0.421) 

직업
(농림어업=1, 기타=0)

0.0505***
(0.000) 

0.0087
(0.853) 

0.0630***
(0.008) 

0.1332***
(0.009) 

가구형태
(단독가구=1, 기타=0)

-0.0976**
(0.024) 

-0.0568
(0.283) 

-0.2682***
(0.000) 

-0.0348
(0.351) 

가구원수
(3인이상=1, 기타=0)

0.0702
(0.600) 

0.1278***
(0.002) 

0.0626
(0.240) 

0.1215***
(0.000) 

소득구분
(일반소득=1, 저소득=0)

0.2213***
(0.004) 

0.1719***
(0.000) 

-0.0231
(0.610) 

-0.1938***
(0.000) 

rho 0.3835***
(0.000)

0.3966***
(0.000)

0.3814***
(0.000)

0.4108***
(0.000)

Log likelihood -40881 -14455.462 -32759.137 -22639.614

LR  2991.06***
(0.000)

1151.35***
(0.000)

1375.25***
(0.000)

560.16***
(0.000)

1)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2) 교육수준 더미변수의 참조그룹(reference group)은 중졸이하임. 

3) 추정결과에서 경계치(threshold)는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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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절 분석결과의 정리 

  본 연구에서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경제적, 즐기는, 편리한, 

건강한 삶 등 각 영역별 삶의 만족도를 지역과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전반적으로 도시가구는 일반가구

와, 농촌가구는 노인가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은 도시와 반대로 노인층이 많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결

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감소하다가 60대 전후를 기

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U자 형태가 관찰되었다. 특이한 점은 편리한 삶의 

만족도에서는 농촌가구원에서 나이가 증가하면서 편리한 삶의 만족수준

이 높아지다가 노년층에 접어들면서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보임으로써 

농촌노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원들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가구원

들보다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영역별 삶의 만족도를 각

각 분석해 본 결과,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원의 생활만족도가 낮은 이유

는 경제적 삶에 대한 불만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모든 영역별 삶의 만족과 그룹에서 행복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를 하고 있는 

가구원이 그렇지 않은 가구원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편리한 삶의 만족에서는 근로를 수행하는 가구원이 낮은 만족

도를 나타냈다.

  넷째, 다른 가족구성원 없이 혼자 생활하는 단독가구는 모든 삶의 영

역별 만족에서 낮게 나타났다. 특히, 단독가구의 대부분이 노인임을 생

각하면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농촌가구와 노인가구에서 가구원의 수가 많을수록 모든 삶의 

영역별 만족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도시가구원에서는 가

구원의 수가 증가할수록 경제적 만족수준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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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해 보면, 도시, 농촌, 일반가구와 노인가구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

는데 있어서 가구형태(단독가구), 교육수준, 근로여부, 소득수준 등의 변

수는 모든 그룹에서 대체적으로 일관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저소득계층에 대한 생계비지원, 비근로자를 위한 취업 

및 일자리 지원 등의 복지정책은 큰 틀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직업, 고용형태, 가구원수는 그룹별로 상이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3인 이상의 가족구성원과 동거를 나타내는 가구

원수는 도시와 농촌의 생활만족도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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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증가함에 

따라 역량접근법적 관점에서 다양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복지정책

보다는 환경과 여건에 따른 적합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국

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인의 전반적인 행

복과 각 영역별 삶의 만족에 대한 결정요인을 지역과 연령에 따라 실증

분석 하였다. 

  한국인이 느끼는 생활만족도는 2006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꾸준

히 상승해 왔다. 주거환경, 복지인프라 등의 객관적 수준이 도시가 농촌

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만족도의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서는 농

촌가구원이 도시가구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심리적인 설문

조사에 의해 조사된 생활만족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의 정도를 나타

내므로 단순히 이를 보고 농촌이 도시보다 살기 좋다 또는 생활만족이 

높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같은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다음

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상대소득가설에 의하면 사람은 자신의 효용

수준을 주변인의 소득과 비교해서 결정한다고 한다. 빈부격차와 소득의 

불평등정도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에서는 주변인들과 비교

했을 때, 그 상대적 박탈감 또는 기대수준이 도시주민에 비해 작다고 판

단되며 이는 절대적인 소득과 복지시설 등의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농촌

이 도시보다 높은 생활만족도를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확률효과 순위프로빗모형(random effect ordered probit)을 

이용하여 지역 및 연령에 따른 다양한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농업인들의 복지 및 경영안정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최근 농산

물시장의 잇따른 개방과 폭염, 혹한 등의 이상기온으로 농업경영에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석결과에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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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타산업에 속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은 

이러한 사실은 지지하고 있다. 김진수(2012)에 의하면 선진국의 농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농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농민에 대한 사회복

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농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는 

WTO나 FTA에 저촉이 되는 반면에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은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앞으로의 농업, 농촌의 유지와 발

전을 위해서는 농업생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농민 복지

분야의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변동에 의한 피해는 그 

예측이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현행의 농업재

해보험은 과일과 일부작물에만 적용되고 있어 피해농가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농림부 소관예산 중 농가소득 및 경

영안정 예산의 변화추이를 보면 2009년 26,811억 원, 2010년 24,952억 

원, 2011년 24,763억 원, 2012년 19,852억9) 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의 확충을 통해 농업경영의 불안정성을 줄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분석결과에서 농촌과 노인가구에서는 가구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하였고, 도시가구에서는 가구원의 수가 증가할수록 경

제적인 삶의 만족이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된 농촌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젊은 층을 농촌으로 유인하여 노인들이 

자녀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한다. 또, 지대

와 물가가 비싼 도시주민에게는 보육료, 교육비, 보육수당지원 등의 경

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1년 저출산, 고령화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의 주요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60.2%가 자녀양육, 교육비

라고 답했으며, 23.9%가 소득 및 고용불안정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우리

나라의 현 저출산의 문제가 경제적 부담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특히,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지역은 물가와 지대가 

농촌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출산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

9) 2012년도에 한해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에 대한 전년도 대비 예산 감소분 보다 많은 예
산이 농업체질강화 및 농업생산기반조성에 확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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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농촌지역에서의 저출산 문제는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한 젊은 

층의 부재가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른 농촌지역의 학령아

동 감소는 농촌지역 초등학교의 통폐합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

르면 농촌지역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1,289개교(1면 1개교와 도서벽

지학교 제외)로 이중 658개교는 통폐합대상으로 지정하여 연차적으로 시

행하고 있다.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장년층의 귀농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일방적인 교육시설의 통폐합과 감소는 농촌지역의 인구변화와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정명채, 2012). 도시지역에 대한 보육, 교육

비 지원과 농촌지역에 대한 보육, 교육시설의 확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농촌으로의 인구유입을 통해 농촌사회의 

고령화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독거노인에 대하여 건강, 소득, 주거, 여가 등 다차원적 복지향

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분석결과에서 보았듯이 독거노인들은 

모든 삶의 영역별 만족에서 그 취약함이 드러났다. 특히, 농촌의 독거노

인들은 그 수준이 더욱 심각하였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복지

프로그램을 보면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가사활동이 어

려운 취약농가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나 가구 

당 1년에 최대 12일 밖에 지원이 되지 않으며, 지원 금액도 하루 최대 1

만원 수준이다. 독거노인에 대한 자원봉사제도, 도우미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등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60세 이하의 일반가구원, 즉 젊은 층에 취업지원 및 상담서비스, 

공공근로서비스 등을 통한 폭넓은 근로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

로 중인 사람은 근로를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거의 모든 모형에서 높은 

생활만족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근로로 인한 소득의 증가는 경제적 삶

의 만족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 자아존중감 또

한 상승시켜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노년층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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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교육수준은 소득과 함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의 하나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에 대한 적응이 빠르

고, 공동체 내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더 잘 유지하고 증진시킨다. 노인복지정책에 있어 노인교

육은 노인의 정규학력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노인 스스로 자

신의 지위와 역할을 획득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인정받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실제 그 효용의 

수준이 드러나지 않는 잠재변수인 삶의 전반적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순위프로빗모형을 사용하였다. 패널 순위프로빗모형에서 개인특성을 고

정효과모형을 가정했을 때, 개인특성효과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지역, 성별 등과 같은 중요한 변수도 함께 제거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확률효과 순위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개인특성 오차항과 독립변수간의 독립

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내생성이 문제가 될 때, 불편 추정량을 구하는 추

정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다. 패널 순위프로빗모형에서 개인특성효과를 

고려할 때 일치추정량과 불편추정량을 구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이 개발

된다면 보다 올바른 실증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구원들을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함에 있어, 자료가 지닌 한계로 인해 특별시, 광역

시, 시는 도시로 군, 도농복합군은 농촌으로 분리하였다. 도시와 농촌을 

구분함에 있어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설문조사 상

에 기재하도록 되어 행정코드가 공개된다면 더욱 정교한 도시와 농촌의 

분석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적 구분이 가능해 짐에 따라 상대소득가설도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역별로 병원, 교육시설, 인구대비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의 수 등 복지인프라의 변수를 추가적으로 모형에 

반영한다면 더욱 다양한 연구가 가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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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n Life Satisfaction in 

Urban and Rural Regions by Using 

Panel Data

Wonkyu Cha

Dep.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ue to aging and polarization, citizen’s demand on social welfare 

recently has been growing, and this growing demand on social welfare 

brings about continuing expansion on welfare budget. Although the 

budget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11 was 11% of the gross government’s spending, which was at 

all-time highs, the citizens claim that they do not feel that they are 

surrounded by the benefits of welfare. Moreover, Extensive areas 

lacking welfare service exist especially in rural regions and elderly 

households. Like in this case, quantitative expansion of social welfare 

budget is important. However, what is more important is the growth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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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ative welfare service, in other word, providing a kind of welfare 

service that can be a practical aid to welfare beneficiaries. 

  A psychological life satisfaction research via survey is used most to 

measure subjective level of welfare, quality of life, and sense of 

well-being; also, it so used as a purpose to provide base data to 

establish a welfare policy. To seek a way to a welfare policy that is 

suitable for its environment and condition rather than an uniformed 

welfare policy that do not consider diversity from capability approach, 

by using Korea Welfare Panel Data, this research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on determinants on Koreans’ life satisfaction from 2006 to 

2010 through random effect ordered probit depending on their region, 

either urban or rural region, and their age, either elderly or 

non-elderly.

  Overall, urban households and non-elderly households showed the 

similar trend, whereas rural households showed the similar trend with 

elderly households. This is considered as the result reflected by the 

reality of many young people living in cities while many senior citizens 

live in farming regions. Furthermore, Koreans’ life satisfaction has 

been steadily growing from 2006 till 2010. 

  On the other hand, despite the fact the urban have the high 

objective standard of living conditions and infrastructure of public 

welfare than rural regions, the households in rural regions showed 

higher absolute value in overall satisfactory rate than the ones in 

urban. By relative income hypothesis, when people in rural region – 
where rich-poor gap and the inequality in income are smaller than 

cities – were compared with others within their rural region, it is 

considered that they would feel less relative deprivation and has lower 

expectation than the people in urban region. This signifies that r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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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s show higher life satisfaction than urban despite of their lower 

absolute income and poorer welfare facilities than the ones in urban. 

  It was observed that life satisfaction decreases as people would get 

older but then increases when people get past their 60s, forming ‘U’ 

shape. The interesting part in satisfaction in convenient life was that 

the satisfaction rate increases as the people in households in rural get 

older but then decreases as they enter elderly stage in their lives. This 

revealed the low satisfaction rate of the elderlies of rural on their 

living conditions.

  The households with their occupations in agriculture had lower 

overall life satisfaction than the ones working in other occupations. 

Analysis on each occupation’s life satisfaction revealed the reason for 

the low life satisfaction of the household working on farming was due 

to economic dissatisfaction on their lives. 

  The single households with no other family members showed low 

satisfaction rate in all categories in their lives. Especiall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most of single households are elderly households, it 

shows the serious problems on the living conditions of single elderly 

households.

  Meanwhile, a certain tendency was observed that the elderly 

households and the households in rural have higher life satisfaction on 

all area as they had more numbers of family members in their 

households. On the other hand, the household in urban had low 

economic satisfaction rate as their number of family members 

increased. 

  It is expected that the analysis result of determinants on life 

satisfaction depending on people’s region and their age presented in 

this research will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to decision making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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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ing social welfare policies by an administrative agency.

Keywords: life satisfaction, quality of life, Well-Being, random effect   

          ordered pro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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