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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20세기 후반동안 경제적으로 압축·고도성장을 달성한 반

면,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자살률은 몇 년째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1)을 기록하고 있으며 양극화는 점차

심화2)되어왔다.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는 성공적

으로 달성하였지만 경제수준에 걸맞은 사회의 발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진단은 20세기 말 유럽에서 사회의 질이 태

동하게 된 배경과 상당히 유사하다. 유럽에서는 그동안 정책의 중심이

경제부문에 치중되어 온 것과 사회정책이 단순히 경제정책의 부속물 정

도로 취급되어온 관행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면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균형을 맞추어 추구해야할 새로운 사회의 지향 내지 조건을 ‘사회의 질

(Social Quality)’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사회의 질을 주창한

학자들은 사회정책이 단지 경제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경제정책이 사회정책의 궁극적 목표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의 질은 좋은 사회의 조건이자 현재의 사회

가 좋은 사회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사회의 질이 경제성장을 넘어선 성숙한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개

인 수준에서는 추구되어야 할 중요한 궁극적 가치로 행복이 각광받고 있

다. 오늘날 행복은 개인에 국한된 목표를 넘어서 국가 수준에서 추구해

야 할 목표로까지 제시되고 있다. 행복, 삶의 만족도, 주관적 웰빙 등 구

체적 명칭과 측정 방식을 달리하기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그 동안 발전

지표로 주로 활용되던 GDP가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감 내지 행복

1) 2013년 기준, 한국의 자살률은 28.7(인구십만명당)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
치이다. https://data.oecd.org/healthstat/suicide-rates.htm (접속일 2017.6.22.)

2) 지난 13년간 상위 20% 가정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하위 20%보다 9배나 빨랐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OELD6FS0Q (접속일 2017.6.22.) 



- 2 -

수준을 발표하는 최근의 추세에서 볼 수 있듯 국민행복이 정책적 목표로

추구되어야 함이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선진국 중심으로 개별 국가에서도 행복을 정부 목표로 표방하여 추

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지난 박근혜 정부 출범 시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국민행복’을 내세우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국정과제들을

추진한 바 있다. 행복에 대한 관심은 비단 정책 영역 뿐 아니라 과학적

연구 영역에서도 활발해져왔다. 행복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된 것은 산업

화 시대를 거치면서 경제수준은 괄목할 정도로 성장하였지만, 그 과정에

서 삶의 궁극적 가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행복 수준은 그다지 높아

지지 못한 데에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봐도 2015년에 GDP를

기준으로 평가한 국가경제는 전 세계에서 11위를 차지하여 경제대국의

자리를 지킨 반면, 2017년 발표된 「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

면 같은 기간에 행복은 155개국 중 56위에 머물렀다.3) 경제발전에 비해

행복 수준이 높아지지 않은 현상, 소위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이 우리나라에서도 목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적 현상

이 나타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하여 사회적 비교이론이나 적응이론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즉, 소득이 증가하여도 준거집단과의 비교

로 인해 행복 수준이 그만큼 높아지지 않는다는 설명과 사람들은 한번

높아진 소득에 적응하기 때문에 행복이 과거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논리로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사회의 질은 개인 수준에서 작동하는 이러

한 메커니즘과 달리 행복을 거시적 접근으로 설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

다. 국민소득의 증가가 사회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경

제성장 과정에서 약화되고 훼손되는 ‘사회성(the social)’이 사회에 부정

적인 부수적 효과를 야기하여 경제성장과 행복 간에 괴리를 발생시키는

수 있는 것이다.4)

3) http://worldhappiness.report/ (접속일 2017.5.15.)
4) OECD가 발표하는 ‘Better Life Index’의 11개 지표 중 ‘사회적지지(perceived social 

support network)’로 측정되는 Community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38개국 중 
37위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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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수는 아니지만 사회적 요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늘어나고 있다. Clark and Senik(2010)은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더불어 공정성이나 사회적 자본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행

복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밝혔다. Lin(2016)에 따르면 사회적 웰빙

요인들은 사회적 안전, 공공질서, 사회적 평화, 사회적 응집성, 사회 정

의, 사회 참여 등으로 행복에 관한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준다.

Chen(2006)은 사회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경제적 성장에 동반한 행복감

저하가 나타나는 대부분의 신흥 산업사회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주장하여 사회적 요인과 행복 간의 연구가 갖는 의의를 시사한

다. 이러한 배경에서 Lin(2016)은 사회의 질이 사회적 웰빙 측면에서 행

복을 분석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의 질 이론

은 사회 현실을 분석하기 위하여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분석틀을 제

시하는데, 사회경제적 안전성 차원은 소득, 주거, 일 등 관련이며, 사회적

응집성 차원은 사회적 신뢰와 연대를 다루며, 사회적 포용성 차원은 사

회 집단화 관련이며, 사회 참여 차원은 사회적 자본, 정보, 조직, 공공참

여 채널 요인을 포함한다(Walker and van der Maesen, 2004; Lin, 2011;

Lin, 2016). 이러한 사회지향적 분석 방법은 행복연구에 적용될 수 있으

며, 경제 내지 심리적 논리가 다수인 행복연구를 보완할 수 있다(Lin,

2016).

특히 이 연구는 사회의 질과 행복 간의 관계를 지역사회 수준에서 논

의한다. 지역사회는 사람들이 근접한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

고받기 때문에 시민들의 행복을 경제 측면에서의 양적 접근만으로 설명

하기는 어렵다. 사회의 질 접근은 개인과 사회가 맺는 관계와 그 관계에

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과정의 전체성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제시(조권

중 외, 2009)하기 때문에 사회의 질 개념을 이용하여 시민의 행복을 설

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행복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는

연구들 중에 지역 수준에서 관심을 갖는 경향이 높아졌는데 지방서비스

의 주민행복에 대한 영향이나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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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라 할 수 있다. 또한 OECD는 개인 차원의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와 별개로 지역 단위의 지역 웰빙(Regional Wellbeing) 수

준을 발표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사회의 질이 소속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세계적인 대도시 중 하나인 서울을 대상으로 하며 자

치구를 지역사회의 단위로 본다. 산업화는 도시화를 촉진하는데 서울 역

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 시기에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적으로는 부요해졌는데5) 과연 이 과정에서 모든 시민들

이 일정한 경제수준을 보장받고 사회관계에서 배제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논의는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6) 한편, 자치구를 분석단위로 보게 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분권화가 진행

된 데 있다. 분권화 이후 지역사회 내에서의 주민의 참여가 중요해졌으

며, 시간이 지나면서 분권과 더불어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높아졌

다.7)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수요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 공급, 참여민주주

의의 확립, 그리고 지역격차 해소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유럽에

서의 사회의 질이 어떤 시민도 배제되지 않는, 모든 시민을 위한 유럽을

모토로 삼았다면 지역사회의 질은 개별 지역사회가 모든 주민을 위한 지

역사회인지 여부에 초점을 둔다. 또한 지역사회를 단순히 개별 주민의

집합으로 보지 않고 별개의 분석대상으로 고려하게 된 것은 지역수준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맥락효과 때문이다.8)

5) 1985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2,356천원에서 2014년 기준 33,229천원으로 10배 
이상 상승하였다.

6) 물론, 유럽에서 사회의 질 논의가 점화된 것은 유럽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소속된 모든 
시민들이 배제되지 않는 모든 시민을 위한 유럽을 건설해나가는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7) 2015년 서울시가 재산세 공동과세 세율 인상 검토 의견을 표명하자 상대적으로 재산세
가 많이 걷히는 강남구는 이러한 방침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72750321)
8) 행복의 중요한 변인 중 하나인 개인의 건강상태가 지역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

다는 맥락효과(contextual effect)가 알려져있다(Solar and Irwin, 2010). 또한 여러 
연구에서 이웃사회만족도(neighborhood satisfaction)가 삶의 만족도의 중요한 선행요
인임을 제시한다(예. Andrews and Withey, 1976; Barresi, Ferraro and Hobey, 
1984; Campbell, Converse and Rodgers, 1976; Morris and Winter, 1978; Si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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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우선, 서울시의 지역사회의 질과 서울시민

의 행복 추이를 살펴본다. 「서울서베이」가 조사되기 시작한 시기를 사

회의 질에 대한 인식이 발현된 때로 간주하여 과연 그 이후로 사회의 질

에 변화가 나타났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사회의 질의 변화로 행복의 변

화를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경제적 요인만으로 설명되지 않

는 행복이 사회의 질로 설명되는지 살펴본다. 분석을 위해 서울시를 구

성하는 다섯 개 생활권을 비교 분석한다. ‘행복’을 직접 측정한 것은

2013년부터이기 때문에 시기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향확산이

론을 전제로 전체 행복을 구성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하위영역 행복 수준

의 변화를 함께 분석하되 정책적 함의 도출의 용이함을 위해 다섯 생활

권 기준으로 비교역사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마지막은 본 연구의 핵심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역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지표들이 주

민행복에 영향을 주는지 일반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확인한다. 추가적으

로 권역별로 지역적 요인이 상이한 영향력을 갖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의

질 일부 요인들이 정책대상에 따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를 분석

하여 보다 적실성 있는 행복정책 도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목적

이 연구는 기존 삶의 질 중심의 행복연구에서 발견되는 연구의 범위와

분석대상 측면, 그리고 설명력의 한계에 주목한다.

우선, 삶의 질 연구는 주로 소득, 가족, 건강 등과 같이 개인 삶과 직

결되는 영역에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개인적 요인들은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되지만 이 요인들

의 설명력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오늘날 현실에서 행복감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내용 중에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한 사회 수준의 요

인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 삶의 질 연구 범위의 확장이 필요하다.

Rahtz, Cicic and Underwood,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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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분석대상과 관련하여 행복 연구는 개인 수준에서 행복수준

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관한 분석이 주를 이뤘다. 물론, 행복의 주체는

개인이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도 개인 수준의 조건들로 나

타나지만9) 집단별, 지역별로 행복 수준이 체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

지역 간 행복의 차이, 즉 행복의 불평등(happiness inequality)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더욱이 개인이 보유한 객관적 조건조차도 그 개인이

어떠한 사회에 속해있느냐에 따라 그 조건을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지 오래이며 그 심각성은 더욱 증가

하고 있다. 지역 수준에서는 분권화가 진전되면서 지역 간 차이를 해소

하는 것이 지자체 정책적 차원에서 중요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주민의 행복 증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실

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설정과 운영방향의 중요한 지향점을 사회

의 질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제시하는데 목

적을 둔다. 먼저, 주민의 행복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지역사회의

질이 주민행복을 설명할 수 있는 여지를 살펴본다. 지역 수준에서 주민

의 행복을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은 개별 공공서비스나 자연환경의 영향

을 검증하려는 시도가 많았는데 이 연구는 사회의 질 개념에 착안하여

지역사회의 질 개념틀을 새로이 구성함으로써 그 동안 단편적으로 그리

고 분절적으로 연구되어온 지역 수준의 행복 영향요인 연구에 비해 복합

적이고 심도 깊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초점

을 맞추어 지역 간 평균 주민행복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고 지역별로 해

당 지역주민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해본다.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각 분면은 개념적으로 서로를 완벽히 배제(exclusive)하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실증 분석을 위하여 종래 사회의 질

9) 최영출·이지혜(2014)에서 제주특별시 주민의 행복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영역은 심리적 
요인, 가족생활, 직장 및 사회생활, 일상생활이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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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틀을 기반으로 하되 지역사회의 질을 제도와 시민사회 영역의 질,

그리고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한 조건분면으로서 지속가

능성 영역을 추가하여 새롭게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지역사회의 질

각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지역사회의 질이 주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떠한 요인이 높은 영향력을 갖는지 파악해보고, 권역

별, 정책대상별로 지역사회의 질을 포함한 지역적 요인이 행복에 차별적

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

구는 이론적으로 사회의 질과 개인의 행복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개별 지자체의 사회의 질을 진단

하여 주민행복 제고를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여할 수 있다.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삶의 질(QOL)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경향이 있

는데 첫째는 분석의 단위이고, 둘째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의 성격

(주관적 또는 객관적)에 근거한 것이다(Sirgy et al., 2000). 분석 단위는

개인, 가족, 지역, 국가, 전 세계 수준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Sirgy

et al., 1995). 정책에 기반을 둔 지역 QOL 측정 개발에 있어서는 주관

적 QOL이 객관적 QOL과 괴리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두 가지 지표를 혼용한다(Sirgy et al., 2000).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이 연구는 지역 간 평균 행복 수준의 차이를

지역 수준에서 설명하기 위하여 지역적 요인에 관심을 갖는다. 기본적으

로 자치구 차이에 주목하되, 먼저 개괄적인 파악을 위하여 자치구보다

상위 지역단위인 다섯 개의 생활권을 대상으로 비교역사연구 접근에서

분석한 후, 개인 단위의 서베이 자료와 자치구 수준의 행정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자치구의 지역사회의 질과 주민행복 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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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정책목표로서 행복

1. 행복의 개념에 대한 논의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즐거움)을 느끼

는 흐뭇한 상태” 혹은 “심신욕구가 충족되어 만족감을 느끼는 정신상태”

등으로 정의된다(국립국어연구원). 하지만 행복의 개념 정의는 그 범위가

넓고 내포하는 실질적 내용이 다양하여 모든 학문 영역이나 맥락을 아우

르는 단일 개념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구교준 외(2015)는 행복의 근원(locus)과 성격(focus)을 중심으로 행복

의 정의를 논하였다. 전자는 행복을 인간 내부 혹은 외부에서 찾느냐의

문제와 관련되는데, 최진혁(2015) 또한 행복은 대체적으로 인간의 심리적

상태에 입각하여 평가와 인지상태로 설명하려는 주관적 시각과 인간의

삶을 둘러싼 물리적 구성요소로 설명하려는 객관적 시각에서 정의되어진

다고 한다.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주관적 만족이나 쾌락으로 볼 것인지

(hedonism), 아니면 개인의 가치나 역량의 추구로 볼 것인지

(eudaimonism)로 시각이 구분된다. 행복의 근원에 대하여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중세까지는 행복을 ‘행운’이라는 단어로 집약할 수 있을 만큼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반면에 같은 시기에 소크라테스

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외부뿐 아니라 인간 내적인 요인에서 비롯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Oishi et al., 2013; Kesebir and Diener, 2008).

행복의 근원을 신과 결부시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행운으로 여겼던 고

전적 행복관은 13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 와서 전환점을 맞게 되

는데 신을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 누구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그것이다. 이후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행복과 쾌락이 동일시

되고 행복의 근원에 대한 논의는 인간 내적인 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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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행복 추구를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로 공포한 18세기 미국의 독

립선언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이루어진 사회를 바람직한 사회로 이

해한 19세기 공리주의가 그 결과이며 현대까지도 이 흐름은 이어져오고

있다.

Vittersø(2012)는 Fellows(1966)의 구분에 따라 현대 심리학 이전의 행

복의 개념에 대한 지배적 사상을 두 가지 시기10)로 구분하면서

McMahon(2008)이 제시한 그리스 시대의 좋은 삶에 대한 네 가지 개념

정의를 소개한다. 첫 번째 개념은 순수 쾌락주의(hedonism)에 기원을 둔

순간적 즐거움의 총합(Watson, 1895)이다. 이 주장은 Bentham의 공리주

의로 일부 재탄생했고 보다 최근엔 Kahneman(1999)의 객관적 행복 이

론으로 이어졌다. 두 번째로는 보다 완화된 쾌락주의 시각으로 삶은 순

간의 즐거움이 아닌 생애 전체의 즐거움을 극대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다. 이 시각은 오늘날 삶의 만족(Diener, 2006)이나 Kahneman이 보다

새롭게 제시하는 쾌락주의 행복이론에 반영된다. 세 번째는 스토아학파

(Stoicism)의 시각으로 이에 따르면 행복은 감정적 영역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복에 대한 네 번째 시각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

작된 것으로 좋은 삶이란 선한 행동을 통해 달성된다는 주장이다. 마지

막 두 가지 시각, 즉, 스토아학파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는 행복의

핵심은 오늘날 실현적 안녕감(eudaimonic well-being)으로 일컬어진다.

이 입장은 감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보다 행동 중심의 고차원적 즐거움과

개인의 역량 개발을 행복 이론의 핵심적인 구성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

다(Vittersø, 2012). 이렇듯 다양하게 제시되는 행복의 개념을 크게 분류

해보면 하나는 기쁨(joy)이나 즐거움(pleasure)과 같은 단기적·직접적 감

정이며, 다른 하나는 만족(satisfaction) 내지 흡족(contentment)과 같은

보다 지속적인 상태이다(정지범, 2011). 전자는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의 시각으로,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보는

쾌락주의적 입장에서 비롯되었다. 이 시각에서 행복은 직접적이고 즉각

10) 첫 번째 시기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로 대표되며, 두 번째 시기는 19세기의 공리주의로 설명된다.



- 10 -

적인 형태인 감정(feeling)이나 정서(emotion)로 이해된다. 후자는 행복주

의 혹은 덕성주의(eudaimonism) 관점인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개인의 쾌락이 아니라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시켜주

는 탁월을 얻는 것이 진정한 행복 혹은 안녕이라고 보는 입장이다(우창

빈, 2013). 행복을 둘러싼 오랜 철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행복은 단

순히 쾌락과 동일시될 수는 없으며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 성장과 발전

에 따른 기쁨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

라톤과 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Kesebir

and Diener, 2008), 이에 대한 과학적 성찰의 역사는 그리 깊지 않은 편

이다. 심리학과 경제학 분야에서 행복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70

년대이고11) 많은 학자들의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1980년대 이

후라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주제 자체가 워낙 학제적인 성격을 가지다

보니 연구 분야도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등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의 행복 연구도 그 역사가 매우

짧은 편이며, 특히 최근 들어서 새 정부가 행복을 화두로 내세우면서 많

은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구교준 외, 2014).

정부 영역에서 행복 증진 요인을 탐색하기에 앞서 과연 행복이 정부가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로 기능할 수 있는지 논의되고 그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과학적 연구의 대상 내지 정책목표로서의 행복은 현대

학자들이 제시한 여러 개념들을 검토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은 고대 그리스의 hedonism

과 맥을 같이 한다. 주관적 웰빙은 정서적, 인지적 요인의 총합으로 정의

되는데(Diener, 1984; Diener, Suh, Lucas, and Smith, 1999) 긍정적, 부

정적 정서가 정서적 웰빙(affective well-being)을 구성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인지적 웰빙(cognitive well-being)을 구성한다. 즉, 주관적

11) 심리학과 경제학 분야에서 행복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Brickman and Campbell(1971)과 Easterlin(1974)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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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은 삶에 대한 일반적 만족, 높은 긍정적 심리, 낮은 부정적 심리 등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된 개념이다(Diener and Lucas, 1999 등). 따라서 높

은 수준의 주관적 웰빙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긍정적 정서나 기분

이 부정적인 정서를 압도하며, 동시에 삶의 전반 및 개별 영역에 대한

높은 평가가 나타난다(Miao et al., 2012). 주관적 웰빙이 주로 논의되는

분야는 심리학과 경제학이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Diener와 Kahneman을

중심으로 hedonic psychology가 개척되었는데 전통적 심리학이 부정적

심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주관적 웰빙에 기반을 둔 이 학문 조류에서는

인간 마음의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오늘날 주류 경

제학으로 불리는 신고전 경제학은 hedonism에 기반을 둔 공리주의에 많

은 영향을 받았다. 심리학에서처럼 이를 직접적으로 탐구하지는 않았지

만 개인의 선호, 호용극대화와 같은 개념들이 공리주의에 기초한 만큼

hedonism에 기반한 행복의 개념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다. 삶의 질이라는 개념은 1970년

Michener의 「A Quality of Life」라는 저서가 출간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모든 사회과학분야에 걸쳐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는데 Liu(1976)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Milbrath(1979)와 Campbell(1981)은 각각 정치학적, 심리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경우이다. Sirgy(1986)는 사회적 제도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

는 중요 결정변수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Inkeles(1993)는 삶의 질을 경제

수준의 향상 또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규정하고 근대화 또는 산업화의

측면에서 연구를 하였다(이태종 외, 2000 재인용). 이처럼 삶의 질이 여

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만큼 보편적인 정의나 접근법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고명철·최상옥, 2012; 임희섭,

1996). 삶의 질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공통적

인 특징이 있는데 우선은 인간의 삶을 이루는 다양한 삶의 영역(life

domains)에서의 효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총체적(holistic)인 시각이

다. 또한, 삶의 질은 인간의 삶을 둘러싼 객관적인 환경과 그에 대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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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인 판단으로 결정된다(고명철, 2013b). 사회학자인 Veenhoven(2012)

은 행복을 광의로 이해할 때 총체적인 삶의 질을 의미한다고 한다. 삶의

질을 단 하나의 차원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삶의 질을 좋은

삶에 대한 기회와 결과, 그리고 외재적, 내재적 삶의 질을 기준으로 하여

총 네 가지 종류로 규정한다. 그리고 행복을 삶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평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Cummins(2012)의 접근에 따

라 삶의 결과(life outcomes)와 내적 질(inner qualities)이 교차하는 분면

을 행복으로 정의한다.

최근 행복연구에서는 좋은 삶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주목하며 이를 감

정과 인식을 포괄하는 주관적 웰빙으로 설명한다. 고대 그리스부터 지속

되어 온 두 가지 흐름의 행복 개념 논의를 고려할 때, 주관적 웰빙은 행

복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현실에서는 행복 개념이 시사하는 바람직한 삶의 상태를 아래

와 같이 다양한 지표로 측정한다. 이를 통해 정책 영역에서 행복 개념을

더욱 정교화하려는 노력보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국가 및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대표적 행복지수

국가/

기관명
연구·지수명 차원/측정지표

부탄
Gross National 

Happiness(GNH)

정신적 웰빙, 생태, 건강, 교육, 문화, 삶의 

수준, 시간활용, 지역사회 활력

캐나다
Canadian Index of 

Well-being(CIW)

생활수준/여가시간사용/건강/생태계의 

건전성

영국
National

Well-being

개인적 웰빙, 관계, 건강, 개인금융, 경제, 교육, 

거버넌스, 실업률, 여가, 문화, 범죄, 환경 등

호주
Australia's

 Progress

가족과 공동체/건강/교육과 훈련/일자리/경

제적 자원/주택/범죄와 정의/문화와 여가

UN SDSN
World Happiness 

Report
삶의 만족도 평가, 현 시점의 행복도 평가

OECD
Better Life 

Index(BLI)

주거, 소득, 일,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

여,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여가-일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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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목표로서 행복 개념

(1) 이론적 논의

Veenhoven(2004)은 행복의 정책목표 가능성과 관련하여 공리주의

(utilitarianism)가 지닌 실용적(pragmatic), 도덕적(moral) 측면의 한계를

들어 비판하는 입장에 대하여 각각 다음의 논리로 대응하였다. 우선 실

용적 측면에서, 첫째로 행복의 개념정의 가능성에 대해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 개념을 활용하여 행복의 실질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행복의 측정

에 대해서는 직접 설문을 이용하여 삶의 만족으로서 행복을 개인 내지

국가 간 비교가능 하도록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로 행복의 실체

에 대해서 다수에게 지속적 행복이 가능함을 주장하였고, 마지막으로 행

복이 제고될 수 있는 대상인지에 대해 행복의 조건들이 실증적으로 밝혀

지며, 이러한 정보들은 유용하며, 다수의 행복은 공중 보건의 향상과 같

이 제고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덕적 측면에서 행복이 바람직

한 목적인지,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행복이 경시될 이유는

없으며 궁극적 가치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행복

추구를 위해 다른 가치가 희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대응한다.

한편, 우창빈(2013)은 행복을 추구하는 정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세

국가/

기관명
연구·지수명 차원/측정지표

WEF
Happy Planet 

Index(HPI)

웰빙 경험/기대여명/생태발자국지수

(ecological footprint)

UNDP
Human Development 

Index(HDI)

· 길고 건강한 삶(a long and healthy life)

- 출생시 기대여명

· 지식(knowledge)

- 성인문자해독률/교육기회(취학률)

· 적정한 삶의 수준(a decent standard of 

living)

- 1인당 국내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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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행복은 인류역사에서 보편적으로 추구되어

온 목표로 인간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ultimate)목표라는 것이다. 둘째는

전통 경제학이 전제하는 가정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사람들이 무엇이

자신의 행복을 높이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Lane, 2000) 자신의

결정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잘못 예측하여 스스로 행복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물질 재화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비물질적 재

화들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경고하면서 본질적인 목

적을 제시하고 비물질적 재화들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자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종합해보면 행복은 다수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긍정적

상태로서 측정이 가능하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 수준을 제고할 수 있

다. 또한, 행복은 이미 고대에서부터 인간이 추구해 온 보편적인 궁극적

목표로서 다른 중요한 가치와 크게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더욱이 현

대 사회가 물질적 요소에 치중되어 인간의 행복에 필수적인 비물질적 가

치들이 간과되고 있다는 현실에서 정책목표로서 행복이 갖는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2) 정책목표로서 행복의 의미

행복을 쾌락이나 즐거움과 동일시하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두 가지 개념을 완전히 혼용하지는 않으며, 철학적 배경에서 행복은 도

덕, 가치, 자기실현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왔다. 또한, 행복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발전이나 진보를 더 이상 소득, 물질로만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때 행복의 사전적 의미보다 행복 및 주관적

웰빙, 삶의 질과 같은 용어들이 함축하는 공통된 지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개념들은 서로 혼용될 수 있으며(Phillips, 2006) 국제

기구나 개별 국가에서 새로운 진보의 개념으로 웰빙, 삶의 질, 행복을 고

루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이들 간의 엄밀한 구분이 가장 우선적인 작업

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Ram(2009)의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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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atisfaction)와 행복(happiness)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가 유사하

게 나타났다.12)

하지만 행복이 정책목표로 제시된다면 여느 정책목표와 같이 그 달성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 간 정책목표로서 행복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합의가 선행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는 행복을 정의하고자 하는데, 행복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 담겨있는

두 가지 측면과 객관적, 주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Veenhoven(2004)이 제

시한 ‘삶 전반에 대한 총체적 기쁨(overall enjoyment of your life

as-a-whole)’을 정책목표로서의 행복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행복정책의 가능성: 상향확산이론

행복정책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 행복 수준이 제

고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론적으로 행복이 결정되는 과정에

관해서 하향이론(top-down theory)과 상향이론(bottom-up theory) 두

시각이 제시되어 왔다. 하향이론은 행복도가 높은 사람이 전반적 삶의

만족도(global satisfaction)가 높고, 이는 높은 수준의 하위 영역별 만족

도(domain satisfaction)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상향이론은 행복의 결정

되는 방식을 이와는 정반대로 설명하는데 영역별 만족도가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준다는 시각이다. 하향

이론에서는 사람이 행복할수록 사소한 일에서도 쉽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반대로 행복하지 않을수록 즐거운 일을 해도 만족감을 경험하기 어

렵다고 한다(Diener, Lucas, Suh, and Oishi, 2002). 반면에 상향이론에

따르면 소득이나 가족, 직업, 여가생활, 공공서비스 등 개인의 삶을 구성

12) Verlet and Devos(2007)은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반
적인 주관적 웰빙의 경우 분산의 51.1%가 생활영역을 포함할 때 설명된다. 전반적 삶
의 만족도의 경우는 49.3%, 그리고 행복은 37.5%가 설명된다. 긍정적 감정은 13.7%, 
부정적 감정은 13.8%가 설명되기 때문에 행복과 감정은 구별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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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하위 생활영역에서의 만족 수준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Andrews and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 Diener, 1984).

행복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의 현실적합성에 주목

하면서 주관적 웰빙과 이를 구성하는 요인 간의 상호인과성을 측정하기

도 하였다. Heady et al.(1991)은 결혼, 직업, 여가, 생활수준, 친구관계,

건강 등 6개 영역에 대한 만족도와 주관적 웰빙 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성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결혼은 상호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 여가, 생활수준의 경우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각 영역 만족

도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나타났고, 친구관계와 건강에 대한 만족도는

주관적 만족감과 허위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asterlin(2005)은

자기회귀 모델을 활용하여 만족감의 분산을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이를 구성하는 건강, 소득, 주거, 직업, 여가 등 5개 하위 영역

간의 인과관계 방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상위 수준의 전반적

행복도가 하위 영역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시에 행복의 고유 분산이 하위 각 영역들에 대한 만족도와 상당부분 관

계가 있으며 동일한 행복 수준을 보이는 응답자들 사이에도 개별 영역에

있어서는 만족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인 생활환경

또한 개별 영역 만족도와 전반적인 행복 수준에 대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행복 결정에 있어서

하향이론과 상향이론 중 어느 한 이론의 타당성을 절대적으로 지지할 수

없음을 보인다.

하지만 Sirgy et al.(2000)은 서베이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속 지역 서비스 만족도가 지역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global

community satisfaction)를 구성하며, 이는 개별 영역 만족도와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global life satisfaction)에 영향을 준

다는 상향확산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상향확산모형과 여기에 사용된 평가 방법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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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타당성을 지지하였다. 국내에서도 상향확산이론에 입각하여 실증연

구를 수행한 연구결과(고명철, 2013a; 김병섭 외, 2015c 등)가 상당히 많

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축적은 행복정책 논의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지지

하면서 행복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별해가는 과정에 도움

을 준다.

4. 행복 영향요인

상향확산이론의 맥락에서 중요한 논의는 개인의 행복이 어떻게 결정되

느냐, 즉 영향요인에 관한 것이다. 행복에 대한 개념 정의만큼이나 결정

요인에 대한 논의 역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철학적 맥락에서는 도

덕성이나 자아실현이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제시되어왔으며 사회과

학 분야에서는 실증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행복의 수준을 측정하고 그 영

향요인을 밝히려는 시도가 있어왔다(박수호·이민정, 2013). 심리학자인

Diener는 개인의 웰빙 수준이 하향적으로 결정됨을 지지하며 개인의 성

격, 자아 존중감, 적응능력 등의 영향 분석에 노력을 기울였다(정은의·노

안영, 2007). 사회학자인 Veenhoven(1993)은 행복이 개인의 내면적 특성

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 간 비교실증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의 질 내지 생활수준 및 문화적 맥락에 따라 행복의 수준

이 달라짐을 밝혔다. 경제학자인 Layard(2005)는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7가지, 즉 가족관계, 재정상황, 일, 공동체 및 친구, 건강, 자유, 개

인의 가치관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Bok(2010)는 행복을 지속시키는 6가

지 요인으로 결혼, 인간관계, 직장, 건강 상태, 종교, 정부의 질을 제시한

바 있다. 국내에서 김승권 외(2008)는 델파이조사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10가지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을 선정하였는데, 영역별로 살

펴보면 심리적 안정, 가족·결혼, 개인적 관계, 지역사회, 일상생활, 인구

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안정, 일, 건강, 주거가 포함된다. 이렇게 다양한

연구영역에서 제시되어 온 행복 결정요인들을 정리해보면 개인의 타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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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적 요인 이외에, 연령,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 성장률, 실업

률, 신뢰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체제나 정부의 질과 같은 제도적

요인, 자연환경이나 쾌적성과 같은 환경적 요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Bjørnskov, 2008; Bok, 2010; Di Tella, R., MacCulloch, R. J.,

and Oswald, A. J., 2001; Frey and Stutzer, 2002a; Rodríguez-Pose and

von Berlepsch, 2014).

이처럼 행복에 대한 문헌들은 개인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영역을 망라

하여 행복의 영향요인을 분석해왔다. 이 연구는 단지 개인의 행복을 결

정하는 요인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행복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가능한 영역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개인 수준에서 통제 가능한 요인보다는 정부나 사회 수준에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지역사

회에서 소속 주민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행복 영향요인을 검토함에 있어서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국가와 지방정

부 내지 지역사회 차원의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적 요인

개인 차원의 요인 중 대부분의 행복 연구에서 소득은 행복과 정의 관

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Diener, Sandvik, Seidlitz, and Diener, 1993;

Inglehart, 1997). Layard(2005)는 위에서 소개한 7가지 요인 중 소득을

두 번째로 중요한 행복 영향요인으로 꼽았다. 반대의 연구 결과도 있는

데 Lee(2009)의 연구에서는 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Angeles(2011)는 행복 점수를 설명하

는 데 있어서 단지 3.6%만이 소득에 의해 설명된다고 하였다. 직관적으

로는 소득이 늘어나면 행복 수준이 비례하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반드시 그러하지는 않으며 이를 ‘이스털린의 역설’이

라고 일컫는다. 직관에 반하는 이러한 역설적 현상은 이후의 연구에 의

해서도 지지된다(정지범, 2011). 이렇듯 일관되지 않은 소득과 행복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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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상대소득에 대한 연구로도 확대되었다. Ball and Chernova(2008)

는 자기 보고식(self-reported) 행복 수준이 절대적 및 상대적 소득수준

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절대적

인 소득수준과 한 국가 내에서 위치하는 개인의 상대적인 소득수준 모두

행복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

대적인 소득수준의 변화가 절대적인 소득수준의 변화보다 행복감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행복에 미

치는 영향력은 결혼상태, 성별, 연령, 자녀, 고용, 건강, 종교, 국가 등 비

금전적인 요인들의 효과에 비해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 모르지만,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인식되던 소득이나 경제성장 외에도 행복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

이 발견되었다. Layard(2005)는 소득을 제외한 영향요인을 나머지 6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첫째는 가족관계이다. 실제로 Layard(2005)

는 행복에 있어서 가족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제시한다. 그의 연

구에 따르면 다른 조건들이 동일할 때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 별거, 사

별, 미혼인 사람들에 비해 더 행복한 것으로 보고된다. 유사한 맥락에서

사람들이 결혼 직후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Frey,

2008).

다음은 일과 관련된 영역이다. 인간에게는 자아실현 욕구가 있기 때

문에 일은 단지 소득의 수단일 뿐 아니라 삶에 부가적 의미를 준다. 따

라서 실업은 소득이 끊기는 것 이상으로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고 일로 연결된 사회적 관계를 무너뜨려 행복 수준을 낮춘다. 그렇기에

사회는 낮고 안정적인 실업률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Layard 2005). 핀란드의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Martikainen(2009)의 연

구에서도 ‘고용상태(occupational status)’와 ‘직장환경에의 만족도

(satisfaction with working conditions)’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상태(work status)와 행복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관계가 밝혀졌다. 다만, 우리나라의 일부 연구에 따르면 직업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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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status)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장승진, 2011).

세 번째는 공동체 및 친구와의 관계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속한 공동

체의 사람들을 믿을 만할 때 더 행복감을 느낀다(Layard, 2005). 실제로

대중이나 사회에 대한 신뢰는 Putnam(2000)의 사회적 자본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이며, Helliwell and Putnam(2004)의 연구에서는 가족, 친구, 종

교 및 공동체와의 강한 연계가 신체적 건강과 주관적 웰빙 모두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Tokuda et al.(2010)은 아시아 29

개국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여 사회적 신뢰 수준이 높은 국가에 사는 국민

들이 평균적으로 보다 행복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이는 아시아 국가

들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은 아니며, Bjørnskov(2008)는 동일한 사실을 미

국의 48개 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여주기도 하였다. 신뢰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 간의 신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Hudson(2006)은 유럽 15개국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법, 정부, 중앙은행

등 공공부문의 제도에 대한 신뢰수준 역시 국민들의 평균적인 행복수준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음 요인은 건강이다. 행복이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 강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연구결과들은 일관되게 제시한다. Subramanian 외(2005) 등

은 개인 및 지역사회의 평균적인 육체적 건강은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이기도 하였다. 자존감이나 성격과 같은 정신적 영역에서의 연

구는 Diener를 중심으로 한 심리학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졌다(Diener

and Diener, 1995; Diener and Lucas, 1999). 특히, 주관적으로 측정된 심

리적 건강은 신체적 건강보다 행복과 더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

다섯 번째 요인은 자유, 즉 특정 정치적 견해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

성이다. 정치적 자유는 대개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시민의 권리와

법치를 얼마나 보장하는 지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수준을 의미한다.

Layard는 이 요인에 법치(rule of law), 안정성 및 폭력의 결여(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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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ack of violence), 참여 및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 정부서

비스의 효과성(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ervices), 부패 근절

(the absence of corruption), 규제시스템의 효율성(the efficiency of the

system of regulation)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요인은 개인의 가치관이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다고 보고된다(Layard, 2005). 종교는 행복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개인의 가치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Frey and

Stutzer(2002b)는 종교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다루는

데 더 능숙하다는 Layard의 발견을 지지한다. 한편, Dreher and

Ohler(2011)에서는 정부와 시민의 정치적 성향 간의 일치 여부가 개인의

행복도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밖에 개인의 다양한 인구사회적 특성이 행복 수준에 영향을 준다.

우선, 성별에 따라 행복 수준이 다른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행복하다

는 연구 결과가 더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김병섭 외, 2015a; Inglehart,

1990; Oswald, 1997; Hellevik, 2003 등). 연령은 대개 U자 형태로 행복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주로 나타난다(Appleton and Song, 2008;

Blanchflower and Oswald, 2008; Frijters and Beatton, 2012). 즉, 젊거

나 노년층이 중년에 비해 더 행복하다고 보고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년

층이 더 낮은 행복수준을 보이는 연구결과(구재선·서은국, 2011)가 있다.

구교준 외(2014)에서 교육수준은 상대적으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

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규교육의 경우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Furnham and Cheng, 2000; Veenhoven,

1996)가 있다고 한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교육의 개념을 좀 더 포괄

적으로 정의하여 기본적인 정규 학교교육 뿐 아니라 일반인의 고등교육,

직업교육, 취미교육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행복수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한다(Hartog and Hessel, 1998; Michalos, 2008). 한편,

Helliwell and Putnam(2004)에서는 교육이 주로 인적, 사회적 자본에 영

향을 주면서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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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수준의 요인

행복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국가 간 비교연구가 상당하다. 국가 차

원에서 결정될 수 있는 행복요인들은 Frey et al.(2000b)의 분류에 근거

하여 파악할 수 있다. Frey et. al.(2000b)은 첫째, 실업률, 인플레이션율,

성장률과 같은 거시경제적 조건, 둘째,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제도적 환경

으로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 법치 등을 포함한다. 세 번째는 부정적 공

공재(Public bads)로 테러리즘, 내전, 부패가 이에 속한다. Woo(2012)는

행복을 결정하는 맥락적 요인으로 공간적 요인, 사회정치적 요인,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인을 들고 있다.

첫째로 거시경제적 조건에 있어서 가장 자주 연구대상이 되는 주제는

소득, 실업률, 인플레이션률이다. 소득과 관련한 대표적인 행복 연구는

Easterlin(1974)의 연구로 시간에 따라 소득 수준이 상승하여도 행복은

그만큼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이른바 이스털린의 역설이 제기되었다. 이

후에도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Ball and Chernova, 2008; Hagerty and

Veenhoven, 2003; Ram, 2009; Sacks et al., 2013; 이민아·송리라, 2014

등)도 있고, 절대적인 소득 수준 더 높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연

구 결과(Blanchflower and Oswald, 2004; Lane, 2000; Oswald, 1997)도

있다. Hagerty and Veenhoven(2003)는 21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

을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국민소득수준에 따라 이들 국가를 세 개

그룹으로 분리하여 1인당 GDP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기와 장

기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21개 국가의 소득과 삶의 만족도에 대

한 상관분석 결과, 국민소득의 증가는 국가 차원에서 행복 수준의 변화

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 이내찬(2012)은 2011년

OECD가 개발한 BLI 지수(Better Life Index)를 구성하는 20개 세부 지

표를 일부 변형하여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소득 및 고용율과 같은 경제적

안정성과 공평한 소득분배가 이들 국가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주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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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임을 밝혔다.

실업은 소득과 다소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개

인의 사회적 활동 및 관계에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과는 구

별되어 행복에 영향을 준다. 실업률은 행복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예를 들어, 12개의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1% 실업률 증가가 4점 척도로 측정된 삶의 만족도에서 0.028만

큼의 감소를 가져오며 인구의 2% 이상의 수를 하나의 삶의 만족도 카테

고리에서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린다(Di Tella, MacCulloch, and Oswald,

2001). 같은 연구에서 높은 인플레이션률 또한 행복을 낮추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계산된 바에 따르면 5%p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만족도를

0.05만큼 낮춘다.

거시경제적 변화 및 경제개혁의 영향에 대한 연구도 있다.

Bjørnskov(2014)는 금융위기에 따른 주관적 웰빙의 감소를 경제적 제도

의 자유화가 완화할 수 있는지 문제의식 하에 1975-2011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으로 쉬운 시장 규제를 지닌 사

회가, 적은 수의 규제 내지 높은 규제의 질, 강력한 법적 시스템, 높은

사회신뢰를 통해서 웰빙의 감소를 덜 발생시켰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는 정치사회적 요인으로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좋은 제도적 질은 더 높은 행복을 가져온다는 주장이다(Frey and

Stutzer, 2002b; Inglehart et al., 2008; Dorn, Fischer, Kirchgassner, and

Sousa-Poza, 2007; Frey and Stutzer, 2000b; Inglehart, Foa, Peterson,

and Welzel, 2008). 정치적 자유는 정부가 효과적이고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지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느끼는 지로 주로 측정된다.

Inglehart(2009)는 구 공산권 국가들의 변화 과정을 들어 정치사회적 변

동성이 큰 경우 민주화가 행복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함을 밝혀 사회의 안

정성을 통해 설명하려 하였다. 또한 Lelkes(2006)도 1990년 동유럽 국가

들이 경험하였던 사회적 변동이 이들 국가의 평균 행복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Helliwell(2003)은 정치적 레짐의 성격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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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의 웰빙에 중요하며, 자유와 좋은 정부를 갖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

우보다 더 좋다고 한다. Veenhoven(2000)은 보다 더 자유로운 국가에

사는 것과 높은 웰빙 수준은 연결된다고 밝혔다. 다양한 자유의 측면, 즉

정치적, 경제적, 사적인 자유와 행복과의 관계에서 강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된다고 한다. 민주주의나 자유가 의미하는 정치적 환경은 그 과정에

서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삶의 기능을 좀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구교준 외, 2014). A´ngel A´lvarez-Dı´az et al.(2010)

에서도 주정부의 이념적 지향과 공공정책 방향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다. 배정현(2014)은 아시아 8개국을 대상으로 World

Bank의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지표(참여와 책임성, 정치적 안정성, 정부

효과성, 규제의 질, 법의 준수, 부패통제)로 측정된 정부의 질이 국민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세부 요인은 국가마다 다르나

정부의 질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Ott(2010)는 127

개국을 대상으로 정부의 질의 행복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Helliwell and Huang(2008)에 입각하여 World Bank의 6가지 거버넌스

지표 중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두 가지 지표는 정부의 민주적 질

(democratic quality of government)로, 나머지 네 가지는 제도적 질과

효과성과 관련된 정부의 기술적 질(technical quality of government)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의 기술적 질이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Ott(2011)는 거버넌스의 기술적 질이 올

라갈수록 행복 수준이 상승하는 것(상관관계 0.75)을 확인하였고, 선형관

계로 나타났다. 한편 민주적 질은 국가의 평균 행복 수준과 정의 상관관

계를 나타내지만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상관관계 0.6) 행복에 대해

일종의 수확체증 효과를 가지고 있다. 종합해보면 높은 행복수준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질이 선행되며, 민주적 질은 정부가 최소한의 권

위를 갖게 된 후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창빈(2014)은 149개

국을 대상으로 정부의 질을 위의 거버넌스 지표로 측정하여 행복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되, 개념, 통계상 이유를 들어 민주적 질에 포함되던 참



- 25 -

여와 책임성, 정치안정을 각각의 변수로 채택하여 총 3개의 변수가 행복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Ott(2011)의 결과와 유사한 결론을 얻었

다. 다만 행복에 주요한 다른 요인인 소득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민주

거버넌스 지표인 참여와 책임성 차원을 개선할 경우 행복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Mota and Pereira(2008)에서도 공

공기관 내지 제도의 질이 사회적 자본과 더불어 더 높은 행복에 도달하

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Bjørnskov(2008)은 66개국의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2007-2011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를 이용하여 정치, 재정

분권화가 주관적 웰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방 예산 규모로 측정된 분권화로 인한 유익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국가 간의 행복수준 차이를 그 사회의 안정성을 통해 설명하려는 시도

가 있어 왔는데 Di Tella et al.(2003), Pacek and Radcliff(2008a, 2008b)

등도 개인 삶의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행복에 긍정적으

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복지나 사회정책 관련 요인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최영출(2014)은 OECD 소속 33개국을 대상으로 사

회정책적 요인이 국민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사회정책적

측면의 변수들 중에서 복지예산이 높아지면 행복감은 낮아지며, 실업예

산이 높아지면 국가경쟁력은 하락하고 행복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Gainer(2013)에서는 복지수준이 행복 수준을 생각만

큼은 아니지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행복의 불균형 정도는 낮추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정부지출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다. 최영출(2014)의 연구에서 1인당

GDP는 분권화, 복지예산, 개인책임을 통하여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며

총효과는 행복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erovic and

Golem(2010)의 연구에서도 정부지출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Ram(2009)은 145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정부지출과 행복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유의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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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정치나 정부와 같은 공적영역이 아닌 시민사회 관련 요인에 대

한 연구도 시도되었다. 먼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이다.

Bjørnskov(2003)에서 세계가치조사(WVS)가 실시된 32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도는 소득이나 경제적 안정과도 정(+)의 관계를

갖지만 일반 신뢰, 시민 참여, 그리고 부패 인식 정도와 같은 사회적 자

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Bjornskov(2008)의 미국 48개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신뢰가

높은 지역에서 평균 행복 수준이 더 높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Kroll(2008)은 사회적 자본을 인지적 사회자본(일반신뢰), 구조적 사회자

본(협력 활동), 연계 사회자본(제도 신뢰) 등 세 가지로 구성하여 125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구조적 사회자본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일반 신뢰는 약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제도 신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인당 GDP를 기준으로 국가군을 분류하여 비교 분석

한 결과, 부유한 국가들에서는 사회자본의 영향이 더 커짐을 알 수 있었

다. 반면, Ram(2010)은 69개국을 대상으로 일반 신뢰로 측정한 사회자본

와 행복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는데, 이들 간에 안정된 관계가 발견되지

는 않아 이전 연구 결과(Ram, 2009)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untscher et al.(2015)은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회자본이 주관적 웰

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사회자본은 제도신뢰, 일반신뢰, 강한

유대, 약한 유대 네 가지 변수로, 주관적 웰빙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 두

가지 변수로 구성하였다. 우선,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강한 유대관계를

제외한 3가지 요인, 즉 제도신뢰와 일반신뢰, 그리고 약한 유대관계가 유

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행복에 있어서

는 4가지 요인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Tokuda et al.(2010)은 아시아

29개국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여 사회적 신뢰 수준이 높은 국가에 사는 국

민들이 평균적으로 보다 행복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신뢰수준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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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 간의 신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데

Hudson(2006)은 유럽 15개국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법, 정부, 중앙은행

등 공공부문의 제도에 대한 신뢰수준 역시 국민들의 평균적인 행복수준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테러, 내전, 부패와 같은 부정적 공공재(public bads)는 행

복에 상당한 크기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Frey et al.(2009)는 테러리즘

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거대한 부정적 효과를 찾아내었고,

Welsch(2008)는 부패가 GDP를 통한 간접효과 뿐 아니라 행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을 밝혀내었다. Rodrı´guez-Pose and Maslauskaite(2012)는

체제전환 후의 동구권 국가들이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

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특히 지속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부패는 삶의 만족도를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vits(2008) 역시 한 국가의 부패수준이 개인의 주관적 웰빙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며, 그들이 원하는 정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그 정부가 깨

끗할 때만 주관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3) 지역 수준의 요인

지역단위에 초점을 맞춘 대표적인 행복 연구는 커뮤니티웰빙

(Community Well-being)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커뮤니티웰빙의 정

의는 기관이나 학자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지역사회 또는 지역공동체

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사회적 활동영역,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환경영역, 구성원들의 심리적·정신적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관계영역을 포함한다(서인석 외, 2014b). 즉, 커뮤니티웰빙

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동체 영역 내·외부

조건의 합’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서인석 외, 2014a), 이것이 삶의 질 향

상과 관련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서인석 외, 2015). 커뮤니티웰

빙의 의의는 유사개념인 삶의 질이나 웰빙과 비교할 때 강조된다. 이 두

개념은 강조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긴 하나 분석 수준을 개인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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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 특성이다(Scott, 2012). 반면에 커뮤니티웰빙은

집합적 차원이면서, 역동적인 변화를 지향함으로써 집합체의 생산·축적·

발현이라는 가치지향적 성향을 지니게 된다(서인석 외, 2015). 최근 국내

연구자들이 커뮤니티웰빙의 개념틀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커뮤니티웰

빙의 이론적 보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원의 관점과 자본의 관점을 활

용하여 3가지 자원(인적자원, 사회자원, 자연자원)과 6개 자본(인적, 경

제, 사회, 문화, 인프라, 자연자본)을 축으로 한 모형을 구성하였다. 커뮤

니티웰빙은 지방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지향과 지역을 평가하는 틀로

기능할 수 있는데, 주민의 행복이나 웰빙 개선이라는 목표 하에 지역사

회 또는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하는 지방정부 정책들이 바람직한 방향성

을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할 뿐 아니라 미래의 상황에서 포함해야 하는

가치 및 목표를 수반하기 때문이다(서인석 외, 2015). 커뮤니티웰빙을 가

치지향이나 평가틀로 인식하는 지방정부는 지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속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서재호 외, 2012)

이 과정에서 주민은 해당 커뮤니티의 조건을 형성하는 참여자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지방정부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효과까지 달성할 수 있다(서인석 외, 2015).

지역 수준에서 주민행복을 연구하는 의의 중 하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을 통해 지방정부의 공공부문 성

과를 판단할 수 있다(고명철b, 2013)는 데에 있을 것이다. 예컨대

Coggburn and Schneider(2003)는 미국 주정부를 대상으로 정부성과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간의 관계 연구에 있어서 주정부의 관리 능력이 그

영향력은 상이하지만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만

형(2014)에서는 전국 16개 광역정부를 분석단위로 정보화, 지역경제, 복

지, 행·재정역량, 문화체육시설 등이 4가지 변수로 구성된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GRDP와 복지예산 비중이 삶의 질(우울감

및 스트레스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행·재정 변수인 공무원 수와 재정자립도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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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경주(2014)는 우리나라 16개 광역정부지역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서울 및 6개 광역시와 9개 광역자치도 간에 삶

의 질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며, 지난 10년 간 모든 광역지자체의 지

역사회의 삶의 질과 각각 지방정부의 효율성 간에 상관성이 있음을 검

증, 확인하였다.

정부성과 외에도 김병섭 외(2015b)는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 관련 변수인 청렴도, 정부신뢰도,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거시경제적 변수가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공서비스

중에서 생활환경서비스, 교육·문화 등 서비스, 소방안전 서비스, 그리고

재정자주도가 주민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승철(2011)은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도시유형

별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4

개 도시유형(광역 기술형, 산업 경제형, 교육 생활 복지형, 환경 생태형)

으로 분류하고 각각 대표적인 도시 총 5개를 선택하였다. 삶의 질을 구

성하는 변수를 크게 4개 영역(환경, 경제, 사회, 기타)에서 총 19개 지표

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도시유형별로 삶의 질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통해 도시유형별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관리,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송건섭·권용현(2008)의 연구에서

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대구광역시와 그 인근에 속한 각각 8개의 지방자치단체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하고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측정은 지역주민 대상의 설

문조사를 이용하였지만 분석은 대구광역과 인근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졌다. 종속변수인 삶의 질은 전체적인 만족도, 주관적, 물질적 만족

도 등 총 3가지 하위변수로 측정되었고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요인은 크

게 건강관리여건, 공공안전여건, 가족주거여건, 지역환경여건, 교육문화여

건, 지역경제여건, 사회복지여건, 지역참여여건 등 총 8가지로 구분되며

총 29개 변수로 측정되었다. 분석 결과, 삶의 질 전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고, 건강관리여건의 의료시설을 포함한 13개 하위변수에서 지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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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삶의 질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지역경제여건, 가족주거여건,

건강관리여건 등이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송건섭(2011)에서도 한 도시의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서 기본적으로 해당 도시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회제도적 환경이나 현황

파악이 중요하며, 그러한 사회제도적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 만족

감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역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을 일반적 여건, 사회적 여건, 경제적 여건, 환경적 여건으로

분류하여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도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13) Shields, Price, and Wooden(2009)은 호주에서 이웃사회효과

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이웃 고정효과는 약 1.5∼

2.5%를 설명하고 14%는 개인적 요인들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

부요인은 센서스와 서베이 결과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센서스에서 도

출한 변수들은 실업률, 한부모, 비영어권 지역에서 이주해온 이민자 비

율, 자가소유 비율, 전문직 비율, 고령 기준이며, 서베이 도출 변수는 이

웃들이 서로 잘 도와주는지, 함께 하는지(neighbourly interaction and

support), 교통소음, 비행기나 기차 공장에서의 소음, 집이나 정원 상태가

좋지 않은지, 쓰레기가 길가에 있는지(local disamenity), 길가에 십대들

이 돌아다니는지, 사람들이 적대적인지 아니면 호의적인지, 소유지 파손,

절도(insecurity in the neighbourhood) 수준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이웃

과의 관계는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인 주거환경조

건과 위험도는 삶의 만족도와 부정적 관계로 나타났다. 다만, 가장 바람

직한 지역과 가장 그렇지 않은 특성을 지닌 곳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만

족도는 특별히 큰 차이는 없다.

13) 이 연구에서는 4가지 카테고리 하에 각각 3개씩의 측정분야를 두고 총 40개의 변수로 
측정하였다. 첫째, 일반적 여건 분야는 안전주거여건, 문화관광여가복지여건, 행정 및 
참여여건으로 측정하였고, 둘째, 사회적 여건은 교육여건 및 공공의식, 건강관리 및 보
호여건, 지속가능한 생활여건, 셋째, 경제적 여건은 자원 및 에너지 절약, 재정여건 및 
균형발전, 환경보호 및 상호교류, 마지막으로 환경적 여건은 수자원 여건, 자연자원 여
건, 생물환경 여건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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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단위 연구에서 사회 요인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미국의 48개

주정부를 대상으로 한 Bjørnskov(2008)의 연구에서 복지지출, 인구 구조

와 더불어 사회적 자본, 부패가 평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며, 그 중

에서도 사회 신뢰의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소결

이 연구는 주민행복 증진에 영향을 주는 지역사회의 요인들을 체계적

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행복을 증

진하고 모니터하기 위한 요인들은 정부, 시민사회, 경제 등 여러 영역에

걸쳐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행복과 관련된 연구들은 삶의 질 연구의

맥락에서 주로 개인의 삶의 영역에 국한된 연구가 대다수였다. 상향확산

이론에 입각할 때 개인의 삶을 이루는 하위 생활 영역에 대한 만족도 연

구는 중요성이 크다. 하지만 수많은 삶의 질 지표로도 행복 수준을 전부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동안 삶의 질 연구에서 크게 다루지 않은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삶의 질 연구는 이론적 기반 없이 무수한 지표로 행복을 설명하

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삶의 질 연구가 갖는 이러한 한계를 고

려할 때 행복에 대한 사회의 영향력을 분석함에 있어 사회 전체의 발전

이나 진보를 측정하는 ‘사회의 질(Social Quality)’ 개념이 유용하다고 판

단된다. 사회의 질 연구는 삶의 질 연구와는 상이한 개념틀과 방법론에

기반을 두는데 이러한 차이는 기본적으로 두 연구가 지향하는 연구 방향

과 이들이 기초한 이론적·방법론적 가정 및 전제들의 차이에 기인한다.

우선, 삶의 질 연구가 삶과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다차원적인 요인들을

기계적으로 종합하려고 한다면, 사회의 질 연구는 이론적 토대 위에서

이를 보다 더 유기적으로 통합하려고 한다. 둘째, 사회의 질 연구는 개인

과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한 전제에 있어서 삶의 질 연구와 차별점을 지닌

다. 삶의 질 연구에서 가정하는 개인은 자신의 욕구 실현을 목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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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회의 질 연구에서 개인은 사회 과정 가운데 자기실현을 통하여

공동체의 정체성을 획득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사회의 질 연

구는 미시와 거시 구분에 있어서도 삶의 질 연구와 다른 입장을 보인다.

삶의 질 연구에서 측정 및 분석단위는 개인이며, 개인을 중심으로 하여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규정짓는다. 이에 반해, 사

회의 질 연구에서 사회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회관계로 구성되며 사회

적 실천을 통해 발현된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사회의 질적 수준은 일상

생활에서 행위자들 간에 변화하는 상호작용의 형태와 함수관계를 갖는다

(Beck et al., 2001). 마지막으로 두 연구는 정책 개입에 대한 시각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삶의 질 연구에서 개인은 국가 정책의 수혜자로 간주

되어 정부는 개인의 삶의 질 추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개인수준에서 물적·인적·사회적 자본 형태의 역량을 축적하여 사회 체계

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정책적 개입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Wallace and Abbott, 2007). 반면에 사회의 질 연구에서는 개인이 국가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와 집단의 사회

관계 및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행위자로

인식된다. 그 결과 국가 수준에서의 정책적 개입뿐 아니라, 공동체 수준

에서의 사회적 개입 필요성 또한 강조된다(이재열 외, 2015). 이러한 배

경에서 본 연구는 사회의 질 연구방법에 입각하여 주민행복을 논의하고

자 한다.

제2절 사회의 질(Social Quality)

1. 배경

경제성장이 인간의 행복을 담보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14)의 함의와 같이 우리 현실이 꼭 그러하지는

14) 이스털린(Richard A. Easterlin)은 그의 연구(1974)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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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우리나라는 20세기 말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 세계 10위권

의 경제대국 반열에 올랐지만 행복도와 생활만족도는 그에 못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된다. 이스털린의 역설에 대해 이재열(2015)은 국가 수준에서

의 경제성장과 국민의 평균적인 행복 수준 간의 관계를 개인 수준에 적

용하는 경우 ‘생태학적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한 나라 내에서는 소득

이나 자산과 개인 행복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차원 데이터를 이용한 분

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스털린의 역설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털린의 문제 제기가 성장 위주의 국가정책의 정당성

을 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국

민행복이 정책 목표로 부각된 오늘날 정책의 우선순위와 정부 자원 배분

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적 성장 외에 다른 차원의 요인들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즉, 경제적 풍요 이상의 사회 전체의 질적 발전을 고

려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하는데, 이 지점에서 20세기 말 유럽사회에서

시작된 사회의 질에 주목하도록 한다.

‘사회의 질(Social Quality)’ 개념은 1990년대 유럽 사회정책 논쟁의 결

과물로 실업 및 불평등 증가, 사회지출 감소 등의 정책실패 및 사회정책

이 경제정책에 장기간 종속되는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하였으며, 유

럽연합 학자들이 사람들의 일상적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포착해내기 위

해 제안한 가치부하적 개념이다. 1997년 ‘사회의 질에 관한 암스테르담

선언’에서는 1000명 이상의 유럽학자들이 서명하였으며, 현재 14개 국가

에서 사회의 질 지표에 따라 사회의 질을 측정하고 있고, 네덜란드 보건

복지부와 EC의 유럽위원회에서는 사회적 의제로 채택하고 있다(이태진·

박은영, 2009). 한편, 유럽에서는 9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가 사회정책 논의의 중심에 있었는데 삶의 질을 설명함에 있

1인당 국민소득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국민의 비율은 30% 수준에 
불과하며 그 수치 자체도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즉, 경제성장에 비
례하여 국민 행복이 증진되지만은 않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이스털린의 역
설(Easterlin Paradox)’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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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빈곤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나 포용과 같은 더

광범위하며 다차원적인 접근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질이

라는 상위의 개념적 틀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Berman and Phillips,

1999).

‘사회의 질’은 각 개인들이 자신의 복지나 개인적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사회경제적, 문화적 공동체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Beck et al., 1997).15) 사회의 질은 개인 수준의 삶의 질

과 대비되는 사회 수준의 관계의 특성을 의미한다. 즉, ‘한 사회를 구성

하는 시민이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경제적

이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달리 표현

하면, 개인의 자기실현이라는 원심력과 사회적 맥락에서 발현되는 집합

적 정체성이라는 구심력 간에 상호 긴장이 있되 둘 사이에 균형이 유지

될수록 사회의 질이 높아진다. 개인의 생애사적 발전과 사회적 발전은

서로 보완적이어야 사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스템의

조직화된 공식성과 친밀한 비공식적 세계를 가르는 수직축과 시스템과

생활세계를 가르는 수평축을 교차하여 영역을 나누었을 때, 각 영역에서

사회적 조건이 충족되는 정도에 따라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본다

(Beck et al., 2001; van der Maesen and Walker, 2005; 이재열, 2007).

2. 내용

사회의 질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토대가 되는 네 가지의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지는데 ① 자원, ② 연대감, ③ 접근과 참여, ④ 역능성

이 그것이다. 각 구성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은 원

칙에 의해 지표로 구성될 수 있다(이재열, 2015; 이태진·박은영, 2009).

첫째, 사회경제적 안전성(Socio-economic security)은 사람들이 얼마나

15) “the extent to which  citizens are able to participate in the social and 
economic life of their communities under conditions which enhance their 
well-being and individual potential” (Beck et al., 199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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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환경적 자원 등에 접근 가능한가(the extent to which people

have resources over time)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물질적·비물질적 자원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사람들의 정도를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 응집성(Social cohesion)은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공통의

정체성과 가치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the extent to which social

relations, based on identities, values and norms, are shared)를 보여주

는 척도로 사회적 관계와 이것의 토대가 되는 입법제도, 시민성과 관련

된 규칙이나 가치, 관용, 존중, 다원주의 등과 같은 공식적·비공식적 제

도의 생성 및 보존, 파괴의 과정을 의미한다. 사회적 응집성을 “한 사회

의 규칙이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의 질 또는 그 정

도”로 정의하기도 하며, 하위 영역으로 신뢰, 공통된 규칙 및 가치, 사회

적 관계, 정체성 등이 있다.

셋째,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on)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구성하

는 다양한 제도와 사회적 관계에 얼마나 접근 가능한가를 보여주는 지표

로 서로 상이한 사회적 관계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와 사회관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얼마나 접근가능한가(the

extent to which people have access to and are integrated into the

different institutions and social relations that constitute everyday life)

를 의미한다. 사회적 포용은 참여와 자기실현, 집합적 정체성 형성의 전

단계로 사회적 배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사회적 포용의 정도

는 공적연금가입률, 남녀 간 임금격차, 노동시장 내 장기실업자 및 비자

발적 비정규직 비율, 노숙자 수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역능성(Social empowerment)은 개인의 역량과 능력 발휘

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얼마나 북돋워지는가(the extent to which the

personal capabilities of individual people and their ability to act are

enhanced by social relations)를 보여주는 지표로 개인의 역량과 능력

발휘가 사회적 관계를 통해 동기화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개

인의 역량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가 마련되어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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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말한다. 역능성은 사회구성원이 정치나 소속된 공동체의 주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그러한 능력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

원받고 있는지를 측정하며, 하위영역으로는 문자해독률, 노조조직률, 정

신병 유병률이나 자살률 등이 포함된다. 역능성의 기본 개념은 ‘개인이나

집단이 상대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서 힘을 가진 상태로 이동하는 것’으

로 지금까지 역능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개인의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최근에는 역능성의 차원이 사회적 역능성으로 확대되었는데 사회

의 질 연구는 개인의 역능성과 능력 발휘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북돋워지

는가에 대한 관심에서 사회적 역능성 개념에 주목해왔다. 구체적으로 사

회적 역능성은 시민 개개인이 가족, 집단, 공동체의 관계와 적응과정에서

자신의 역능성을 계발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수준과 조건

에 달려 있는 문제이므로, 시민의 지식과 능력 수준, 노동시장의 참여와

결사, 사적 관계의 형성 및 사회의 개방성과 제도의 지원 등 기회구조에

서 그 영역이 설정된다고 할 수 있다(조권중, 2011). 역능성은 1차적으로

두 가지 요소인 행위자의 능력과 기회구조의 영향을 받으며 역능성의 수

준/정도는 세 가지 사항을 평가함으로써 측정될 수 있다. 첫째는 한 개

인이 선택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둘째는 한 개인이 실제적으로 그 기

회를 사용할 수 있는지, 셋째는 일단 선택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선택이

원했던 결과로 나타나는가 등을 통해서이다(이재열 외, 2015). 사회의 질

의 두 축과 사회의 질의 조건요인이 되는 네 가지 분면을 그림으로 그리

면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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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사회의 질의 네 가지 조건분면

이러한 네 가지 차원의 지표들을 종합하면 새로운 공동체의 척도로서

사회의 질을 지수화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살기 좋은 사회

는 사회의 질이 높은 사회인데 ‘위험한 사회’보다는 ‘안전한 사회’를, ‘불

신 사회’가 아닌 ‘신뢰 사회’, ‘배제 사회’가 아닌 ‘포용 사회’, 그리고 ‘무

기력한 사회’가 아닌 ‘활력 있는 사회’를 특징으로 한다. 사회경제적 안전

은 인간적 삶을 위한 물질적·환경적 자원을 사회적인 수준에서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기초적 욕구들이 충족되는 사회

가 ‘안전 사회’라면, 그렇지 못한 사회를 우리는 ‘위험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응집성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공통의 정체성

과 가치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하는 사회적 결속과 연대감을 측정하

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응집력이 유지되는 사회를 ‘신뢰 사회’라고 한다

면, 서로 공유하는 가치관이 다르고 사회적 규범의 일관성과 포괄성이

지지되지 않으며, 집단 간에 이기적 경쟁만이 존재하는 해체된 사회를

‘불신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포용성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나 사회적 관계에 얼마나 접근 가능한가를 측정하는 객관적

인 차원을 구성한다. 사회적 포용성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지닌 가치나

신념과 무관하게 그가 사회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사회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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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나 기회구조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범적 판단에 기

반을 둔 개념이다. 이러한 ‘포용 사회’에 대비되는 사회는 ‘배제 사회’라

고 할 것이다. 역능성은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가 짜여 있는가를 보는 지표다. 개인의 능력 발휘가 잘 이루어지는

사회를 ‘활력 사회’로, 그리고 그 반대를 ‘무기력 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이재열, 2015; Yee and Chang, 2011). 이러한 사회의 질을 측정하기 위

하여 유럽 학자들은 네 가지 영역에서 총 95개 지표를 선정한 바 있다

(van der Maesen and Walker, 2005).16)

그러나 유럽 학자들이 창안한 사회의 질 접근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에

는 몇 가지 한계가 노정된다(Yee and Chang, 2011). 첫 번째는 지나친

이론지향성으로 인해 분석틀과 현실 사이의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변수들이 서로 상이한 영역과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중첩되어 사용되는 결과를 낳았다. 두 번째는 사회의 질 개념이

내포한 유럽적인 편향성이다.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국민소득 수준과 실

질적 민주주의, 높은 투명성과 법치주의와 같은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상당 수준 정착되었기 때문이다(이재열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질이 한 사회가 얼마나 진보했는지 내

지는 얼마나 좋은 사회인지를 측정하는 개념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특

히 경제성장이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과 불신, 그리고 불행

감이 높은 사회의 문제들을 조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사회

의 질이 갖는 의의를 강조하였다.

국내에서는 사회의 질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유럽에서 태동

된 사회의 질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개념적 틀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태진·박은영(2009)은 사회의 질 이론이 제시한 네 가지 하위영역

에서의 균형적인 발전을 사회통합의 토대로 보고 새로운 사회통합지표를

제안하였다. 이들은 종래의 사회발전이 산업화, 경제성장을 기준으로 평

가되어온 편향성을 비판하며 사회의 질이 물질적 수준의 연대와 사회통

16) 부록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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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강조하고, 사회의 양적인 수준과 질적인 수준을 모두 나타내며, 방

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회지표 개발에 유용한 접근이라고

평가한다. 이에 이 연구는 사회의 질 접근을 기반으로 새로운 체계틀에

근거하여 사회통합지표를 개발하고 제안하였다. 지표들은 사회의 질 접

근에 따라 사회적 관심사들17) 분류, 기존의 지표에 대한 이론검토, 각 영

역별 전문가 및 정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의 방법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18)

[표 2-2] 사회의 질 하위 영역 및 사회통합지표(이태진·박은영, 2009)

한편, 사회의 질 아시아 컨소시움(대만, 홍콩, 중국, 태국, 일본, 한국

포함 6개국 소속)은 사회의 질 측정을 위한 설문 문항을 아래와 같이 구

성한 바 있다.

[표 2-3] 사회의 질 아시아 컨소시움 설문 문항 구성

17) 관심영역은 우리나라 주요 사회정책 영역을 기준으로 구분함. 
18) 상세지표는 부록 참고.

영역 관심영역

사회경제적

안전성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안정, 고용안정, 교육보육/기

회안정

사회적 응집성 다문화수용, 사회참여, 협력, 결속력, 신뢰성

사회적 포용성 소득분배, 사회서비스 수준

사회적 역능성
인적자원개발, 노동역능성, 사회심리적 역능성, 정보역

능성, 문화역능성

사회의 질 분면 측정문항

사회경제적 안전성

1. 지난 한해 가족지출상태

2. 가족소득 수준

3. 다음 6개월 간 실직 위험

4. 가족 의료 지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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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연구를 위하여 Lin(2016)은 중국 내 항저우, 샤먼, 선전 등 3개 도

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의 질과 행복 간의 관계를 분석한 바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사회의 질을 아래의 표와 같이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단지 가족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한 가족이 가구 소득에 대해 얼마나 안전하게 느끼는지를 나타낸

다. 사회적 응집성 차원은 규범적(normative) 측면에서 사회의 질 측정

의 조건요인에 연관성이 크며(Lin, 2011) 사회신뢰가 핵심 지표로 제시된

사회의 질 분면 측정문항

사회적 응집성

1.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만한가

2. 사적신뢰

a) 가족구성원, b)이웃, c)지인, d)모르는 사람, e)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f) 외국인, g) 의사, h) 정치

지도자

3. 제도신뢰

a) 종교기관, b) 군대, c) 뉴스, d) TV, e) 노동조합, 

f) 경찰, g) 사법기관, h) 정당, I) 의회, j) 시민단

체, k) 주요 기업, l) 은행

4. 국가에 대한 자긍심

사회적 포용성

1. 아래 집단 간 사회적 긴장

a) 부자와 가난한 사람, b) 관리자와 직원, c) 남자와 

여자, e) 세대, f) 인종·민족, e) 다른 종교

2. 지난해 경험한 차별

a) 사회적 지위, b) 신체적 장애 or 외모, c) 나이, 

건강, d) 성별, e) 국적, 종교, 출신지, f) 학력, g) 

범죄기록, h) 기타 이유

사회적 역능성

1. 정치적 참여 여부

a) 청원, b) 보이콧, c) 데모, d) 파업, e) 온라인 정

치적 행동

2. 정치집회 참여가 위험한가?

3. 표현의 자유

4. 단체 소속

a) 종교단체, b) 운동, 여가모임, c) 예술, 음악, 문

화모임, d) 노조, e) 정치적 정당, f) 직능단체, g) 

시민단체, h) 동창회, I) 친족, 가족(종친회?), j) 기

타 집단

5. 투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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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적 포용성 지표는 사회 집단, 시스템, 계층 간 통합의 조건을 반

영한다. 사회적 포용성 분면은 사회의 제도적, 구조적 특징을 다루며(Lin

et al., 2012) 고령, 고용, 지역보조, NGO 지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으로

검증한다.

[표 2-4] 사회의 질 측정(Lin, 2016)

Abbott and Wallace(2012)은 아래와 같이 사회의 질 모델을 구성하여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사회의 질 

분면
하위영역 지표 측정방법

사회

경제적 

안전성

가구 지출 중 교육 비중/주거 비중/의료

(health care) 비중

*실제지출 근거

매우 무겁다, 무겁다, 

괜찮다, 전혀 부담 안 

된다

가장(breadwinner)이 실직했을 때 가구 

소득 유지할 수 있는 가용 사회적지지 

원천이 있는가(연금, 사회보조, 실업급

여, 가족친지로부터 지원, 일시적 일, 

개인 저축)

예, 아니오

가구소득 자기평가

*시의 다른 가족들과 비교

매우 낮다, 평균보다 

낮다, 평균이다, 평균

보다 높다, 매우 높다

사회적 

응집성

사회 신뢰(Ward and Meyer 2009; 

Bureekul and Thananithichot 2012)

예, 아니오불신에 대한 인식

다양한 사회 집단에 대한 신뢰(친척, 이

웃, 친구, 처음 보는 사람)

사회적 

포용성

고령연금 접근성

고용서비스 접근성

지역 보조 접근성

NGO 지원

사회적 

역능성 

지난 국회의원 선거 참여 예, 아니오

NGO 참여(스포츠클럽, 학교관련 그룹, 

종교단체, 친족기반단체 등)

빈도(전혀, 가끔, 자

주)

표현의 자유(인터넷 의견 표명) 한번,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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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사회의 질 측정(Abbott and Wallace, 2012)

지역 수준에서 서울시는 사회의 질 고유의 네 분면과 하위 영역 틀 내

에서 지역적 맥락에 적합하게 지표를 선정한 바 있다.

[표 2-6] 서울시 사회의 질(서울연구원, 2009)

사회의 질 

분면
하위 영역 서울시 측정지표

사회

경제적

안전성

재정적 

자원

도시가계연보 지출항목

빈곤율

부채율

주거와 

환경

자가/전세비율

1인당 거주면적

사회의 질 

분면
측정지표

사회

경제적

안전성

1. 가구소득

2. 필수품, 필수서비스 관련 빈곤지수(a deprivation index)

: 난방, 휴가, 가구, 격일 육류 식사, 새옷 구입, 최소한 매월 

1회 친구 또는 가족과 식사

3. 절대적 빈곤수준(기본적인 식품 구매 능력)

4. 주관적 상대적 박탈수준(가구소득 충분도 평가)

사회적 

응집성

1. 일반신뢰

2. 정부신뢰: 주정부 연금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신뢰

3. 사회갈등 인식: 부자와 빈자, 관리층과 노동계층, 성별, 인

종 

사회적 

포용성

1. 사회적지지: 아플 때, 조언 필요할 때, 우울할 때, 갑자기 

돈을 빌려야할 때

2. 친구, 친지와 교류 횟수

3. 결혼 내지 파트너와 동거

4. 투표

5. 정당, 노조 가입

6. 본인이 사회로부터 배제되었다는 인식 수준

사회적 

역능성

1. 최종 교육수준

2. 주관적 건강 수준

3. 삶의 복잡성이 높아져서 길을 찾을 수 없다는 인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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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열(2015)은 사회의 질 개념을 이용하여 현실의 사회가 얼마나 ‘좋

은 사회’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분석을 통해 개념의 단일차원

사회의 질 

분면
하위 영역 서울시 측정지표

거주자 만명당 범죄건수

도시안전도(자연재해/밤길/범죄피해/붕괴)

건강과 

돌봄

거주자 만명당 의사 수/의료시설 수

음용식수

노후준비율

일 임시직 비율

교육 -

사회적 

응집성

신뢰 가족가치관(가족통합성)

가치와 

규범

자원봉사율

가사노동분담 의견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점(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사회관계
단체활동 참여율

친구/친지와의 관계

정체성
서울시민 자부심

고향인식도

사회적 

포용성

시민권

투표율

남성임금대비 여성임금 비율

의회, 사기업, 재단 등의 임원으로 선출/지명된 여

성비율

서비스

보육현황

보육만족도

고등교육참여율

대중교통시스템 이용자 비율

대중교통시스템의 혼잡도

만명 거주당 공공스포츠시설 수

만명 거주당 공공문화시설 수

사적관계 -

사회적 

역능성

지식기반
PC/인터넷 보급률

인터넷 활용정도

노동시장 -

제도의 

개방·참여
-

공적공간 문화활동에 할당된 예산 배분

사적관계 계층귀속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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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간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사회의 질을 사회적

수준에서 측정하기 위해서 미시-거시의 구분을 없애고 거시 사회수준의

지표를 측정하는 형태로 바꾸고, 둘째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의 질 개념을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사회정책의 대상이 되는 현상

으로 국한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의 질은 ‘한 사회가 다

양한 사회적 위험을 다룰 수 있는 사회의 제도적 역량과 시민적 역량의

총합’으로 새롭게 정의될 수 있다. 한 사회의 제도 역량은 복지제도를 통

해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역량과 개개인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및 일자리 제공 역량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복지제도 역량을

측정하는 변수로는 상대적 빈곤율, 공적 사회지출, 노조조직률, 공적 연

금 대체율 등이 활용되었고, 교육 및 일자리 제공 역량의 지표로는 남성

및 여성의 고용률, 공적 교육지출, 그리고 고등교육등록률 등이 활용되었

다. 정치시민사회 역량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규칙에 속해 있다고

느끼고 서로 결속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사회적 응집성과, 자신들의 문제

를 풀어나가기 위해 얼마나 정치적으로 참여하는지로 구성되었는데, 구

체적으로 전자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언론의 자유, 정부의 효과성, 인터넷

사용자 비율, 투명성, 권리의식, 젠더 역능성, 일반적 신뢰 등이었고, 후

자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제도에 대한 신뢰, 각종 선거의 투표율, 결사체

참여율, 민주주의의 수준 등이었다(Yee and Chang, 2011). 실제로 사회

의 질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확인한 국가 간 질적 차이는 사회적 위험

을 다루는 방식이나 복지정책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이재열, 2015).

3. 사회의 질과 행복

최근에는 사회의 질 측정 뿐 아니라 이 개념을 이용하여 행복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의 질 모델은 사회학

이론에서 도출된 다차원적 구성물로서 경제적 성장만이 개인 삶과 사회

의 질을 높인다는 시각에 도전하여 사회의 질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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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법론, 분석적 틀(Yee and Chang, 2011)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Abbott and Wallace(2010)와 Abbott et al.(2011)에서도 사회의 질이

주관적 만족감의 차이를 설명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Abbott and Wallace(2012)의 연구에서는 이들이 개발한 사회의 질 모델

을 타당화 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국가 간 주관적 웰빙의 차이 중 많은

부분이 사회의 질 모델에 의해 설명되기 때문이다(Richardson et al.,

2008; Veenhoven, 1999). 이들은 주관적 만족감이 사회적으로 결정되며

사회의 기회 구조 내에서 개인이나 소속 집단이 차지하는 위치에 강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데 유익하다는

Veenhoven(2008)의 주장에 동의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논의의 핵심은

어떤 종류의 사회가 시민이 그들의 역량을 개발하도록 시민의 복지를 극

대화할 수 있느냐에 있다.

국내에서 이재열(2015)은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회의 질과 행복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수정된 사회의 질 지표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사회의 질은 분석대상 30개 OECD 국가들 중에 28

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질과 행복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단

순 상관관계가 0.6745로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과의 상관관계는 0.7466로

나타났다.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각 하위 요소들과 행복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적 제도(0.5034)보다는 시민사회 역량(0.7642)과 더 깊은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적 제도 역량 중에서도 탄력성은

0.5886으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복지 역량과는 0.2845로서

유의미하지 않은 관계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시민사회 역량을 구성하는

사회 응집성(0.7316)과 정치 역능성(0.7124)은 행복과 매우 높은 수준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 소득의 효과를 통제할 때 공적

인 국가 제도의 역할은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시민사회 역량

을 투입한 결과 소득의 효과는 사라진 반면, 시민사회 역량의 효과는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 선진국에서의 높은 행복감은 사실상 높은

시민사회 역량에 의해 설명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 응집성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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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치 역능성의 효과가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해식

(2012)은 OECD 24개국을 대상으로 퍼지셋질적비교분석방법을 통해 높

은 수준의 국민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의 질 하위 영역 간 조합을 도

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이 높

은 국민행복을 가져오기 위해 거의 항상 필요조건으로 작동함을 확인하

였다. 높은 국민행복의 원인경로는 두 가지 조합으로 나타났는데 첫째는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이 높은 원인경로이며, 둘

째는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역능성이 높은 원인 경

로이다. 전자의 경로로 국민행복이 수준이 더 잘 설명되는 국가는 자유

주의 복지국가들로 나타난 반면, 사회적 포용성이 포함되지 않은 후자의

원인경로는 핀란드, 스위스, 포르투갈의 국민행복 수준을 더 잘 설명하였

다. 이 연구는 더 나아가 사회의 질이 유럽적 가치에 치우친 측정틀로

비유럽 국가가 사회경제적 특징인 국가를 통한 공적 자원 제공이 취약하

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감안하여 사회의 질에 국민소득 수준

을 추가하여 퍼지셋질적비교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추가된 국민소득

수준은 높은 국민행복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항상 필요조건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추가적인 연구에서 높은 국민행복 수준이 나타나기 위한 원인

경로는 총 세 가지로 나타났는데 사회마다 사회의 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회의 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하

기 위하여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이 관계를 연구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4. 지역사회의 질과 행복

(1) 지역사회와 행복에 대한 일반적 논의

지역사회와 행복에 대한 연구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나 인프

라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Sirgy et al.(2010)는 상향확산이론

(bottom-up spillover theory of life satisfaction)을 기반으로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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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을 새롭게 측정하였는데 지역 상황이나 서비스가 14가지의 삶의 측

면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

여 지표를 구성하였다.19) 우리나라에서는 기영화 외(2014)의 연구에서

세 가지 자원영역(인적자원, 사회자원, 자연자원) 하에 각각 두 가지 자

본(경제/인적자본, 사회/문화적자본, 자연/인프라자본)을 하위 요소로 하

여 커뮤니티웰빙(Community Well-being) 개념을 구성하였다.

한편, Verlet and Devos(2007)은 시민의 주관적 웰빙을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의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정부가 일상의 환경에 영향을 미

치기는 하지만 사적 영역에 대해 직접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사회통합이나 사회적 지원과 같이 사회 측면의 요

인들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지

역 수준에서 행복의 영향요인을 논할 때 단순히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공

공서비스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삶을 둘러싼 사회적 요인들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렇듯 주민행복에 영향을 줄 만한 요

인을 지역 차원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련 이론적 틀과 문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상향확산이론에 근거한 주민행복 영향요인 연구 결과 중 하나로

Sirgy and Cornwell(2002)는 사회, 경제, 물리적 차원으로 구성된 이웃사

회의 특성(neighborhood features)에 대한 만족도가 이웃만족도나 지역만

족도를 제고시키며, 최종적으로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사

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고명철(2013c)은 미국 도버시를 대상으로

도시환경,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부성과관리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중심

으로 이 요인들이 지역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

과, 도시환경은 삶의 질을 높이며, 간접적으로 공공서비스 만족도와 정부

성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한다. 또한, 공공

서비스 만족도는 정부성과 평가 향상을 통하여 삶의 질에 정(+)의 영향

19) 14가지 삶의 차원(life domains)은 사회생활, 여가생활, 건강, 안전, 가족, 정치, 종교, 
이웃, 환경, 교통, 교육, 일, 재정, 소비생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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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삶의 질을 높인다. 그리고 정부성과 역

시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많은

연구가 상향확산이론을 전제하여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공공서비스 만

족도나 영역별 시민만족도로 측정하고, 보다 상위 차원의 총체적 개념으

로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왔다.

또한 지역 수준의 행복요인 파악을 위해서 행복과 유사개념을 대상으

로 한 연구 결과도 활용할 만하다. 예를 들어, 시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서비스 뿐 만 아니라 지방정부

내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Im and Lee(2012)의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정부 내부의 관리가 시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부 내부 관리요인이 일반행정, 쓰레기수거, 공중보건소 이용자를 대상

으로 측정된 만족도인 시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을 토대로 한 영향요인 도출도 가능하다. 예컨대,

Bovaird and Loeffler(2002)는 종래의 지방정부의 범위를 확대하여 ‘좋은

지역 거버넌스’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 하에 지방정부가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로 ‘좋은 지역 거버넌스의 개발(developing good local

governance)’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커뮤니티가 그들 자신의

일들을 계획,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정부의 외부 효과성을 증대하

고, 투명한 절차와 책임성 강화 및 민주적인 대화를 통한 지방정부에 대

한 공공신뢰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그 범위를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에만 한정하여

서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에서는 최진혁(2015)이 지

방자치 발전방향의 궁극적 목표로 주민행복 제고를 제시하면서 행복의

영향요인을 행정의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분류하여 파악

하였다.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민주주의의 재구조화와 민주적 의사결정

20) Bovaird and Loeffler(2007)의 연구에서는 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와 산출물인 공공서
비스 만족도 간에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지방정부 최종 산출물로서의 서비
스의 질과 내부 관리의 질 간에 일관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은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개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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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구축이 과제로 제시되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주민복지

행정, 정신위주의 자치행정, 생활환경친화적인 개발행정/친환경녹색도시

의 건설이 제시되어 정책이 결정되는 행정 내부 차원과 주민 접점에 닿

는 외부까지를 포괄하는 지표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성과 논의를 활용할 수 있다. Cruz and

Marques(2014)는 지방정부에 적합한 스코어보드를 개발하는데 이 중 3

가지 영역은 Elkington(1997)이 제안한 triple bottom line(TBL)를 기반

으로 하며, 나머지 한 영역은 거버넌스이다. 좋은 거버넌스는 TBL의 각

축을 지탱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Stewart, 2006). TBL, 즉, 사

회적, 경제적, 환경적 성과가 지방정부의 활동을 평가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으며 정부가 책임을 수행하는 내용과 방식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Hill and Lynn, 2004). Cruz and Marques(2014)에 따르면 TBL 차

원에 거버넌스 시각을 혼합함으로써 정부성과에 대해 일반 대중과 소통

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이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되는 영향요인 외에 정책 현장에서 활용

되는 지표구성 또한 영향요인 분류 기준에 활용 가능하다. 1998년 영국

에서는 노동당의 주도하에 ‘지방정부의 현대화(Modernizing Local

Government)’ 의제가 수립되었으며, 하부 과제 중 하나가 소위 커뮤니티

웰빙이다. 이러한 명목 하에 지방정부들은 지역사회가 동의하는 한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범위에 걸친 개선작업을 추진할 힘을 얻게 되었다

(Bovaird and Löffler, 2002). 보다 최근 유럽에서는 대도시보다 작은 중

간 규모의 도시들(medium-sized cities)를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Smart

City라는 이름으로 평가지표가 고안되었다. 평가영역은 경제(Smart

Economy), 인적자원(Smart People), 거버넌스(Smart Governance), 이동

성(Smart Mobility), 환경(Smart Environment), 생활(Smart Living) 등

여섯 가지로 구분되며 각 영역은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할 때 지역 차원에서 해

당 지역 내 주민의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지방정부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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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의 시민사회, 지역 경제영역을 아우른다. 이는 지방정부의 역할

의 범위와도 무관하지 않은데 지방정부 관리를 잘 하는 것은 지방서비스

관리를 잘하여 소비자와 납세자들을 만족시키는 것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그들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만

들도록 하는 것까지 아우르기(Bovaird and Loeffler, 2002) 때문이다. 이

러한 맥락에서 지역 주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지방정부 관리

좋은 지방정부에 대한 논의는 좋은 정부 논의의 연장선상으로 좋은 거

버넌스나 정부의 질 개념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또는 지방정부의

경쟁력 개념과도 유사한 맥락으로 보이는데 그 개념이나 결정요인 자체

에 대해서도 일관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지방정부에 대

한 논의는 여전히 다양한 개념과 가치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21) 특히,

지방정부는 시민의 참여와 시민에 대한 대응성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중

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좋은 정부’의 논의와는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22)

좋은 지방정부에 대한 논의를 일반적인 정부에 대한 논의에서 차용하

자면 우선 ‘지역거버넌스’의 개념을 검토해볼 수 있다. 1989년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이를 구성하는

지표는 참여와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 정치적 안정과 폭력의

부재(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정부의 효과성

(government effectiveness),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법의 지배

21) 지방정부의 경쟁력에 대한 개념이나 이에 따른 결정요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government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국가의 역량
(state capacity),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 등 다양한 이론과 용어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정
부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김순은, 2012).

22) Rothstein(2011)은 지방정부의 경쟁력 또는 지방정부의 질이 지역시민의 웰빙에 중요
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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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of law), 부패의 통제(control of corruption) 등 6가지 요소이다. 이

러한 지표는 국가 수준에 해당되어 지역 수준,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치구 수준에서 볼 때 국가 단위에서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기 쉽다. 다만, 자치구 수준에서의 통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참여와 책임성, 정부의 효과성, 부패의 통제와 같은 지표는 지

역 수준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측정에 있어서 문명재·주기완

(2007)에서는 정부의 효과성을 공무원서비스의 질,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성, 정책공식화와 성취의 정도, 정부의 신뢰성으로 측정할 것을 제안

하였다.

한편, 지역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라는 별도의 개념이 제시되기도

하는데 Bovaird and Loeffler(2002)는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공공 정책

의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정의

한다. Bovaird and Loeffler(2007)는 이러한 지역 거버넌스의 목적을 단

순히 정부 내부의 관리 수준 뿐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평가하는

결과에 대한 탐색이라 주장한다. 특히, 이들 연구에서는 지역 거버넌스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주요 요소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지역 내

에서의 삶의 질의 개선이고 다른 하나는 합의된 거버넌스 원칙들이 이해

관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얼마나 존중받는지에 대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민주적 정책결정,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투명성, 책임성, 사

회통합과 형평성, 시민에 대한 불편부당한 대우 등을 포함한다.

지방자치가 재개되면서 학문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용

어 중의 하나가 지방정부의 경쟁력이라는 용어가 되었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를 지방정부의 경쟁력으로 보는

논문들이 있고, 조직, 인사, 예산 및 관리시스템의 요인들을 중심으로 성

과창출의 지방정부 경쟁력을 분석한 논문들이 있다. 또한, 사회자본의 관

점에서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의 사회자본이 지방정부의 생산성, 내부

정치적 효능감, 외부 정치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쳐 지방정부의 경쟁력으

로 이어진다고 보고하는 논문도 있다(박희봉, 2005; Knack, 2002). 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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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2012)은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구성요소를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에서 분석한다. 우선 거시적 관점에서는 지역 민주주의, 지방정부와 중앙

정부와의 정부 간 관계, 사회자본 및 시민참여가 포함되며, 미시적 관점

에서는 지방의회의 경쟁력과 지방행정의 경쟁력이 포함된다.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 QoG)’은 거버넌스 개념에 대하여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 이다. 정부의 질은 정부의 권위행사에서 ‘불편부당

성(impartiality)’을 핵심개념으로 한다(이승윤 외, 2015).23) 동시에

Rothstein(2011)은 불편부당성과 인접개념으로서 부패 수준(absence of

corruption)을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이같이 정부의 내부 운영, 성과관리 측면에서 볼 때 공통적으로 중시

되는 개념은 부패, 공정성, 참여, 효과성 등이다.

2) 공공서비스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연구에 있어서 지역 측면 내지

지방정부와 관련이 있는 요인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연구들

이 많이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지방정부활동이 시민에게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비해 개인의 행복에 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4)

지방정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공공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현국·이민아(2014)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24

개 공공서비스 성과에 대한 인식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실업문제해결 및 경제활성화, 대중교통서비스, 쓰레기 수거와 분리

수거, 문화활동시설(박물관, 미술관 등)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높게 인식

할수록 시민의 행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과 직결되

23) 개념과 이론적 관점은 최근 스웨덴 학자인 Bo Rothstein과 그의 연구진들이 이끄는 
정부의 질 연구소(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에서 주도하고 발전되었다.

24) Im and Lee(2012)은 중앙정부에 비해서 지방정부는 시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
는 책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활동은 정치적 논리(political logic)보다 행
정적 논리(administrative)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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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순으로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명철

(2013a)은 미국 플로리다주 델레이비치 시 대상의 연구에서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상향확산이론을 근거로 설명하였다. 김병섭 외(2015c)에서도 상향

확산이론을 이용하여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주관적 삶의 질을 매개로 개

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분석하였는데 공공서비

스 만족도가 행복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생활환경 및 교육문화 관

련 서비스 만족도가 삶의 질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행복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송건섭(2007)의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공

공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수준별 생활여건 만족도를

비교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광역시의 경우 소득 및

소비생활과 교육, 주거생활 만족도가 개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자

치시는 재난구호여건, 직장생활 만족도가, 자치군은 직장생활과 소득 및

소비생활여건 만족도가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

났다. 이영균·김동규(2007)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건강한 생활

여건, 경제적 활동여건, 교육·문화적 활동여건, 공공행정서비스 수준, 보

건 및 위생서비스 수준, 자연환경 및 기타 생활여건 등을 선정하고 총체

적 삶의 질을 삶의 만족도, 거주 만족도, 지속적인 거주의향으로 구성하

여 성남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간에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보건 및 위생서비스 수준 등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총체

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Dimian and

Bardu(2012)의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 있어서 공

공의료서비스와 노인층을 위한 서비스가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삶의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한 인적자원의 역할에 대해 인적자원이 공공기관의 성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종사자의 전문성이나 태도를 통해 서비스의 성과

가 좌우되고 부패와도 연결되며 정부신뢰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임용이

인적자원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스페인 78개 타운과 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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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Cuadrado-Ballesteros et al.(2012)의 연구에서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이 주민의 복지(welfare) 및 삶의 질에 기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Sirgy et al.(2008)은 지역생활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여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분석 결과 교육,

직업, 건강보험, 대중교통, 안전, 쇼핑, 레저 등의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지역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만족도가 개인의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Grzeskowiak et al.(2003)는 여가시설, 공립학교, 소

방, 경찰서비스가 지역사회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Michalos and Zumbo(1999)는 캐나다 British Columbia의 34,000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도서관, 공원, 여가

시설, 쓰레기 수거 등 18개의 공공서비스 영역이 지역 주민의 해당 지역

에서의 삶의 질을 판단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공공서비

스와 행복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집단에 따른 차별적 효과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김병섭 외(2015a)는 지방정부서비스가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주거 관련 삶의 질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에

그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함께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거 삶의 질

이 낮은 주민 집단에 있어서 지방정부서비스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긍

정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공공서비스 중에서 특정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도 있다. Ambrey et al.(2013)는 호주 수도 대상의 연구에

서 공공녹지와 삶의 만족도 간에 정(+)의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인구가

밀집된 곳에서, 그리고 편부모나 교육수진이 낮을 경우 만족도가 더 크

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그 강도는 범죄 두려움에 따라 상이한데 지역에

서 혼자 걸어갈 때 위험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녹지 접근성에 따른

만족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Gandelman et al.(2012)는 우루과이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공공재에 대한 접근성이 전반적인 행복과 영역별 만족도

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서, 전기, 수도, 하수시설, 배수시설, 쓰레기 처

리 시설, 보행환경, 가로수, 공해 해소와 같은 공공재의 금전적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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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공서비스와 주민행복 간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삶의 질 연구의 전형

으로 보이는데, 개개인의 삶의 영역과 연관된 서비스의 영향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3) 사회적 자본

지역은 개개인의 생활 터전임과 동시에 사람들과 교류하고 생활 문제

를 포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역은 사회자본이 발현되는 대표적인 사

회 단위로 인식된다(정명은 외, 2014). 특히 정부와 민간 간의 건강한 동

반자적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민간 부문의 역량이 강화되었음에도 법

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사회적 갈등이 악화되고 그

결과 불신이 팽배해져왔다. 이러한 시점에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시민사회 등 모든 지역사회 주체가 사회

적 자본 증진을 통하여 총체적 능력을 증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

오르고 있다(고경훈, 2013). 특히, 정명은 외(2014)는 서울시 대상의 연구

에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체, 사회안전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

이 장기적으로 성과를 내어 안착되기 위해서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기 때

문에 이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행복에 미치는 외부(external)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에서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 등 사회적 자본이 발휘하는 영향을 보고하는 연구 결과

가 다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크게 양자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는 입장

과 간접적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Putnam(2000)을 비롯한 일부 연구자들(Helliwell and Barrington-Lee,

2010; Leung et al., 2010)은 사회적 자본이 여러 방식과 형태로 개인 행

복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반면에 양자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보

는 관점은 주로 사회적 자본과 건강, 부, 경제적 성장의 관계에 주목하여

사회적 자본이 이 변수들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한다(Helliwell and Putnam, 2004; Rodrik, 1998; Zak and Kn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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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포괄하는 여러 요인과 행복

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많다. 여유진(2015)에서는 OECD 사회통합

요소들에서 도출된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변수와 행복 간

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사회적 배제집단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은 집단이 많아질수록, 사회 이동이 정체될수록 그 사회

의 평균적인 행복의 수준은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규선 외(2014)는 청주

시 산남두꺼비생태마을 대상의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을 크게 주민유대,

가치공유, 사회적 참여 등 3개의 하위 요소로 선정하여 주민조직 참여

여부에 따른 사회적 자본 형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영향 관계에 주목하

였다. 실증분석 결과, 주민조직 참여 및 비참여자 집단 막론하고 주민유

대와 사회적 참여가 개인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참여자 집단에 한하여 동네만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박길성(2002)은 개인 삶의 질을 사회관계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사

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신뢰와 네트워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

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복지지수로 조작화된 삶의 질에 있어서 가족의

지지와 공공신뢰와 일반적 신뢰 변수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만족지

수로 측정된 삶의 질에 대해서도 가족의 지지와 신뢰 변수의 영향이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 최예나·김이수(2015)에서는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신

뢰, 참여, 호혜성으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과 주민행복 간의 관계를 분석

하면서 공동체 의식의 조절효과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

적 자본의 영향은 행복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공동체 의식은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자본 중 사회

참여활동과 호혜성 요인, 그리고 공동체 의식은 주민행복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지역자부심으로 측정된 공동체 의식은 단체활동참여와 기부에 있어

서 정(+)의 조절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차원에서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정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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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2014)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이 연구는 행복과 사회자본 간의 관계

를 2005년부터 2012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는데, 행복과 관용, 신뢰 간에 긍정적 상관성이 발견되었다. 시간

흐름에 따라 관용 수준은 차별적 배려에서 포괄적 배려로 이동하고 있으

며, 이웃 및 외국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연(2011)은 지역사회 민간자원 연계사업인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

딤돌’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집단 및 네

트워크, 신뢰와 결속, 참여 등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

이 삶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계형 사회적

자본, 신뢰, 그리고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박혜영·김정주(2012)에서 지역축제에 참여한 주민들을 대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신뢰, 참여활동, 네트워크, 규범으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이 만족도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신뢰와 참여 요인이 해당 지역주민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만족도는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복수 요인으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과 행복 간의 연

구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의 세부 구성요인마다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

지는 않는데, 정순둘·성민현(2012)에서는 연령대별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주는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들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하

지만 대체적으로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유형들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4) 경제적 요인

최영출·이지혜(2013)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일자리 정책이라는

경제적 요인이 지역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 경제,

개인 소득 수준, 직업 만족도를 매개하여 간접적 효과만을 나타내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Gyourko and Tracy(1991)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조건(local fiscal conditions)이 환경적 요인만큼이나 삶의 질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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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밝히면서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지방정부 역할을

강조하였다. 즉, 지방 수준의 경제적 여건이나 관련 정책은 해당 지역 주

민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지역 수준에서 사회의 질과 행복에 대한 논의

위에서는 상향확산이론, 지방정부 성과, 시민만족도에 관한 문헌과 지

역을 구성하는 주요 영역인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시민사회, 지역경제를

축으로 주민행복에 영향을 주는 지역 수준의 요인들을 탐색해보았다. 주

민행복이 지방정부의 정책 목표라면 주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지방정부가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하며 정책의 영역에 포함할 수 있는 내

용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사회와 주민행복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의 질이 적합한 이론적 틀이라고 보이는데, 사회의

질이 사회정책의 새로운 지향을 반영하는 동시에 현실에서 측정가능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사회는 사회의 질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가

장 자연스러운 관찰 단위이다. 개인들 간의 결속과 응집을 통해 집합행

동이 가능해지고,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되며, 동시에 변화한 공동체는 개

개인에게는 중요한 환경과 자원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이재열, 2015).

하지만 지금까지 사회의 질 연구는 국가 단위에서 다수 이루어졌으며 지

역 수준에서의 분석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지역 수준에서의 사회의

질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

구팀이 지역사회 사회의 질을 새롭게 정의하고 지표를 구성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지역사회 사회의 질을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

는 분석틀이 제시되었는데, 우선 체계와 생활세계의 축은 지역사회의 제

도역량과 시민역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지역사회 시민역량

은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참

여와 역량을 의미하며, 시민사회 제도역량은 시민들의 욕구와 자아가 실

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수준에서 갖추어진 사회적 보호와 개인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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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의 조건들을 의미한다. 다음 거시-미시 축은 사회적 위험에 대처

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 수준의 보호 정도와 개인 수준에서 위험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사회의 질은 복지, 의료, 교육, 문화 영역으로 구성되는 제도역량과 사회

참여와 정치참여로 구성되는 시민역량, 그리고 지역사회 건전성 등 3개

부문 7개 영역의 발전 정도를 의미하며, 이들 간의 수준과 격차, 그리고

균형적인 관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구혜란·정민수,

2013).

이밖에 지역 사회의 질과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입

증한 연구 결과들이 있다. Cheung and Leung(2004)은 중국 베이징 대상

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 연령, 선진화된 경제적 조건 인식과 더불어 경제

적 안전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Yuan and

Golpelwar(2012)은 사회의 질 구성영역을 보다 다양하게 측정하여 중국

상하이를 대상으로 사회의 질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이 연구에서 경제적 안전성은 소득수준(log)과 주거 소유 여부로, 사

회적 응집성은 일반신뢰와 친구, 가족, 이웃 신뢰, 그리고 정부신뢰로, 사

회적 포용성은 사회참여와 사회적 관계, 외로움, 사회 차별, 결혼 여부로,

마지막으로 사회적 역능성은 노력에 의한 성공 가능성, 표현의 자유, 사

회적 배제, 교육수준으로 측정되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경제적 안전성

요인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응집

성에서는 정부신뢰가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회적 포용성과 역능성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상하이 정부가 시민들의 주관적 웰빙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제성장, 집값 안정, 사회적 불공정 해소, 빈곤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나머지 세 영역, 즉 사회적 응집성, 포용성, 역능성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Lin(2016)은 중국 내 항저우,

샤먼, 선전 3개 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의 질과 행복 간의 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의 질의 영향력은 도시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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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게 나타났다. 항저우에서는 사회적 포용성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이 발견되었으며, 샤먼에서는 긍정적 효과이나

유의미하지는 않게 나타났고, 선전에서는 다소 부정적이지만 유의미하지

는 않는 영향력이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응집성은 세 도

시 모두 네 가지 분면 중 행복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평균 점

수도 가장 높다.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평균 점수는 가장 낮지만, 행복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회적 통합성과 사회적 역능성에 있어서는

지역마다 평균점수가 다양하며 행복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인다.

또한, 주관적 지표가 가장 강한 관계를 보이며, 객관적 지표는 유의미한

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지닌다. 위의 세 도시들은 중국에서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이지만 지역문화, 주민들의 사기·의욕, 사회적 환

경이 다르며 이민자 비율과 같은 인구 구성 측면에서도 다소 차이가 난

다. 이러한 차이는 연대, 사회적 응집성 등 지역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미

친다. 예컨대 항저우는 문화생활을 중시하는 전통적 지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는 삶의 질을 추구한다. 결과적으로 항저우 사회는 중국 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더 응집, 통합되어 있다. 항저우의 이렇게 특별한

상황은 사회의 질을 고양시켜 행복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선전

은 항저우와는 다른 사회적 배경을 지녔는데 이곳은 이민자의 도시이다.

그래서 이 곳 주민들은 직장에서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일과 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 결과 주민들 간에 애착감을 분쇄한다.

많은 이민자들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하고 이는 사회의 약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사람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

어 선전에서 신뢰와 행복 간 관계는 부(-)의 관계로 나타난다. 샤먼은

중간 위치인데 사회의 질 점수가 두 도시의 중간에 위치한다. 사회의 질

의 네 가지 조건요인 중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역능

성은 행복에 일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반면, 사회적 포용성은 영향력

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다른 연구와 일치한다 (Lin et

al, 2013; Abbott et al., 2011). 국내에서 정민수는 ‘지역사회 역량’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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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통해 사회의 질 접근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이 발휘하는 시민 역량이 지역사

회의 건전성과 사회의 질 향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

로 보여준다(이재열 외, 2015).

삶의 질 연구는 수많은 접근방법과 공통된 이론적 틀의 부재라는 특성

을 지니는 것(Verlet and Devos, 2007)과 유사한 맥락에서 지역주민의

행복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지역 삶의 질(Community QOL)이나 커뮤니

티웰빙(Community Well-being) 개념과 같이 여러 접근방식이 소개되어

왔다. 지역 사회의 질과의 차이점을 꼽는다면 이들 접근방법이 보다 지

역서비스 중심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지방분권화가 진행되어왔지만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지역 간 서비스 차이가 상대적

으로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삶의 질에 있어서 지역 간 불균형은

점차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행복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나 지방정부의 질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사회

전체를 포괄(overarching)할 수 있는 사회의 질 개념이 적합하다고 판단

된다. 특히, 행복은 단순히 객관적(objective) 조건에 의해 부가적으로 증

진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조건을 가진 개인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비교

의 예처럼 사회적 관계에서 결정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회의 질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

(3) 소결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주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역사회

의 질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사회의 질은 거시-미시 차원과

제도-생활체계 차원,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는데, 분석의 용이함과 실질

적 의미를 지니는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해서 구성요인을 보다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지역사회의 사회의

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도역량(복지, 교육, 문화, 의료영역),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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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사회참여, 정치참여영역), 그리고 건전성(사망률, 출산률, 범죄율, 자

살률) 등 세 가지 축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의 질 틀을 새롭게 구성한 바

있다(구혜란·정민수, 2013).25) 특히, 성공적인 지역사회를 건설함에 있어

서 지역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제도영역과 시민사회영역을 기

준으로 지역사회의 질을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

에 더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요인들을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영역으로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질을 아래와 같이 총 세

분면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표 2-7]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역사회의 질 개념틀

세계은행에서는 지속가능성을 국가의 부(national wealth)와 관련지어

개념화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부의 유지 및 증대로 규정하였다. 여기

에서 부(wealth)는 네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자연자본, 인공자

본, 인적자본,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 그것이다(Noll, 2004). 지속가능성

논의가 기본적으로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졌지만 지역 수준에서도 논의가

되어왔다(강성철 외, 2008; 곽병훈·오수길, 2012 등). 이런 배경에서 세계

은행이 제시한 지속가능성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지역 수준에 적용해볼

경우 사회적 자본은 기존의 사회의 질 개념에 포섭된다고 보여진다. 지

역사회의 질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늠하는 기준이라고 전제한다면 ‘좋

은 사회’ 개념에 포함되는 지속가능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질

25) 세부 지표는 <부록4> 참고.

구성영역(조건분면)

제도영역(제도의 질)
시민사회영역

(시민사회의 질)
지속가능성

하위영역

재정적 자원
이타주의

자연환경

의료 인구

교육
응집성

정부의 질

문화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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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안에 자연자본, 인공자본, 인적자본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

편, 지역 수준에서 인공자본은 국가 수준에 비해 정부가 담당하는 역할

이 크다. 지방정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재정과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질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속가능성 영역을 새

롭게 만들고 여기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 인적, 지

방정부 요소를 포함시킨다.

새롭게 구성된 지역사회의 질 개념틀을 활용하여 서울시 지역사회의

질 변화를 파악해보고 지역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지역사

회의 질 차이가 해당 지역의 주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본다.

제3절 서울시의 지역사회의 질과 행복

1. 도시계획 차원에서 서울의 발전

서울시의 현대사를 살펴보면,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경성부는 서

울시로 개칭되고, 그 이듬해에는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서울특별시가 되

었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시행될 때 고양군과 시흥군 일부가 편입

되어 그 면적이 약 136제곱킬로미터에서 약 268제곱킬로미터로 두 배 가

량 확장되었다. 그 해 서울시는 성북구가 신설되어 모두 9개의 구가 되

었고, 인구도 140만 명에 이르렀다. 1962년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

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서울시는 국무총리 직속기구가 되었다. 1963년에

는 양주군, 광주군, 시흥군, 김포군, 부천군의 일부가 편입되어 서울시 면

적이 593제곱킬로미터로 대규모 확장되었다. 서울의 급속한 인구증가는

1960년대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는데 1960년에 약 7.6%에서 1970년에

17.5%로 10년 동안 2.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 이후 1980년에는 22.7%

였으므로 지방에서 서울로 인구 유입은 1960년대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조영태, 2017). 한편, 1973년 서울시 면적은 다시 약 605제곱킬로미

터로 확장되고, 도봉구와 관악구가 신설되었다. 이후 1975년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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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강서구, 1979년 은평구와 강동구, 1980년 동작구와 구로구가 신설

되었다. 1988년 중랑구가 동대문구에서, 노원구가 도봉구에서 각각 분리·

신설되었다. 1995년 3월 강북구가 도봉구에서, 광진구가 성동구에서, 금

천구가 구로구에서 각각 분리·신설되었다. 1973년 이후 고정된 면적에서

구가 이처럼 증설된 것은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의 증가를 분산시키

기 위한 조치였다. 2017년 현재 서울은 25개구가 존재하는 거대한 도시

가 되었다.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도시발전방

향을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990년대는 개방화·세계화가 본격적으

로 시작되고,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로 1997년에 수립

된 「2011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세계화, 지방화에 대응하면서도 도

시공간구조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2011년 기본계획은 5개 대

생활권별로 종합적인 정비목표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도시기본계획

상의 생활권 구분은 1997년 수립된 「2011년 도시기본계획」을 계기로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대·중·소 생활권의 ‘공간범위’가 변

화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권계획의 ‘내용과 역할’이 변한 것이다. 생

활권계획의 ‘공간범위’는 서울이 광역화되면서 자치구 단위의 생활권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1990년에 수립된 「2000년 도시기본계

획」까지는 생활권은 일상생활권 범위의 ‘소생활권’과 자치구 범위의 ‘대

생활권’으로 구분하였으나, 「2011 도시기본계획(1997)」부터는 서울이

광역화되면서 ‘대생활권’이 권역으로 바뀌었고, 2∼4개 자치구를 포괄하

는 ‘중생활권’이 새롭게 설정되었다. 이를 통해 도심·부도심·지역중심 등

중심지 위계와 생활권 구분을 연계시키고자 하였다.

생활권의 공간범위는 지형·지세, 하천, 도로 등의 자연적·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도시의 성장과정과 영향권, 중심지 기능과 토지이용 특성,

행정구역과 교육학군, 주거지와 거주인구의 특성, 관련계획 등을 종합적

26) 「시민을 위한 서울역사 2000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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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려하여 도심생활권, 동북생활권, 서북생활권, 서남생활권, 동남생

활권 등 5개 권역(대생활권)으로 구분된다. 필요시 2개 이상의 중생활권

세분할 수 있다. 생활권의 최소단위인 지역(소생활권)은 자치구 경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동별 토지이용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

계획 수립 시 설정하여 운영한다.

[표 2-8] 서울시 생활권 구분27)

[그림 2-2] 생활권 구분(5개 권역)

27) 송파구청 홈페이지. http://www.songpa.go.kr/user.kdf?a=songpa.menu.MenuApp
&cate_id=AF0101001002 (접속일 2017.5.15.)

대생활권 중생활권 인구(명) 자치구

도심권 도심권 583,923 중구,종로구,용산구

동북생활권
동북1생활권 1,567,348 동대문,성동,광진,중랑

동북2생활권 1,826,767 성북,강북,도봉,노원

서북생활권 서북생활권 1,222,753 은평,서대문,마포

서남생활권

서남1생활권 1,009,637 강서구, 양천구

서남2생활권 1,090,434 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

서남3생활권 937,534 동작구, 관악구

동남생활권
동남1생활권 1,826,767 서초구, 강남구

동남2생활권 1,148,827 송파구,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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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계획의 ‘내용 및 역할’ 변화는 원래 생활권계획은 인구 및 시설

배분계획의 성격이 강했으나, 서울에서는 권역별 정비목표와 방향을 제

시하는 계획으로 변화하였다. 인구가 급증하던 시기의 생활권계획은 인

구와 시설의 적절한 공간 배분을 위해 수립되었으나, 「2011 도시기본계

획(1997)」부터는 권역별 미래상과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공간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다.28)29)

이처럼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생활권단위로 구체화하고

종합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지역특성과 주민

들의 다양한 생활환경 개선과제로 담아낼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중간단

위의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등 구체저인 도시계획에 대해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자치구 간의 이해상충이나 중복투

자 여지가 발생할 때, 인접 자치구에 영향을 미치거나 파급효과가 유발

되는 계획이나 사업 등이 예상될 때 생활권 차원에서 조정·보완하는 계

획이 필요하다. 생활권계획은 이렇게 자치구 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

안 등에 대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5개 권역별로 반드시 고려

해야 할 사항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자치구계획 및 관련 하위계획의 지

침 역할을 수행한다. 30)

특히, 가장 최근의 서울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서는 생활

권 단위의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동북권의 경우는 권역 발

전 계획이 시작되었다. 동북권은 서울의 5대 권역생활권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면적이 가장 넓은 권역이다. 고용기반 및 중심기능이 취약하

고, 장거리 통근이 발생하며 도로 등 교통기반시설이 부족하여 타 생활

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연구에서 수

행한 분석 결과에서도 동북권은 낮은 지역사회의 질과 낮은 행복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는 ‘행복4구 플랜’을 수립하였는데

28) 「2011년 서울 도시기본계획(1997년)」
29)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자치구단위 생활권은 사라지게 되었

고,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도 중단되었다. 
30) 「2030 SEOULPLA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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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상이 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를 포함한 동북4구이다. 이 지역은 의

정부, 남양주 수도권 동북부 주요도시와 도심을 연계하는 관문지역으로

서, 우수한 자연환경, 전국 최다의 대학·인적·기술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만 도시 성장과정에서 배후주거지로 조성되어 경제 활력이나 생활 인프

라는 열악한 지역이다. 특히 이번「행복4구 PLAN」은 동북4구가 자발

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오랫동안 준비해 온 내용을 서울시 주도로 계

획안을 수립하고, 동북4구 자치구 및 동북4구 발전연구단 등이 동행하여

‘협력적 지역발전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

다. 「행복4구 플랜」의 3대 주요 방향은 ①지역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②지역 자원의 적극적 활용 ③지역 현안의 해소로서, 7대 핵심과제를 통

해 이를 실현하게 된다. 첫째. 지역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핵심과

제로 '지역발전 기반 조성'을 진행하며, 서울시가 주도하고 지자체가 협

력해 추진하며 3개지 핵심과제는 ‘창동·상계 新경제 중심지(CBD) 조성’,

‘도시계획 제도적 지원’, ‘중랑천 중심의 녹색 생활환경 기반강화’이다. 둘

째, 지역이 보유한 강점을 강화시키기 위해 4개구가 공동 협력하여 ‘지역

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추진하며 지식·교육 특성화, 자연역사문화관광벨

트 조성 2가지 핵심과제가 이를 뒷받침한다. 셋째, 동북4구의 공통적인

지역현안이자 주민생활과 직결된 문화·복지·체육시설 확충과 생활기반시

설 개선사업은 동북4구의 공공 소유부지를 우선 활용, 지역의 필요도가

높은 시설부터 우선 공급하며, 자치구 및 마을이 주도하되 서울시가 지

원한다. 지난해 9월 현장시장실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성북)정릉공영

차고지 지하화·커뮤니티 공간 조성, (강북)체육시설 건립, (도봉)기적의

도서관/장애인 복지관 건립, (노원)어울림 스포츠센터 건립 등 지역의 필

요도가 높은 시설은 우선 공급해 나가고 석관동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사

업, 간선도로변 소음저감 등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민원과 생활불편 사항

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임이 발표되었다. 서울시는 이번「행복4구 플

랜」의 지속가능한 실행력을 담보하도록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계획 및

사업수단, 추진조직 등을 다듬고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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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담조직으로 ‘서울시 행복4구 PLAN 추진단’을 신설하고, 주민-공공-

산학연 공동기구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 운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생활권계획은 동북권 외에 다른 권역에서도 수립, 추진될 예정이므로 향

후에는 주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현

황을 생활권역별로 파악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2. 행정·정책 측면에서의 변화

한편, 행정·정책 측면에서 민선자치 흐름의 변화를 살펴보면 민선 1기

(1995-1998)는 개발시대에 대한 정책적 각성이 일어나던 시기, 민선 2기

(1998-2002)는 IMF 구제금융(1997) 위기에 따라 경제회복, 구조조정과

동시에 사회안전망과 복지정책이 제도화되기 시작한 시기, 민선 3기

(2002-2006)는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강조되던 시기, 민선 4기

(2006-2010)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시장경제 활성화 추진의 영향

으로 시정 전반에 거쳐 글로벌화, 무한경쟁, 민간활력이 강조된 시기, 민

선 5기(2010-2011)는 저출산, 노령화, 저성장시대 진입에 따라 사회적 문

제 해결이 정책적 우선순위로 자리잡게 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사

업들이 추진되기 시작하던 시기로 요약된다. 2014년에 시작된 민선 6기

는 혁신과 협치(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정치 중심의 사업들이

강조되고 있다.31)

최근 주요 정책을 재임 시장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2) 이명박 시

장은 재정건전성, 편의성, 뉴타운사업 기반 마련, 청계천 복원 및 서울숲

조성 등 경제적인 부분과 하드웨어 부분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오세

훈 시장은 복지, 환경, 교육, 균형발전에 보다 강조점을 두었다. 박원순

시장은 보편적 복지로 확대, 공동체 복원 의지가 두드러진다.33) 특히 최

31) 「서울시 민선자치 20년 회고와 전망」
32)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v2012/seoul/mayor_his/mayor.html. 

(2017.5.20. 접속)
33) 시장별 주요시책은 <부록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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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행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서울시는 ‘행복’을 전면에 내

세운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능동적인 정책반응성을 보이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된다. 첫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는

유형 자본 투자에서 무형 자본 투자로 전환하고 있다. 서울시가 시행하

는 천원의 행복, 여성행복이벤트,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 어르신 행복

콘서트, 동행(동물행복)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복나눔 부부캠프 등이 무형의 주관적 자원을 개발하고 시민에게 제공

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서울시는 개인의 행복과 지역의 사회자본

을 함께 고려한 정책들을 개발함으로써 대국민 사회통합이라는 국가 발

전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더하여 자치구, 지역

시민단체, 문래동·합정동·홍대입구 일대의 텃밭 사업 등은 먹거리를 소재

로 하여 시민의 행복과 안전 수준을 높이고 신뢰와 소통의 장을 창출하

고 있다(정명은 외, 2014).

이 기간 동안 뚜렷한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은 2011년이다. 보

수정당 소속이던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되면서 보궐선

거로 진보진영 소속인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던 시기를 기점으로 정책흐

름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두 시장 모두 삶의 질이나 행

복이라는 궁극적은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기에 정책의

변화는 행복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변화를 시도했다고도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할 당시 첫 임기

기간(2006∼2010년) 동안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헌신했다고 자부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서울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해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

였다. 디자인 시정, 컬처노믹스 개념을 시정에 도입한 것은 오세훈 시장

의 주요 시책이었다. 오세훈 시장이 내세운 또 다른 성과는 재산세 공동

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조정교부금제도를 개선해서 강남·북 균형발전의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그 결과 취임 당시 자치구 간에 17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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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벌어져 있던 재정격차가 2009년 기준으로 5대 1까지 축소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서울형 그물망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임 전 18%에 물

과했던 복지예산을 25% 가까이 늘린 것을 성과로 꼽았다. 재선에 성공

시 공교육을 살리고 보육천국을 만드는 것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

박원순 시장은 2011년 10월 27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여 2010년 7월 1일

민선 5기를 시작한 전임 오세훈 시장과 1년 여 격차만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임성은(2013)은 시장의 소속 정당을 중심으로 과거 보수여당인

새누리당과 야권연대(현 더불어민주당) 간 차이, 그리고 자연인으로서 오

세훈과 박원순의 정책 철학과 내용의 차이를 조명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라고 평가한다.34) 우선 두 시장이 내세운 비전과 목표를 비교하면 아래

의 표와 같다.

[표2-9] 시장의 비전과 목표의 비교(임성은, 2013)

소통, 시민, 행복 등의 핵심단어는 공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시정방향의 5가지 영역도 동일하다. 차이점을 살펴보면 박원순 시장은

문화를 환경보다 앞쪽에 두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표현하면서 안전과 병

34) 오세훈, 박원순 시장의 정책 비교를 임성은(2013) 연구를 참고함.

변경 전(오세훈) 변경 후(박원순)

비전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시정목표

방향

* 삶의 질 제고, 도시경쟁력 

강화

- 따뜻한 생활복지

- 활력있는 시민경제

- 맑고 푸른 생태환경

- 매력있는 문화수도

- 신뢰받는 투명시정

* (해당사항 없음)

- 당당하게 누리는 복지

- 함께 잘 사는 경제

-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

시정기조 소통 통합 미래 소통 시민중심 신뢰

시정

슬로건
창의 서울 희망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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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것이다. 분야별 시정방향은 영역은 동일하나 목표방향은 다소 차이

가 있다. 오세훈 시장은 “따뜻한, 활력있는, 맑고 푸른, 매력있는, 신뢰받

는”을 전면에 둔 반면, 박 시장은 “당당하게, 함께, 더불어, 안전하고, 시

민이 주인”을 강조하였다. 세부정책 이름으로 평가해보자면 오세훈 시장

은 행복, 꿈, 미래, 매력, 즐길 수 있는, 그린, 첨단기술, 고품격, 창조를

자주 언급하였고, 이에 비해 박원순 시장은 사회적 합의, 포용과 동반,

함께 하는, 참여를 강조하였다.

주요 정책은 정책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복지 분야에서 주거안정과

시민건강을 적용한 것은 공통적이다. 오세훈 시장은 맞춤형 복지완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공교육과 보육을 강화하는 것을 두 번째 우선순위에 두

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복지와 여성, 가족을 복지 카테고리 안에 별도

로 두었다. 경제 분야에서 일자리 분야는 공통적이며 오세훈 시장은 성

장동력 창출과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세부정책으로 제시하였고, 박원순

시장은 산업경제라는 이름으로 포괄하였다. 문화 분야에서는 차이가 있

는데 오세훈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과 디자인 서울 사업을 내세운 반면

박원순 시장은 문화관광 교육을 제시하였다. 환경 및 안전 등에서 오세

훈 시장은 환경 영역에만 3가지 세부항목(맑은 서울, 공원녹지, 친환경

녹색교통)을 제시하였고, 박원순 시장은 도시재생을 지속가능한 도시의

세부 항목으로 삼았다. 차이가 두드러진 부분은 시정 분야로 오세훈 시

장은 참여와 소통의 시정구현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진시정 구현을 내

세운 반면, 박원순 시장은 마을공동체와 시민참여행정, 재정 등으로 분류

하였다.

소속 정당이 다르고 지향해 온 가치관이 다르다는 점에서 정책변동 많

을 것으로 예상되었다(임성은, 2013). 오세훈 시장 시절에 도시경쟁력 강

화, 경제적 격차 완화를 제도적으로 추진했다면 박원순 시장 선출 이후

에 시민사회에 권력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의 질에서 모두 중요한 측면이다. 이러한 면에서 최소한

최근 10년간은 사회의 질을 제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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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수 있겠다.

제3장 서울시 지역사회의 질과 주민행복에 대한 연구

제1절 서울시 지역사회의 질과 주민행복 변화 흐름

1. 서울시 지역사회의 질

세계 금융위기 과정에서 사회적 해체와 갈등이 우려되는 서울에게 있

어서, 사회경제 위기 후의 새로운 도시전략으로 사회의 질이 갖는 의미

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의 질 관점은 이론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사회

성을 전제로 다양한 수준의 사회를 진단하고 정책적인 제안을 제시하도

록 하며, 기존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경쟁력’, ‘삶의 질’의 전략을 넘

어 사회의 통합성과 발전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통합전략의 근거가

될 것(조권중 외, 2009)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2003년부터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삶의 질과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서울시민이 느끼는 시정운영의 성과를 모

니터링하고자 「서울서베이」 조사를 실시해왔다.35) 조사 목적은 지방자

치제도의 실시와 급변하는 사회 현황 및 개별 지역 특성을 시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 조사에 포함된 내용들은 도시정책지표에 반영되

는데 이는 현재의 도시상태를 진단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의 삶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틀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입

무렵인 2005년 서울 도시정책지표를 살펴보면 4개 아젠더, 10개 정책목

표, 36개 영역, 총 175개 지표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아젠더는 ‘인적자본

의 개발’, ‘경제자본의 강화’, ‘사회적 자본의 축적’, ‘문화자본의 확장’으로

구성되며, 단순히 지역경제 발전이나 사회결속력 강화 뿐만 아니라 개인

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역량 개발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보인

35) 서울시는 2005년 시행한 설문조사부터 조사 원자료를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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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울서베이 실시 자체가 지역사회의 질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 더

최근에 들어서는 주민행복을 높이고자 하는 시정 방향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질을 유럽에서 시작된 기존 사회의 질의 조

건 분면을 고려하여 두 개의 축 중 제도-생활세계 측면에 초점을 맞추

어 제도와 시민사회 영역으로 조건 분면을 축소하되 지속가능성 분면을

추가하여 총 3가지 조건 분면을 지니는 개념틀로 정립하였다. 앞에서 소

개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이미 지역사회 수준으로 사회의 질을 새롭게

정의한 연구에서도 제도역량, 시민사회역량, 건전성을 새로운 조건 분면

으로 제시한 바 있다(구혜란·정민수, 2013). 지역사회의 질을 이루는 세

가지 조건 분면인 제도, 시민사회, 지속가능성 영역에서 서울시의 지역사

회의 질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도의 질

두 개의 축을 이용하여 네 가지 분면으로 사회의 질을 도해한 그림을

보면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사회적 포용성은 제도 차원에 해당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각 시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

수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포용성은 개인들이 관료

제, 테크놀로지, 상호작용의 규칙성 같은 제도적·객관적 측면의 체계

(system)에 얼마나 도달하고 접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정병은,

2015). 즉,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지위나 자원에 접근할 수 있고 다양

한 집단 간에 어울림의 정도가 높으면 포용사회, 그렇지 않고 상호 배제

가 심각하면 배제(차별)사회로 이해될 수 있다(정진성 외, 2010). 따라서

포용성은 제도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제공되는 자원이나 혜택(예컨대

보건의료, 교육, 교통, 복지 서비스)들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되거

나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규범적 판단에 기반을 둔 개념이다(정병은,

2015).

제도적 차원에서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와 역량 개발을 위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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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에 모든 사람들이 배제되지 않고 접근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재정, 의료, 교육, 문화 영역에서 기초생활수급 가구, 병원, 공

공도서관, 지역문화복지시설을 지표로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각각의 지표를 2005년 이후 연도를 기준으로 분산분석을 한 결과 기초

생활수급가구 수는 2015년에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수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공공도서관 수는 2011년 이후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난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3-1] 사회의 질 제도영역 시기별(2005-2015) 변화 분석 결과

 주: 문화예술회관, 구민회관, 종합복지회관, 구민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2) 시민사회의 질

위에서 언급한 사회의 질 네 개 분면에서 사회적 응집성과 사회적 역

능성은 생활세계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사회적 응집성은 공유

된 정체성, 가치와 규범이 공유되는 상황 하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시민사회의 질의 하위영역으로 이타주

의와 응집성을 선정하여 자원봉사 등록률과 이웃신뢰도로 각각 측정하고

자 한다. 이타주의를 측정하는 자원봉사 등록률은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 기준의 분산분석 결과로는 2005년

을 기준으로 할 때 2008년부터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났다.

구성

영역

하위

영역
지표 분석내용

제도

영역

재정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 2015년에 증가

의료 병원 유의미한 변화 없음

교육 공공도서관 2011년 이후 유의미한 증가

문화 지역문화복지시설주 유의미한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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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서울시 자원봉사 등록률

이웃신뢰를 포함한 사회신뢰가 조사된 것은 2010년부터이다.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4년에 상승하였지만 조사 초기와 최근

2015년을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이웃신뢰 수준은 낮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3-2] 서울시 이웃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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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성 차원

지속가능성은 주로 자연환경과 관련해서 논의되는 주제이다. 전 세계

및 개별국가 수준 뿐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도 지속가능성은 중요한 의제

로 제시되었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인 행동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범지구적 차원의 시도로 열린 1992년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리우 정상회의에서는 1996년까지 지방정부는 주민, 단

체, 민간기업 등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의 합의

를 도출해내도록 규정한 바 있다. 여기에는 지방정부의 환경 관리 및 개

선,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적과 지방정부의 정책과 활동의 통합,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교육 등 이외에 지속가능성의 실행에 관한 측정과

보고가 주요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김귀곤·김훈희, 1997).

이처럼 지속가능성 개념은 환경 측면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지역사회의

질을 구성함에 있어서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하게 유지시키는 혹은 이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자연환경 외에 고

령화, 재정자립도, 청렴도를 지속가능성 영역을 측정하는 지표로 선정한

다. 고령화는 지역사회가 물리적으로 지속하는데 위협이 되는 심각한 사

회현상이다. 재정자립도는 지역사회를 물질적으로 지탱할 뿐 아니라 분

권화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청렴도는 정부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 역시 분권화가 진전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 민

선자치가 도입된 초기 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되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증가로 지방행정의 안전성이 저해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이런

사례가 줄어들지 않거나 늘어난다면 지방자치 수준을 낮추고 중앙의 통

제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방정부가 지

속가능하려면 부패 수준이 낮아야한다(김병섭·김지은, 2005). 이런 배경

에서 지방정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반부패 내지 청렴 수준이 높아

야 할 것이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재정자립도는 추세를 발견하기 어렵지만 지난 3년

평균은 그 이전 3년 평균에 비해서는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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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011년부터 유의미하게 그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3] 서울시 재정자립도

다음으로 서울시 고령인구 비율은 2005년 이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령비율은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08년부터 유의

미하게 증가하였다.

[그림 3-4] 서울시 고령인구 비율



- 78 -

청렴도의 경우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분산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07, 2008년도는 높고 2011년부터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5] 서울시 청렴도

마지막으로 자연환경을 측정하기 위하여 근린공원 면적을 살펴보면

2005년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연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3-6] 서울시 근린공원면적



- 79 -

(4) 정리

지역사회의 질을 2005-2015년간 대상으로 시기별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2] 지역사회의 질 시기별 분산분석 결과

2. 서울시민의 행복

행복은 측정방식이 다양한데 「서울서베이」에서 행복을 직접 묻는 조

사는 최근 3년 뿐이다. 하지만 상향확산이론에 근거할 때 하위 영역 행

복도를 근거로 종합적인 행복 수준을 예상할 수 있다.

서울시 행복 수준을 살펴보면 서울서베이 결과가 처음 공표된 2005년

에 비해 2015년은 상승하였으며 중간에 하락하던 시기도 있지만 전반적

으로 상승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다만, 통계적으로 보면 2011년부터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중간에 하락한 2009년은 2008년 미

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시

기이므로 그로 인한 영향일 수 있겠다.

구성영역하위영역 지표 분석내용

제도영역

재정 기초생활수급자 수 2015년에 증가

의료 병원 유의미한 변화 없음

교육 공공도서관 2011년 이후 유의미한 증가

문화 지역문화복지시설 유의미한 변화 없음

시민사회

영역

이타주의 자원봉사등록률 2008년부터 증가

응집성 이웃신뢰 2010년 대비 2015년 낮아짐

지속

가능성

자연환경 근린공원면적 유의미한 변화 없음

인구 고령화 2008년부터 악화

정부

신뢰
청렴도

2007,8년은 높음

2011년부터는 낮아짐

재정 재정자립도 2015년에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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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서울시민의 평균 행복 수준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하여 영역별 행복 수준36)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

다. 우선 건강상태 만족도 역시 2005년에 비해 2015년에 상승하였으며

2011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그림 3-8] 건강상태 만족도

36) 여기에서 영역별 만족도는 영역별 행복도로 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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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재정상태 만족도는 2008년에 높아졌다가 2009년에 낮아지고

2010년부터 유의미하게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2009년에 재정상태가 낮아

진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경제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림 3-9] 재정상태 만족도

다음으로 친구, 친지와 같은 사적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등락이 있었는데 2014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

기 시작했다.

[그림 3-10] 사적관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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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 만족도의 경우도 지속적인 방향성은 없었지만 최근까지 상승

하는 추세이며 2005년과 비교할 때, 2014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그림 3-11] 가정생활 만족도

마지막으로 사회생활 만족도도 중간에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2011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그림 3-12] 사회생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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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주민행복의 변화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3] 주민행복의 시기별 분산분석 결과

제2절 권역별 비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 이루어져있지만 1997년 설계된 「2011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25개 자치구는 5개 권역으로 묶여 생활권으로 구분

되었다. 이 계획은 권역별 미래상과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공간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5개 생활권을 대상으로 분산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역사연구를 수행한다. 비교역사분석방법37)은 다

양한 지역에 걸친 역사분석을 통해 그 일반화의 문제를 풀려는 시도이

다. 비교사연구의 밀(J.S.Mill)의 일치법과 차이법, 그리고 간접차이법은

비교사연구에 있어 하나의 방법론적 추론의 모형으로서 고전적 설계라

지칭되며, 대부분의 비교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비교연구는

단일사례연구의 과다추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된다. 즉, 사

37) 비교역사분석방법에 대한 설명은 김병섭(2010) 참고.

행복 지표 내용

평균 행복 수준 2011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A. 건강상태 2011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B. 재정상태
2008년에 높아졌다가 2009년에 낮아짐

2010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C. 사적(주위 친지, 친구)관계 2014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D. 가정생활 2014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E. 사회생활(직장, 학교, 종

교, 취미, 계모임...등)
2011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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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수를 늘려 제3의 설명가능성을 줄여가는 비교사례연구 방법이다.

비교사례연구의 방법은 마치 실험설계와 같이, 독립변수 이외의 변수

의 영향을 배제하는 그런 연구전략이다. 가설적 원인변수가 정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독립변수 중

심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 즉 최대유사사례연구와 최

대차이사례연구가 있는데 최대차이사례는 독립변수 이외의 모든 변수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는 차이가 없는 그런 사례를

의미한다. Mill의 일치법에 의해 인과성을 추론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결

과를 보이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례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나

요인을 그 동일함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추론방법이다. 종속변수의 차이

를 크게 하는 사례 선정 방법이 권장되는데 그것이 최대유사사례선정이

다. Mill의 차이법에 의해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방법으로, 가설적 원인

이 되는 변수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그 외의 제3의 설명가능성이 있는 독

립변수에 있어서는 유사한, 2개 이상의 사례를 선정하여 비교하는 것이

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서울시를 구성하는 다섯 개

권역별 지역사회의 질과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비교분석한다.

1. 권역별 지역사회의 질 비교

(1) 제도의 질

지역사회의 질을 제도 측면에서 권역별로 비교해보면 우선 기초생활수

급 가구는 도심권과 동북권이 서북권과 동남권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나,

기초생활수급 비율이 도심권과 동북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다. 병원의 경우 동남권이 나머지 권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편이다.

공공도서관은 동남권이 제일 많고, 서북권이 제일 낮게 나타난다. 마지막

으로 지역문화복지시설은 서남권과 동남권이 제일 높은 수준이며, 다음

으로 동북권, 도심권, 서북권 순으로 나타난다. 아래의 그림들은 제도의

질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별 권역 간 차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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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권역별 기초생활보장수급 비율 비교

[그림 3-14] 권역별 공공도서관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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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권역별 병원 수 비교

[그림 3-16] 권역별 문화복지시설 수 비교

(2) 시민사회의 질

이 연구에서 시민사회의 질은 자원봉사 활동과 이웃신뢰 수준으로 측

정된다. 다만, 이웃신뢰 측정은 상대적으로 최근(2010년 이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웃신뢰도의 권역별 비교는 6년에 한한다. 분석 결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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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권역별로 자원봉사등록률과 이웃신뢰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림 3-17] 권역별 자원봉사등록률 비교

[그림 3-18] 권역별 이웃신뢰도 비교

(3) 지속가능성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자연환경,

재정자립도, 청렴도, 고령화 수준을 비교한다. 우선 자연환경의 경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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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공원면적이 서북권과 동남권이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재정자

립도를 비교해보면 도심권과 동남권이 다른 권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동북권과 서북권이 낮은 편이다. 청렴도의 경우는 권역별 차이가 유의미

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고령화는 도심권이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편이고 동남권과 서남권이 낮은 편이다.

[그림 3-19] 권역별 재정자립도 비교

[그림 3-20] 권역별 고령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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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권역별 근린공원면적 비교

(4) 정리

지역사회의 질을 권역별로 비교한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4] 지역사회의 질 권역별 비교 결과

구성

영역
지표 분석내용

제도

영역

기초생활수급 가구서북권, 동남권<도심권, 동북권

병원 동남권이 나머지 권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음

공공도서관 동남권이 제일 많고, 서북권이 제일 낮은 편

지역문화복지시설 서남권, 동남권>동북권>도심권>서북권

시민사

회영역

자원봉사등록률 유의미한 차이 없음

이웃신뢰 유의미한 차이 없음

지속가

능성

근린공원 서북권과 동남권이 높음

고령화
도심권이 고령인구 비율 높음. 동남권은 낮음. 서

남권도 낮은 편임(동남권 제외 영역 비교 시)

청렴도 유의미한 차이 없음

재정자립도 도심권, 동남권이 높음. 동북권과 서북권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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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역별 주민행복 수준 비교

(1) 행복

지난 약 10년간(2005-2015)을 기준으로 할 때 행복 수준에 있어서 동

남권이 도심권이나 동북권보다 높게 나타나며 서남권이 동북권보다 높

다. 수치상으로는 동북권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동북권을 대상으로 ‘행복플랜’이 설계되기도 하였다.

(2) 영역별 행복 수준

건강상태 만족도 역시 동남권이 도심권이나 동북권보다 높게 나타나며

서남권이 동북권보다 높다. 재정상태 만족도를 살펴보면 동남권이 동북

권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친구, 친지와 같은 사적관

계에 대한 만족도는 동남권과 서남권이 높은 편으로 이 권역들은 도심권

이나 동북권보다 높게 나타난다. 가정생활 만족도 역시 사적관계 만족도

와 마찬가지로 서남권 및 동남권이 도심권이나 동북권보다 높게 나타난

다. 마지막으로 사회생활 만족도는 동남권이 도심권보다 높으며, 서남권

이나 동남권은 동북권보다 높다.

(3) 정리

권역별 행복의 분산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5] 권역별 행복 분산분석 결과(2005-2015)

행복 지표 내용

평균 행복 수준 동남권>도심권, 동북권

서남권>동북권

*동북권이 제일 낮음.A. 건강상태

B. 재정상태 동남권>동북권

C. 사적(주위 친지, 친구)관계
서남권, 동남권>도심권, 동북권

D. 가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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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역별 지역사회의 질과 주민행복의 시장 임기별 비교

지역사회의 질과 주민행복간의 관계를 해석하기 위해서 비교역사적 시

각에서 재임 시장별로 각각을 비교해보았다. 분산분석 결과를 정리해보

면 아래 표와 같다. 전반적으로 2005년 기준 시, 동남권의 지역사회의 질

이 다른 권역들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최근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

지만 서남권도 나머지 권역들과 비교 시 지역사회의 질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문화영역의 경우 11개 자치구가 문화재단을 보유

하고 있는데 서남권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3개 구에서 문화재단을

보유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문화공연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도를

볼 수 있다.

[표 3-6] 재임 시장 별 사회의 질 분산분석 결과

행복 지표 내용

E. 사회생활(직장, 학교, 종교, 취미, 

계모임...등)

동남권>도심권

서남권, 동남권>동북권

*동북권이 제일 낮음.

구성

영역
지표

이명박

(‘05-’06)

오세훈

(‘07-’11)

박원순

(‘12-’15)

제도

영역

기초생활수급

가구

동남권<도심, 동

북, 서남권

동남권<도심, 동

북, 서북, 서남권

동남, 서북권<도

심, 동북, 서남권

병원 동남권이 제일 높음동남권이 제일 높음동남권이 제일 높음

공공도서관

유의미한 차이 없음

동남권이 제일 높음
동남권>도심, 동

북, 서북권

지역문화

복지시설

서남권>도심, 동

북, 서북권

서남권>도심, 서

북권

시민사회

영역38)

자원봉사

등록률
유의미한 차이 없음

지속

가능성
생활권공원

도심권>동북, 서

남권

도심권이 제일 높음

서북권>동북, 서남

권

도심권이 제일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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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주민행복 수준을 평균 행복과 영역별 행복도로 살펴보면 아

래 표와 같다. 이명박 시장 재임 기간에는 평균 및 영역별 만족도가 권

역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재임 시

기에 보면 동남권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며

박원순 시장 임기에 들어와서는 동남권과 서남권이 도심, 동북권에 비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민의 행복 수

준에 있어서 권역 별 편차가 커졌다고 할 수 있으며, 상향확산이론에 근

거할 때 종합적인 행복의 편차도 확대되었다고 예상할 수 있겠다.

동남권의 주관적 행복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데에는 높은 재정자립도에

기반하여 지역 자체에서 사업을 수행할 여력이 높으며, 교육 영역에서도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에서 다른 지역보다 좋은 환경을 보유하고 있고,

그 동안 높은 지가상승률로 인한 부의 증대 등 다양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서남권에서 주관적 행복 수준이 향상된 배경 중 하나는 이

지역의 개발 계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신도림 준공업지역 개발을

위하여 2009년 대림산업컨소시엄이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 및

시공자로 확정되어 2013년에 착공되었고, 2011년에는 대형 복합문화공간

이 건설되기도 하였다.39) 같은 권역에 속한 강서구도 2008년 마곡도시개

발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2009년 하반기에 기반시설 및 단지조성을 위한

공사가 시작되었다.40) 개발로 인한 생활환경의 변화와 향후 발전에 대한

38) 이웃신뢰는 2010년부터 측정된 관계로 세 명의 시장 임기별 비교 불가하여 제외함.
39) http://guro.grandculture.net/Contents?local=guro&dataType=01&contents_id=G

C03000695
40)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5701

구성

영역
지표

이명박

(‘05-’06)

오세훈

(‘07-’11)

박원순

(‘12-’15)

고령화 도심권> 동북, 서북권>서남권 >동남권

청렴도 유의미한 차이 없음

재정자립도 도심, 동남권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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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등이 서남권 지역의 상대적으로 높은 행복 수준을 설명해줄 수 있

을 것이다.

[표 3-7] 재임 시장 별 주민행복 분산분석 결과

제3절 소결

이 장에서는 지역사회의 질과 행복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이에

기반하여 최근 10년 간 서울시 변화를 살펴보았다. 2006년에 임기가 시

작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도시경쟁력 제고

와 더불어 비전 내지 목표로 삼았고, 2011년 임기를 시작한 박원순 시장

역시 ‘행복’을 내걸은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이들은 강조하는 정

책의 우선순위는 다르지만 서울시의 물리적, 관계적 질을 향상시켜 행복

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공통점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지역사회의 질은 일부 지

표(고령화, 청렴도)를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다행스러운 것

은 주관적 행복 수준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 것이다. 이 연구에

서 채택한 변수는 지역사회의 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수준이자

각 영역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책이 주민행복에 기여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어떠한 요인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

행복 지표
이명박

(‘05-’06)

오세훈

(‘07-’11)

박원순

(‘12-’15)

평균 행복수준

권역별 차이

없음

동남권>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도심권, 동북권A. 건강상태 서남권>동북권

B. 재정상태
동남권>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동북권

C. 사적(주위 친지, 친구)관계

동남권, 서남권>

도심권, 동북권

D. 가정생활
유의미한 차이 

없음

E. 사회생활(직장, 학교, 종

교, 취미, 계모임...등)
동남권>동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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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후에서는 ‘행복’을 직접적으로 측정한 최

근 3년(2013∼2015)의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질의 어떠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권역별로, 대상집단별로 강조되어야 할 세부정책이 다른지를 분석해보고

자 한다.

제4장 서울시 자치구 지역사회의 질이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질이 소속 시민

들의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의

질 연구는 국가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우리나

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전반적인 주민복지 수

준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현실에서는 자율성 확대와 함께 지

역 간 편차가 목격되었다. 이에 단순히 지방정부의 산출이나 성과 이상

의 지역사회 전반의 질을 측정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질 연구

가 주로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진 또 다른 이유로는 결과변수로 복지국가

가 채택되었다는 데 있다. 복지국가의 특성을 좌우하는 요인들이 국가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변수인 행복은 개인, 집단,

지역, 국가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비록 개인

적 요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그

간 진행되어 온 분권화 추진 이면에는 궁극적으로 해당 주민의 복지 즉,

행복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가 전제되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향후

지자체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각 지역의



- 95 -

조건과 특성이 주민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연구가 선

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상징성을

가짐과 동시에 대한민국 인구의 1/5 수준인 1,000만에 달하는 인구가 거

주하고 있어 일반화의 가능성도 높다.

사회의 질을 지역사회에 적용하여 주민행복을 분석하는 본 연구의 분

석틀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앞 장에서 논의된 지역 사회의 질 수준이 높을수록 주민 행

복 수준도 높음을 가정한다. 이에 아래와 같이 가설이 도출된다.

(가설1) 지역사회의 질(제도영역, 시민사회영역, 지속가능성)이 높을수록

소속 주민의 평균 행복 수준은 높아진다.

(가설2) 지역적 요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권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지역사회의 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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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측정(조작적 정의)

(1) 주민행복

행복 개념이 다양한 만큼 연구마다 행복을 측정하는 방식 또한 다양하

다.41)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서울서베이 자료는 ‘귀하는 지금 얼마나 행

복하십니까?’라는 단일문항으로 0점∼100점 사이에서 행복을 측정한

다.42) 이러한 행복 측정 방식은 Brown et al.(2000)과 Kawamoto and

Doi(2002)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43) 국내에서는 2014년 한국보건사

회연구원이 조사한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에서 행복 측정을

위해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까’라는 단일문항에 대한 0∼10점까지

의 서열척도로 계측된 응답을 사용하였다. 이 변수 대신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변수를 사용해도 각 집단별 순위에 변동이 없었다(여

유진, 2015). Phillips(2006) 또한 삶의 질, 주관적 웰빙, 행복 등 유사개념

간에 혼용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증연구결과와 기존 논의를 바탕

으로 할 때 이 연구의 행복 측정 방식은 행복 내지 주관적 웰빙 연구에

서 측정하는 좋은 삶(good life)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측정함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동시에 현실에서 행복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행복

과 이를 가늠하는데 활용되는 다른 사회지표와 갖는 높은 관련성 때문이

기도 하다. 예컨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자살률은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간주되는데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치구의 자살률과 행복 간의 관계는 유의미

41) 행복을 측정하는 방식은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학교 행복경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세
계행복데이타베이스 웹사이트(http://worlddatabaseofhappiness.eur.nl/)에서 확인 
가능하다. 

42) 2015년은 행복에 대한 단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역별 행복의 평균값
으로 대체하였다. 

43) 전자의 연구는 악성 흑색종(malanoma) 환자를 대상으로 초기 단계에서 재발/생존의 
심리사회적 요인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요인 중 하나로 삶의 질 지표에서 감
정, 기분을 100점 만점의 행복으로 측정하였다. 후자의 연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배경요인이 조사 시점 3년 후 생존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에 관한 것으로 사회심리학적 변수 중 하나로 행복이 사용되었고 100점을 만점으
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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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삶의 만족도와는 통계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44)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과학에서 삶의 만족도

를 통해 행복 수준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행복을 직접적으로 묻는

경우가 정책목표로서 행복을 측정하는 더 타당한 방법일 수 있다.

(2) 지역사회의 질

유럽에서 발표된 사회의 질 지표는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

회의 질의 하위 영역 측정지표는 지표를 적용하는 사회의 맥락과 관심

있는 지향점, 적용 수준에 따라 달리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분석대

상을 국가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인 서울시 자치구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사회의 질을 지역 수준에서 새롭게 구성한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

팀의 ‘지역사회 사회의 질’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지표는 본 연구의 대상

이 되는 서울시 자치구의 사회의 질을 더욱 타당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

표로 구성하고자 한다.

한편, 사회의 질 지표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하다. 세부 영역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인식으로 측정되는

지표(예: 신뢰)가 있으며 결과변수가 주관적 인식인 행복인 만큼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과의 연관성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송건섭 외

(2008)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지

표와 주관적인 지표를 병행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

다. 왜냐하면 지역 단위로 측정한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삶의 질이 개선

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주관적인 삶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주민이

해당 지역에서의 삶에 만족한다고 하여 그 지역의 객관적인 효율성이 높

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객관적 지표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사회

의 질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영역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보

44) 자살률은 인구 십 만 명 당 숫자이며 2010~2015년까지 6년간 평균 수치를 이용하였
다. 한편, 행복과 삶의 만족도는 모두 2015년 자료이다. 자살률과 행복 간의 상관관계
는 –0.54(p<0.01)이며 삶의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0.2217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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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당성 있게 측정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객관적 지표와 더불어 주관

적 지표인 생활조건에 대한 만족도를 추가하여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역사회의 질의 조건 분면 중 제도영역은 재정

적 자원, 의료, 교육, 문화 영역으로 분류한다. 재정적 자원은 사회의 질

의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의 하위 영역 중 하나로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사람들이 일생에 걸쳐 보유하는 자원의 수준(the extent to which

people have resources over time)을 의미한다. Yuan and

Golpelwar(2012)는 상하이에서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네 가지 분면이 주

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경제적 안전성을 소득수준

(log)과 주거 소유 여부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재정적 자원을 측

정하는 지표로 저소득층 비율의 대리변수로서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을

선정하였다. Shields et al.(2009)의 연구에서도 사회경제적 빈곤이 없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삶의 만족도로 이어짐을 경험적으

로 확인하였다. 소득이나 고용상태와 관련한 박탈은 개인적 차원에 더하

여 이웃 차원에서도 중요함을 시사한다(Shields et al., 2009). 의료 영역

은 자치구 내 소개하는 병원의 수로 측정한다. Epley and Menon(2008)

은 커뮤니티 삶의 질(Community Quality of Life)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 병원 수를 선정한 바 있다. 정해식(2012)과 조권중 외(2009)의 연

구에서는 인구수 당 의사 수와 의료시설의 수로 이 영역을 측정하였다.

교육 영역은 유럽에서는 학업중단률, 가구교육지출비율로 교육의 안전성

을 측정하고 졸업 후 1년 내에 직업 찾는 학생의 비율로 교육의 질을 측

정하는데 본 연구는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보편적으로 접근 가

능한 공공도서관으로 대체 측정한다. 우리나라 도서관법에서는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

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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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

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서비스 확대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문화 영역

은 여가 내지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영역으로 지역문화복지시설의

수로 측정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문화복지(Cultural Welfare)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급증한 이래, 2000년대 들어 문화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도시 정체성(identity) 구축 내지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이 도

시를 경영하는 보편적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강호진, 2004; 김태형·김

미현, 2015). 이러한 목적 하에 최근에는 많은 지방정부들이 다양한 문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지역 발전 측면에서 시민의 문화향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김태형·김미현,

2015).

시민사회 영역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한다. 공동체 내 공통된

가치와 규범의 공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웃신뢰 점수를 활용하며,

사회적 활동의 참여 및 이타주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자원봉사참여율

을 사용한다. Sirgy and Cornwell(2002)이 이웃의 사회적 특성(social

features of neighborhood)과 지역에 대한 만족도(community

satisfaction), 그리고 최종적으로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이

웃의 특성으로 이웃과의 사회적 교류, 지역 내 사람들과의 연계, 집이 갖

는 사적인 공간으로서의 느낌 등을 포함하였다.45) Shields et al.(2009)도

호주를 대상으로 이웃 간 사회적 지지와 교류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자원

봉사에 대한 개념 규정을 살펴보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98)는 자원봉

45) 그 밖에 지역 범죄율, 인종 간 관계, 외부활동공간 등과 같은 사회적 특성이 지역 전
반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마당 유지, 이웃의 경관, 가로등, 소음수준, 편의시설 근접성, 자연환경과 같
은 물리적 특성(neighborhood physical features)은 가정만족도(home satisfaction)
를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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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공식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영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도

인간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

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발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정의한 바 있다. 그

외의 개념 정의를 살펴보았을 때(Knowles, McGregor, and Trecker 등)

자원봉사의 특성은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이타성, 공익성, 사회복지

성, 무보수성, 자아실현성, 지속성(개척성), 학습성, 헌신성, 협동성, 전문

성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권병옥, 2008; 임현선, 2003; 이강현, 2002; 이영

남, 2002; 조휘일, 2001; 이인수, 2001, 김태룡·.안희정, 2009 재인용).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 영역은 우선, 자치구가 자율성을 유지하고 지

역 주민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재정자립도를 하나의 지표로 삼는다. 또한, 고령화는 지방세입

기반의 약화와 복지지출 증대를 동반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청렴도는

지방정부의 질로 이해할 수 있다. 자연환경은 물리적 환경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된다.

본 연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를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4-1]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역 사회의 질 측정지표

구성영역 하위영역 지표

제도영역

재정적 자원 기초생활수급자 수

의료 병원(종합병원, 병원)

교육 공공도서관

문화 지역문화복지시설

시민사회영역
응집성 이웃신뢰

이타주의 자원봉사등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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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통제변수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지역사회의 질 외에도 대다수 행복연구에서 행

복에의 영향요인으로 사용되는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활용한다.

[표 4-2] 변수의 측정

구분 변수 및 측정 출처

종속

변수
행복

귀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가

장 행복한 상태를 100점으로, 가장 불

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요즘 귀하

의 행복 정도를 점수로 말씀해 주십시

오.46)

2013∼2015

서울서베이

독립

변수

지역사회

의 질

제도

영역

기초생활수급 비율

2013∼2015

서울서베이 

및 서울통계

병원

공공도서관

지역문화복지시설

시민

사회

자원봉사등록률

이웃신뢰

지속

가능성

근린공원면적

고령화

청렴도

재정자립도

통제

변수

(개인

적 

요인)

성별 남=0, 여=1

2013∼2015

서울서베이

연령 10대(1)∼60대이상(6)

주거 자가=1, 자가 외=0

가구원 수 1인(1)∼7인(7)

소득 100만원 미만(1)∼500만원 이상(6)

혼인상태 기혼, 미혼, 이혼/별거 및 사별

구성영역 하위영역 지표

지속

가능성

자연환경 생활권공원

인구 고령화

정부의 질 청렴도

지역재정 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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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수집

이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다. 기초지자체인 자치구 차원에서 주

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복이 측정된

46) 2015년은 행복을 단일지표로 측정하지 않고 영역별 행복지수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평
균한 값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10점 만점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분석을 위하여 10배 
곱한 값을 사용하였다.

구분 변수 및 측정 출처

종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기타(유교, 기

타) 및 무교(=기준)

학력
중졸(1), 고졸(2), 대졸(3), 대학원이

상(4)

주관적

계층인식

정치․경제․사회적인 위치(상상(1)∼하

하(6))

계층이동

가능성

우리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매우 낮다(1)∼매우 높다(5))

봉사활동 지난한해 봉사활동 참여(=1)

신뢰
가족신뢰/이웃신뢰/낯선사람신뢰/공공

기관신뢰

통제

변수

(지역 

및

기타)

생활환경

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

매우 불만족(1)∼

매우 만족(5)

경제환경만족도

사회환경만족도

교육환경만족도

생활

안전도

거주주역에서의 소음, 대기오염,  수

질오염, 범죄/폭력, 길거리 쓰레기 방

치, 주차질서 문제의 심각성(평균)

(매우 심각(1)∼전혀 심각하지 않음(4))

범죄

위험도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느낀 강도, 소매

치기, 성추행 등 다양한 범죄 피해에 

대한 위험성(전혀 위험하지 않음(1)∼

매우 위험(5))

대중교통

만족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만족도 (1∼5)

연도 2013(=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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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5 3년의 「서울서베이」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며 객관적 지

표는 서울시 통계 홈페이지(stat.seoul.go.kr)에 등록된 자료를 이용한다.

「서울서베이」는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하고 도시발전의 지향성을 담아

내는 도시사회정책지표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위하여 2003년에 시작되었

다. 조사는 2013년 10월∼11월, 2014년과 2015년에는 10월에 각각 이루어

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서울서베이는 가구조사로 서울시내 2만 가

구 및 15세 이상 가구원47) 4만 8천여명에 대한 방문면접조사로 이루어

진다. 표본추출은 층화2단 집락추출법(stratified two-stage cluster

sampling)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가구

주 ±0.69%p, 가구원 ±0.46%이다.

4. 분석방법: 다중회귀분석

이 연구에서는 각각 개인과 자치구 수준에서 측정된 변수를 사용한다.

즉, 자료 구조가 자치구-주민으로 다층적이기 때문에 다층분석방법을 활

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집단 내 상관(ICC: Intraclass correlation)이 매

우 낮은 경우 선형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며(이희연·노승철,

2013)48), 서울시 자치구가 25개이기 때문에 보편적 기준에 따르면 2단계

관측치 수로 충분하지 않고, 그에 비해 자치구 수준의 변수는 상당히 많

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일반적인 선형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제2절 분석 결과

1. 기초통계분석 결과

47) 매해 응답자는 4만8천여명(2013년), 4만7천여명(2014년), 46,837명(2015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20세 이상 표본만을 사용하였다.

48) 이희연·노승철(2013)은 ICC 값이 5% 미만으로 매우 낮게 산출되는 경우에는 단일수준
의 선형회귀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연구의 ICC는 
1.5% 수준이므로 ICC 값이 낮은 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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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 사용되는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3] 기초통계분석 결과

변수 관측치 수49)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행복 132,485 72.13275 10.8235 20 100

여성 132,485 0.519432 0.499624 0 1

연령대 132,485 3.963558 1.410708 1 6

기혼 132,485 0.706789 0.455236 0 1

미혼 132,485 0.216908 0.412141 0 1

개신표 132,485 0.269623 0.443766 0 1

카톨릭 132,485 0.105876 0.30768 0 1

불교 132,485 0.101619 0.302148 0 1

학력 132,485 3.718813 1.088454 1 6

소득 132,485 4.734513 1.30866 1 6

가구원 수 132,485 3.182662 1.020411 1 7

계층인식 132,485 3.666 0.919204 1 6

계층상승가능성 132,485 3.046224 0.891239 1 5

자가 132,485 0.567219 0.495463 0 1

스트레스 132,485 2.818176 1.071917 1 5

생활안전도 132,485 2.793991 0.756447 1 5

범죄피해위험도 132,485 3.282145 0.974531 1 5

가족신뢰 132,485 4.529584 0.651814 1 5

이웃신뢰 132,485 3.197607 0.851681 1 5

낯선사람신뢰 132,485 2.289406 0.866986 1 5

공공기관신뢰 132,485 3.056271 0.906099 1 5

봉사활동참여 132,485 0.148606 0.355701 0 1

주거환경만족도 132,485 3.521334 0.751723 1 5

경제환경만족도 132,485 3.189984 0.780933 1 5

사회환경만족도 132,485 3.357859 0.790063 1 5

교육환경만족도 132,485 3.231294 0.802297 1 5

지역문화복지시설 132,485 10.03354 2.626063 6 16

공공도서관 132,485 5.516617 2.4459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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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귀분석 결과

지역사회의 질이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개인적 요인만 투입 시 행복 변량의 13.47%이 설명되며 사회적 요

인을 투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2.8% 정도를 더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50) 그런데 지역사회의 질 변수 중 재정자립도와 공공도서관 수 사

이에 다중공선성이 탐지되어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두 변수를 동시에 투

입하지 않고 각각을 넣어 별도로 분석하였다.51) 분석 결과는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다.

49) 연구대상에 포함되는 시기(2013∼2015년)에 총 응답자 수는 139,717명이나 미성년자
(5,884명)와 종속변수인 행복에서 이상치를 보이는 관측치를 제외한 수이다.

50) Shields, Price, and Wooden(2009)는 호주에서 이웃효과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이웃 고정효과는 약 1.5~2.5%를 설명하고 14%는 개인적 요인들이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erlet and Devos(2007)의 연구에서 행복의 11.7% 가 인구사
회학적 변인으로 설명되며,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는 13.2%가 설명한다. 이웃사회 관
련 요인은 분산의 10.5%를 설명한다. 이 요인은 이웃사회에 대한 만족도, 참여, 참여
에 대한 태도, 이웃과의 교류 횟수, 이웃과 접촉한 경험을 포함한다. 

51) 재정자립도는 자치구 수준 변수들에 의해 80% 이상 설명이 된다. 특히, 상태지수
(condition index)와 분산비율(variance proportion)을 통해 보았을 때, 재정자립도
와 공공도서관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의심된다. 따라서 이 변수들을 함께 투입하여 
분석할 경우 변수의 실제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두 가지 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Model 1: 재정자립도 제외, Model 2: 재정자립도 포함).

변수 관측치 수49)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병원 132,485 12.62667 8.173413 1 39

기초생활보장수
급가구비율 132,485 3.303227 1.268792 1.150685 6.869517

대중교통만족도 132,485 6.874484 0.340163 5.575 7.525

이웃신뢰(평균) 132,485 3.197607 0.143948 2.703006 3.527671

봉사참여율 132,485 0.148606 0.065577 0.047555 0.350766

고령화 132,485 12.21825 1.71824 9.21 15.97

청렴도 132,485 7.812078 0.266302 7.04 8.41

근린공원면적 132,485 1548.323 812.6848 33.4 3044.6

재정자립도 132,485 38.26123 14.81414 17.5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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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회귀분석 결과(Model 1)

종속변수: 행복 비표준화계수 SE주 p-value 표준화계수

2014 -0.405 0.104 0.000 -0.017

2015 -4.914 0.114 0.000 -0.213

여성 -0.149 0.056 0.008 -0.007

연령대 -1.405 0.031 0.000 -0.183

기혼 2.721 0.125 0.000 0.114

미혼 1.619 0.155 0.000 0.062

개신표 0.118 0.064 0.066 0.005

카톨릭 0.342 0.089 0.000 0.010

불교 -0.025 0.098 0.796 -0.001

학력 0.561 0.029 0.000 0.056

소득 0.864 0.027 0.000 0.104

가구원 수 -0.301 0.032 0.000 -0.028

계층인식 -1.015 0.035 0.000 -0.086

계층상승가능성 1.830 0.033 0.000 0.151

자가 0.363 0.061 0.000 0.017

스트레스 -0.087 0.033 0.008 -0.009

생활안전도 -0.188 0.046 0.000 -0.013

범죄피해위험도 -0.126 0.036 0.001 -0.011

대중교통만족도 0.628 0.092 0.000 0.020

가족신뢰 0.738 0.048 0.000 0.044

이웃신뢰 0.049 0.038 0.197 0.004

낯선사람신뢰 -0.011 0.036 0.754 -0.001

공공기관신뢰 0.639 0.034 0.000 0.054

봉사활동참여 0.251 0.079 0.001 0.008

주거환경만족도 0.496 0.043 0.000 0.034

경제환경만족도 0.696 0.040 0.000 0.050

사회환경만족도 0.335 0.041 0.000 0.024

교육환경만족도 0.189 0.041 0.000 0.014

문화복지시설 0.180 0.015 0.000 0.044

공공도서관 0.007 0.002 0.005 0.009

병원 0.000 0.000 0.048 -0.007

기초생활보장수
급가구비율 -0.304 0.030 0.00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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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 논문의 모든 분석에서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사용.

[표 4-5] 회귀분석 결과(Model 2)

종속변수: 행복 비표준화계수 SE주 p-value 표준화계수

이웃신뢰도 1.095 0.234 0.000 0.015

봉사참여율 -2.049 0.663 0.002 -0.012

청렴도 0.524 0.118 0.000 0.013

근린공원면적 0.000 0.000 0.000 0.027

고령화 -0.018 0.026 0.487 -0.003

상수 47.133 1.309 0.000 .

R-sq=0.1637 (adj. R-sq=0.1635)

종속변수: 행복 비표준화계수 SE p-value 표준화계수

2014 -0.383 0.104 0.000 -0.016

2015 -4.880 0.114 0.000 -0.212

여성 -0.150 0.056 0.007 -0.007

연령대 -1.406 0.031 0.000 -0.183

기혼 2.724 0.125 0.000 0.115

미혼 1.620 0.155 0.000 0.062

개신표 0.118 0.064 0.066 0.005

카톨릭 0.338 0.089 0.000 0.010

불교 -0.030 0.098 0.757 -0.001

학력 0.561 0.029 0.000 0.056

소득 0.861 0.027 0.000 0.104

가구원 수 -0.299 0.032 0.000 -0.028

계층인식 -1.014 0.035 0.000 -0.086

계층상승가능성 1.828 0.033 0.000 0.151

자가 0.365 0.061 0.000 0.017

스트레스 -0.083 0.033 0.012 -0.008

생활안전도 -0.185 0.046 0.000 -0.013

범죄피해위험도 -0.126 0.036 0.001 -0.011

대중교통만족도 0.666 0.092 0.000 0.021

가족신뢰 0.738 0.048 0.000 0.044

이웃신뢰 0.048 0.038 0.199 0.004

낯선사람신뢰 -0.013 0.036 0.71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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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의 질

1) 제도의 질

첫째,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행복 수준은 낮

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개인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도 행복

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이 많은 자치

구일수록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문수진·이종열(2015)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수급자비율은 사회

복지예산 지출을 결정하는 유의미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

다. 다만, 서울시는 다른 광역시도의 기초자치단체들에 비하여 재정보조

율이 낮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52) 더욱이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비율

이 높은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향(상관관계 -.52, p<0.001)임을

52)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91203

종속변수: 행복 비표준화계수 SE p-value 표준화계수

공공기관신뢰 0.643 0.034 0.000 0.054

봉사활동참여 0.251 0.079 0.001 0.008

주거환경만족도 0.501 0.043 0.000 0.035

경제환경만족도 0.694 0.040 0.000 0.050

사회환경만족도 0.335 0.041 0.000 0.024

교육환경만족도 0.185 0.041 0.000 0.014

문화복지시설 0.180 0.015 0.000 0.044

병원 -0.001 0.000 0.000 -0.015

기초생활보장수
급가구비율 -0.243 0.033 0.000 -0.028

이웃신뢰도 1.343 0.240 0.000 0.018

봉사참여율 -2.294 0.664 0.001 -0.014

청렴도 0.473 0.119 0.000 0.012

근린공원면적 0.000 0.000 0.000 0.030

고령화 -0.041 0.025 0.109 -0.006

재정자립도 0.015 0.003 0.000 0.021

상수 46.149 1.303 0.000 .

R-sq=0.1638 (adj. R-sq=0.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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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때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치구의 경우

자체사업비를 구축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 결과 주민행복 수

준이 낮아질 수 있다.

둘째, 자치구 내에 소재하는 병원 수는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의료시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를 고려할 때 자치구 간에 소재

하는 병원 수 차이가 크긴 하지만 이미 의료시설의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확보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 병원 수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예상

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53) 서울시 종합병원 병상 수가 많은

지역은 도심권과 서북, 동북권인데 외적으로는 병상 수가 많아서 의료서

비스 공급의 질이 높은 것 같지만 이들 지역 주민이 종합병원 이용 횟수

가 많지 않을 경우 대형병원으로 인해 주변의 교통 불편을 겪게 되는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지역 주민에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

어, 강남의 한 대학병원의 경우 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을 둘러싸고

주변 아파트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54) 송건섭(2007)도 광역시(대구

시), 자치시(경산시), 청도군(자치군)에서 보건생활 여건이(의료시설,의약

관련,건강관리정도) 지역 주민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을 확인하였다. 다만, 선행연구를 보면 보건, 위생, 공공의료서비스는 삶

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이영균·김동

규, 2007; Dimian and Bardu, 2012) 병원 수와 같은 양적 변수 외에 보

건·위생·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다른 지표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최영출·이지혜, 2014)에서 행복

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있어서 영역별로 중요도와 만족도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영역은 ‘건강’이었고,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이 ‘종합

병원수준’임을 볼 때 다른 지역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53)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REAC#
5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2/20170222005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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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자치구별 인구 천 명당 종합병원 병상 수

셋째, 공공도서관과 지역문화복지시설은 주민행복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선행연구 중에서도 문화활동시설이나 여가시설이 행복에 미치

는 영향이 입증된 경우가 많다. 이현국·이민아(2014)의 연구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 중에서 문화활동시설(박물관, 미술관 등)은 행복에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활동시설 서비스가 국민들의

욕구수준의 상승으로 인해 중요하게 달성되어야 하는 서비스로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문화활동시설 서비스는 생활체육, 도서관,

박물관 등과 같이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역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규모도 선행연구에서 삶의 질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지역의 편의시설과 삶의 질

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두 변수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사실

이 나타났다(Deller et al., 2001). Gyourko and Joseph(1991)의 연구에서

도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삶의 질의 중요한 변수임을 발견하였다(허만형,

2014 재인용). 고명철(2013c)의 연구에서도 여가서비스 만족도 증가는 삶

의 질 인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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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는 문화활동은 Kuykendall et al.(2015)의 여가

참여와 주관적 웰빙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전자가 여가만족도를 매

개하여 후자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55)

2) 시민사회의 질

우선, 봉사활동의 경우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 수준에서는 행복감

을 높이지만 지역 수준에서 보았을 때 봉사활동 참여한 비율이 높은 자

치구일수록 행복 수준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의 특성

에는 자아실현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덕성주의 입장에서 볼 때 행복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봉사활동 참여율이 높은 지역

에서 나타나는 상반된 결과는 자원봉사에 참여한 주민의 거주 자치구와

실제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진 지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발생 가능하다

고 생각된다. 또한, 자원봉사참가율이 높은 지역은 자원봉사 필요성이 높

은 지역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 낮거나 빈곤층이 높은 지역에

서 자원봉사 필요성이 높을 수 있다. 자원봉사참가율과 기초보장수급률

간의 관계를 보면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부의 관계로 나타나며 재정자립

도와는 정의 관계로 나타난다. 권역별로 비교할 때 도심권 자원봉사등록

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동남권이 높게 나타나는데 두 권역 모두 나머

지 권역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다. 즉, 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에

서 오히려 자원봉사참가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56)

이에 반해 이웃신뢰는 개인 수준에서는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자치구 수준에서는 행복을 높이는 영향을 발휘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호주를 대상으로 이웃사회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Shields et al.(2009)의 연구에서도 이웃과의 관계가 삶

55) 한편, 허만형(2014)은 우리나라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는데 EQ-5D 지표로 측정한 삶의 질에 문화체육 변수인 인구십만
명당 문화시설수와 인구십만명당 체육시설의 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여기에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56) 등록률은 같은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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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n

et al.(2013)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과 행복 간의 관계를 분석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 모두에서 일반신뢰가 행

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 연구결과는

안녕감의 결정요인에 관한 문헌들과 같은 맥락인데, 소외감, 신뢰성 결

여, 사회연결망 부족 등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들의 부족은 안녕감과

부정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Dolan et al., 2008).

Bjørnskov(2003)과 Gundelach and Kreiner(2004)는 유럽, 미국, 아시아

등 국가수준의 연구에서 사회자본의 지표가 삶의 만족과 긍정적인 관계

를 맺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Helliwell and Putnam(2004)은 세계가치조

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 연결망, 시민참여, 그리고 신뢰가 행복과 삶

의 만족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Yip et

al.(2007)은 중국 상동지방의 시골 카운티를 대상으로 사회자본과 안녕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뢰는 개인과 마을(village) 수준에서 안녕감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마을 수준의 자발적 결사체 멤버십은

제외한 조직 멤버십을 안녕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지속가능성

첫째, 고령화는 주민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이 비관적이지만은 않지만(최선미 외,

2014) 최근 우리나라에서 목도되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은 부정

적 사회현상으로 인해 우려를 낳고 있다. 2014년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12.4%)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57) 또한, 노인자살율은 2015년 기준 10만 명 당 58.6명으로 전체 인구

자살율(26.5명)의 2배나 되며,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58)

특히, 대다수의 유럽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 마련이나

57)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PAG
58) http://news.donga.com/3/all/20170209/82795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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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등의 장려 등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받는다(김태한 고준기, 2013; 조현 강

인순, 2004, 최선미 외, 2014 재인용).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고령화가

가져오는 큰 도전 중 하나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실증 연

구에서도 고령인구의 증가는 지방세 수입의 감소와 지출 증가를 야기하

여 지방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석완, 2010). 곽채기·

김병수(2012)도 21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5개, 기초 216개)를 대상으로

고령화가 지방세입 및 세출지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령

화가 심화될수록 지방세입 중 보조금 및 지방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08년에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

도는 ‘비재정지원 명령(unfunded mandate)’의 형태로 중앙정부가 지방자

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전가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

이 가중되고 자체사업비를 구축하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곽채기,

2009).

특히, 서울시에서 고령화가 동반하는 문제는 저소득층 노인이 특정 지

역에 집중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희연 외(2015)의 연구에서 2000∼

2010년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를 추출한 결과 강북지역에 두드러지게

집중되어 나타났으며 강남지역에서는 금천구 일부를 제외하고는 저소득

층 노인 밀집지구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00년에 주로 구도심에

서 나타나던 밀집지구는 2005년에는 구도심으로의 밀집 경향이 약화되면

서 외곽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2010년에도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어 구도

심 밀집지구는 더 축소되는 반면에 은평구, 강북구, 중랑구 부근의 밀집

지구는 확대되어왔다.59)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13∼15년 서울서베이 조

사 결과를 기반으로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60대 이상의 행복 수준은 낮

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에 관련 서비스가 많지 않

다는 점이 지적되는 것으로 보아 고령화율이 높거나, 특히 저소득층 고

59) 2015년 기준 시,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비율이 높은 곳은 강서구(24.6%), 노원구
(24.3%), 동대문구(21.5%), 중랑구(20.9%), 은평구(20.3%) 순이며, 낮은 곳은 서초구
(8.2%), 송파구(12.7%), 강남구(13.5%), 서대문구(14.6%), 종로구(14.8%)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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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적절한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60)

[그림 4-3] 자치구별 고령인구(60대 이상) 행복 수준

둘째, 청렴도는 지역주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미국의 48개 주정부를 대상으로 한 Bjørnskov(2008)의 연구에서

도 부패는 평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Rothstein(2011)은 불편부당성과 인접개념으로서 부패 수준(absence of

corruption)을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데 청렴도가

높다는 것은 정부의 질을 높게 평가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정부의

질을 높게 평가하는 자치구일수록 주민행복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셋째, 재정자립도는 두 번째 모형에서 주민행복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61) 재정자립도는 분권화가 진행되

60)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90811053604492
61) 우리나라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허만형(2014)의 연구에서는 재정자립도는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재정자립도는 주관적 건강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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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세에서 자치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변수라 하겠다.

더욱이, 서울시와 자치구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총세출에 비해

사회복지지출이 3∼4배 가량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본청보다 자치구 증

가 추세가 더 심각한 수준이다. 높은 복지수요가 있으나 재정은 열악하

고 의무지출비율이 높은 지역이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를 비롯하여 무려

11개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비교적 사회복지 대상자 수가 많고 국고

보조사업 비중도 높지만, 재정능력은 열악한 특성을 보인다. 자치구 평균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51.5%인데, 노원구·강서구·은평구는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사회복지사업에 지출한다. 2015년에는 노원구(62.3%)와 중

구(33.3%)의 차이가 29%p로 지출수준의 격차가 2008년(26.3%p)에 비해

확대되었다. 특히,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는 사회복지지출 비율과 일반재

원 충당률 모두에서 상위 3순위에 포함되어 복지재정의 위험도가 비교적

큰 편으로 평가된다. 강남구, 서초구, 중구가 복지재정 자율성이 가장 괜

찮은 편으로 상대적으로 복지수요가 크지 않으면서 국고보조사업의 지출

부담이 적고 재정적 여력이 있어 자체 사회복지지출이 높은 수준이다(김

승연, 2017)62).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재정자립도는 지역의 지속가능

한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도 주민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연구에서 녹지공간, 공원은 삶의 질

에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요인 중 하

나로 자연환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권성실 외(2006)는 설문조사

인지율과는 부의 관계이며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과정 그 자체가 지역주민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된다
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한다. 

62) 이 연구에서는 복지재정을 기준으로 자치구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높
은수요, 재정열악, 의무지출형’으로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가 이에 속한다. 둘째는 ‘높은수요, 재정능력, 
자율지출형’으로 서초구, 강남구, 중구가 이 유형에 속하며, 셋째는 ‘높은수요, 재정억
제, 자율지출형’으로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송파구, 강동구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
막으로 네 번째 유형은 ‘낮은수요, 재정능력, 의무지출형’으로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서대문구가 이 유형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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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지속가능한 정주지 개발 계획요소를 선정하였는데 생태환경 영

역에서 녹지공간면적 확충, 녹지 공간 연계와 같은 요소들이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녹지공간면적 확충은 전문가와 거주자가 공통적으로 가

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였다. 허만형(2014)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영향요인을 연구하였는데

EQ-5D로 삶의 질로 측정한 경우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이 삶

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송건섭(2007)은 대

구시(광역시)와 경산시(자치시), 청도군(자치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연환경(녹지, 공원, 자연환경보호정도)이 대구시에서 삶의 질에 유의미

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Ambrey et al.(2013)는 호주를 대상으

로 공공녹지와 삶의 만족도 간의 정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특히, 인구밀

도가 높은 곳에서 공공녹지에 대한 만족도가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2) 통제변수

1) 인구통계학적 요인

이 연구는 대다수 행복연구에서 사용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을 통제

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행복 수준도 높아진다. 그

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 수준이 더 높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평균적

으로 행복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있어서는 기혼과

미혼이 기타 상태(사별, 이혼)의 경우보다 행복 수준이 각각 더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종교에서는 개신교나 카톨릭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

우보다 행복 수준이 더 높다. 연령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행복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많은 연구에서 연령과 심리적 웰빙 간에 U자

형태의 관계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하지만(Shields and Price, 2005) 서

울시는 연령과 행복이 역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가에 거주

하는 경우가 더 행복하다고 보고된다.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 수준은 낮다. 다만, Ng, Diener, Aurora, and Harter(2008)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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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스트레스는 개인 수준에서 긍정적 정서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국가 수준에서는 웰빙이나 경제적 지표와 정의 관계로

나타난 바 있다.

2) 지역적 요인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지역사회의 질 외에도 지역 차원에서 다른 요인

들이 통제변수로 사용되었다.

우선, 생활안전도 인식은 거주하는 지역의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

범죄, 거리 청결, 주차질서에 대한 심각성을 측정한 변수이다. 분석결과

를 살펴보면 생활안전도가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주민행복 수준은 낮아

진다. 지역사회의 질 개념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층간소음 문제,

미세먼지 문제, 그리고 수질오염63)의 문제는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쓰레기 수거 문제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중랑구의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말하는

CCTV 설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64) 서울시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가 지난 2014년 1만4,553건에서 지난해 3만8,926건으로 3배 가

까이 급증했다. 현실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어려운 것도 한

이유인데, 실제 약 1,000만 명이 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인력은 공무원과 기간제 단속반원을 포함해 801명에 불과하다.

즉, 한 명의 단속반원이 1만 명을 관찰해야 하는 현실로 실효성 있는 쓰

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65) 주차질

서도 심각한 지역문제 중 하나로 볼 수 있다.66) Shields et al.(2009)의

63) http://www.segye.com/newsView/20170312002312 (접속일. 2017. 6. 19.). 장마철 
하천 근처에서는 CSOs(고농도하수)로 인한 악취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양평1유수지 지하에 4만6000㎥ 규모의 CSOs 저류조 설치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저류조가 완성되면 양평동과 문래동, 영등포동, 
당산동 유역에서 비가 올 때 발생하는 CSOs를 줄여 안양천 유역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64) http://news.joins.com/article/21220066 (접속일. 2017. 6. 19.). 
65) http://www.sedaily.com/NewsView/1OH7K6PC6Y (접속일. 2017. 6. 19.)
66) http://news.donga.com/3/all/20170525/84571589/1 (접속일. 2017. 6. 19.).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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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지역사회 불안전(insecurity), 예를 들어, 길가에 십대들 돌아

다니는지, 사람들이 적대적인지 아니면 호의적인지, 소유지 파손, 절도

(insecurity in the neighbourhood)가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변수는 도시 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다. 도시 범죄 위험성

이 심각하다고 느낄수록 주민행복 수준은 낮아진다. 고명철(2013c)의 연

구에서도 공공안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삶의 질 인식 형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확보를 필요로 하는 개인선택

에 의해 소비되거나, 개인이 선택하지 않더라도 불안감, 위협감 등의 부

정적 경험을 최소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기에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성

을 지니는 것이다(Michalos and Zumbo, 2000).

지역적 수준의 또 다른 변수는 생활환경만족도이다. 다른 연구(윤지경,

2015)에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식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생활환경만

족도는 내용상으로 지역사회의 질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사

회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주거환경(상하수도, 주택, 전기, 통신, 교통, 녹지 등), 경제환

경(생활비, 소득, 근로시간 등), 사회환경(복지, 질병, 의료시설 등),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교육비, 교육여건 등)로 측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네

가지 영역의 생활환경만족도 모두 주민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김병섭·최성주·최은미(2015)는 공

공서비스와 행복 간의 관계를 상향확산이론에 기반하여 삶의 질을 매개

로 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생활환경 만족도(도로 상태, 자연환

경, 환경미화, 상하수도 서비스, 치안 및 사회질서유지 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컸고 교육문화여건(보육, 초중고 교육여건, 공공도서

관, 문화활동, 공원 등 여가시설 만족도)에 대한 만족도도 삶의 질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공공서비스 만족도는 삶

의 질을 고양시킴으로써 행복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irgy

적인 주차난에 시달리는 강남구는 서울시에 “주차장을 더 지을 수 있게 해 달라”며 조
례 개정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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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rnwell(2002)은 미국 버지니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이웃사회의

특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이웃만족도, 지역만족도, 주거

및 가정 만족도를 매개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67) 이 이웃의 사회

적 특성에 대한 만족도는 지역만족도(community 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이웃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만족도는 주택(housing) 만족도와 가정만족도(home satisfaction)에 연쇄

적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웃의

경제적 특성에 대한 만족도는 주택과 가정 만족도를 통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 Shields et al.(2009)의 연구에서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local disamenity), 예컨대, 교통소음, 비행기나 기차 공장에서

의 소음, 집이나 정원 상태가 안 좋은지, 쓰레기가 길가에 있는지, 여부

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환경과 관련해서는

이현국·이민아(2014)에서 실업문제해결 및 경제활성화가 개인 행복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은 주민행복에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된다. 이현

국·이민아(2014)의 연구에서 대중교통서비스는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

비스로 주민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Sirgy et al.(2008)의

연구에서도 대중교통 만족도는 지역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보고되었다.

3) 사회적 요인

사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선행연

67) 이 연구에서 이웃사회의 특성은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으로 구성되는데 구체적
으로 다음과 같다. 물리적 특성은 집과 정원 유지에 대한 만족도, 이웃 경관에 대한 
만족도, 길거리 가로등 만족도, 번잡도와 소음 수준에 대한 만족도, 필요시설 근접성에 
대한 만족도,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한다. 사회적 특성은 이웃과의 사회적 
교류 만족도, 외부놀이시설 만족도, 이웃사람만족도, 같은 공동체 소속 사람들과 결속
에 대한 만족도, 범죄 수준에 대한 만족도, 인종 간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집에서의 사
생활 보호에 대한 만족도를 아우른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특성은 주택 가치에 대한 만
족도, 생계비에 대한 만족도, 이웃의 사회경제지위에 대한 만족도, 이웃 발전에 대한 
만족도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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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보고되어 왔다. 우선, 계층이동가능성은 주민행복을 높이는 방향

으로 작용한다. 신뢰는 신뢰대상에 따라 결과가 다소 상이한데 가족신뢰

와 공공기관신뢰는 주민행복을 높이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만 이웃신

뢰와 낯선사람에 대한 신뢰(일반신뢰)는 주민행복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Yuan and Golpelwar(2012)는 중국 상하이를 대상으로 한 연

에서 정부신뢰가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관적 계층인식은 낮게 인식할수록 행복 수준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절대적 소득수준과 더불어 주관적 계층인식을 포함한 배경에는 웰

빙을 설명함에 있어서 사회적 비교가 갖는 중요성 지적하는 연구(Clark

et al., 2006; Luttmer, 2005)들이 있다. 벨기에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Verlet and Devos(2007)의 연구에서도 인지된 사회계층을 스스로

중상계층이나 상층으로 분류한 경우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밝혔다. 

4) 기타 요인

이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3개년 조사 결과이므로 연도 더미를 넣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14년과 2015년에 행복

수준이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68)

제3절 권역별 영향요인 비교

이 절에서는 지역사회의 질 이외의 지역 수준의 요인들이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서울시 생활권역별로 그 영향력의 차이

를 비교해본다. 다만, 방법론상의 어려움으로 자치구 단위의 변수는 제외

하고 주관적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68) 2013, 2014년에는 100점 만점으로 측정해오다가 2015년에는 10점 만점으로 측정하여 
측정방식의 차이를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각 연도의 행복 점수를 표준화한 수
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같은 결과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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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심권

도심권에서 지역적 요인이 소속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생활안전도와 도시의 범죄위험도를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행복

수준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신뢰는 낯선사람 신뢰와 더불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족신뢰도 약하지만(p<0.1) 행복을 높

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생활환경만족도에서는 교육환경 만족도가 행복

에 부정적인 영향(p<0.1)을 미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민행복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다.69)

[표 4-6] 도심권 지역주민의 행복 영향요인 분석 결과

69) 다만, 교육환경 만족도 대신에 공교육만족도와 사교육만족도를 각각 넣었을 때는 유의
미하게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행복 비표준화계수 SE p-value 표준화계수

2014 -1.721 0.306 0.000 -0.073

2015 -6.336 0.310 0.000 -0.270

여성 -0.167 0.197 0.397 -0.008

연령대 -1.477 0.104 0.000 -0.190

기혼 2.980 0.434 0.000 0.122

미혼 1.976 0.540 0.000 0.072

개신표 0.138 0.236 0.559 0.006

카톨릭 0.028 0.306 0.926 0.001

불교 -0.397 0.334 0.234 -0.012

학력 0.642 0.105 0.000 0.062

소득 0.453 0.095 0.000 0.052

가구원 수 -0.138 0.117 0.240 -0.012

계층인식 -0.692 0.116 0.000 -0.061

계층상승가능성 2.046 0.119 0.000 0.168

자가 1.236 0.214 0.000 0.056

스트레스 0.312 0.118 0.008 0.032

생활안전도 -0.378 0.160 0.018 -0.025

범죄피해위험도 -0.878 0.124 0.000 -0.076

가족신뢰 0.276 0.161 0.087 0.017

이웃신뢰 0.699 0.128 0.000 0.055

낯선사람신뢰 0.637 0.120 0.000 0.051
공공기관신뢰 0.057 0.118 0.62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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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북권

동북권의 경우는 생활안전도나 도시범죄위험도와 같이 안전에 관련된

요인이 주민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

측면에서는 가족신뢰와 공공신뢰가 높을수록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참여할 경우 오히려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p<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으로 자원봉

사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활환경 만족

도는 네 가지 영역 모두 행복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표 4-7] 동북권 지역주민의 행복 영향요인 분석 결과

종속변수: 행복 비표준화계수 SE p-value 표준화계수

봉사활동참여 -0.056 0.267 0.835 -0.002

주거환경만족도 0.439 0.151 0.004 0.031

경제환경만족도 0.780 0.145 0.000 0.052

사회환경만족도 0.607 0.151 0.000 0.042

교육환경만족도 -0.286 0.152 0.060 -0.020

상수 61.969 1.616 0.000 .

R-sq=0.1911

종속변수: 행복 비표준화계수 SE p-value 표준화계수

2014 0.099 0.149 0.507 0.004

2015 -4.529 0.158 0.000 -0.194

여성 -0.008 0.102 0.938 0.000

연령대 -1.299 0.057 0.000 -0.167

기혼 2.789 0.222 0.000 0.116

미혼 1.511 0.282 0.000 0.057

개신표 0.473 0.117 0.000 0.019

카톨릭 0.209 0.171 0.222 0.006

불교 -0.245 0.180 0.172 -0.007

학력 0.607 0.054 0.000 0.059

소득 0.812 0.048 0.000 0.099

가구원 수 -0.075 0.059 0.199 -0.007

계층인식 -0.906 0.066 0.000 -0.076

계층상승가능성 1.422 0.060 0.000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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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북권

서북권도 동북권과 마찬가지로 안전에 관련된 변수가 행복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뢰 영역에서는 가족, 이웃, 낯선 사람 신뢰가

높을수록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생활환경만족도는 모든 영역에서

주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서북권 지역주민의 행복 영향요인 분석 결과

종속변수: 행복 비표준화계수 SE p-value 표준화계수

자가 0.334 0.113 0.003 0.015

스트레스 0.301 0.059 0.000 0.030

생활안전도 0.091 0.083 0.275 0.006

범죄피해위험도 0.030 0.067 0.651 0.003

가족신뢰 0.196 0.087 0.025 0.012

이웃신뢰 0.024 0.067 0.721 0.002

낯선사람신뢰 -0.063 0.066 0.341 -0.005

공공기관신뢰 1.450 0.059 0.000 0.121

봉사활동참여 -0.274 0.147 0.062 -0.009

주거환경만족도 0.423 0.079 0.000 0.029

경제환경만족도 0.830 0.075 0.000 0.058

사회환경만족도 0.368 0.074 0.000 0.026

교육환경만족도 0.196 0.076 0.010 0.014

상수 56.102 0.833 0.000 .

R-sq=0.1423

종속변수: 행복 비표준화계수 SE p-value 표준화계수

2014 -0.599 0.240 0.013 -0.025

2015 -5.054 0.252 0.000 -0.212

여성 0.366 0.162 0.024 0.016

연령대 -1.475 0.091 0.000 -0.182

기혼 2.773 0.407 0.000 0.110

미혼 2.003 0.491 0.000 0.073

개신표 -0.302 0.190 0.112 -0.012

카톨릭 0.226 0.268 0.400 0.006

불교 0.386 0.280 0.168 0.010

학력 0.330 0.087 0.000 0.031

소득 1.146 0.079 0.000 0.130



- 124 -

4. 서남권

서남권은 도시범죄위험도를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행복 수준은 낮아진

다. 가족신뢰와 공공신뢰가 높을수록 행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웃신뢰는 주민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낯선 사람 신뢰도가 높을수

록 행복 수준은 오히려 낮아진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주민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행복하다. 모든 생활환경만족도에서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9] 서남권 지역주민의 행복 영향요인 분석 결과

종속변수: 행복 비표준화계수 SE p-value 표준화계수

가구원 수 -0.389 0.100 0.000 -0.033

계층인식 -1.321 0.113 0.000 -0.098

계층상승가능성 2.220 0.099 0.000 0.173

자가 -0.380 0.179 0.033 -0.017

스트레스 -0.792 0.095 0.000 -0.078

생활안전도 -0.157 0.137 0.252 -0.010

범죄피해위험도 -0.137 0.107 0.198 -0.012

가족신뢰 1.455 0.144 0.000 0.080

이웃신뢰 0.470 0.110 0.000 0.036

낯선사람신뢰 0.679 0.103 0.000 0.053

공공기관신뢰 -0.038 0.092 0.675 -0.003

봉사활동참여 -0.038 0.220 0.864 -0.001

주거환경만족도 0.880 0.124 0.000 0.059

경제환경만족도 0.986 0.119 0.000 0.068

사회환경만족도 0.475 0.125 0.000 0.032

교육환경만족도 0.614 0.123 0.000 0.042

상수 54.277 1.457 0.000 .

R-sq=0.2113

종속변수: 행복 비표준화계수 SE p-value 표준화계수

2014 -0.629 0.148 0.000 -0.028

2015 -3.026 0.153 0.000 -0.134

여성 -0.384 0.102 0.000 -0.018

연령대 -1.407 0.055 0.000 -0.190

기혼 2.537 0.218 0.000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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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남권

동남권은 생활안전도와 도시범죄위험도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

신뢰와 공공신뢰는 행복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반면 낯선 사

람 신뢰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웃신뢰는 오히려 약하게

(p<0.1)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주민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행복하다. 다른 권역들과 뚜렷한 차이

가 있는 부분은 생활환경만족도로 주거, 경제생활만족도는 행복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지만 사회생활만족도와 교육환경만족도는 행복에 유의미

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종속변수: 행복 비표준화계수 SE p-value 표준화계수

미혼 1.245 0.275 0.000 0.049

개신표 -0.087 0.116 0.454 -0.004

카톨릭 0.373 0.158 0.018 0.011

불교 -0.027 0.180 0.881 -0.001

학력 0.546 0.050 0.000 0.059

소득 0.762 0.048 0.000 0.098

가구원 수 -0.349 0.058 0.000 -0.034

계층인식 -1.067 0.063 0.000 -0.094

계층상승가능성 2.000 0.060 0.000 0.169

자가 0.315 0.112 0.005 0.015

스트레스 -0.330 0.059 0.000 -0.033

생활안전도 0.136 0.085 0.110 0.009

범죄피해위험도 -0.168 0.067 0.012 -0.015

가족신뢰 1.457 0.090 0.000 0.088

이웃신뢰 -0.056 0.071 0.433 -0.004

낯선사람신뢰 -0.233 0.066 0.000 -0.019

공공기관신뢰 0.330 0.066 0.000 0.028

봉사활동참여 0.654 0.143 0.000 0.021

주거환경만족도 0.425 0.079 0.000 0.030

경제환경만족도 0.562 0.072 0.000 0.042

사회환경만족도 0.290 0.073 0.000 0.022

교육환경만족도 0.481 0.074 0.000 0.036

상수 58.924 0.827 0.000 .

R-sq=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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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동남권 지역주민의 행복 영향요인 분석 결과

제3절 정책대상별 영향요인 비교

앞 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권역에 따라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

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지역과 더불어 행복정책은 현실에서도 정책대상

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정책대상별로 유의미한 영향요인

을 발견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 필요할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 이들의 행복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떠한 영역에 중

종속변수: 행복 비표준화계수 SE p-value 표준화계수

2014 1.421 0.170 0.000 0.063

2015 -6.946 0.174 0.000 -0.311

여성 -0.405 0.120 0.001 -0.019

연령대 -1.333 0.064 0.000 -0.178

기혼 2.920 0.284 0.000 0.127

미혼 2.396 0.342 0.000 0.096

개신표 0.205 0.137 0.133 0.009

카톨릭 0.578 0.181 0.001 0.018

불교 0.416 0.216 0.054 0.012

학력 0.759 0.063 0.000 0.078

소득 0.918 0.065 0.000 0.101

가구원 수 -0.555 0.068 0.000 -0.054

계층인식 -1.035 0.074 0.000 -0.092

계층상승가능성 1.548 0.070 0.000 0.134

자가 0.567 0.128 0.000 0.027

스트레스 -0.201 0.072 0.005 -0.020

생활안전도 -0.884 0.096 0.000 -0.068

범죄피해위험도 -0.446 0.077 0.000 -0.043

가족신뢰 0.397 0.102 0.000 0.025

이웃신뢰 -0.133 0.080 0.097 -0.011

낯선사람신뢰 -0.018 0.075 0.808 -0.002

공공기관신뢰 0.441 0.074 0.000 0.037

봉사활동참여 0.810 0.171 0.000 0.027

주거환경만족도 0.411 0.095 0.000 0.030

경제환경만족도 0.597 0.087 0.000 0.046

사회환경만족도 0.151 0.092 0.101 0.012

교육환경만족도 0.065 0.084 0.444 0.005

상수 68.226 1.025 0.000 .

R-sq=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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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두어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과 연령을 기준으

로 정책대상을 구분하여 행복의 요인을 분석해본다.

1. 소득 수준별 비교

우선 소득 수준에 따라 지역사회의 질 제고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별 집단을 구분함에 있어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

되 가구원수별 평균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해본다. 분석을 위해 지역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세

영역에서 각기 변수 하나씩을 선정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그 영향이 차별

적인지 분석해본다. 첫 번째로 제도 영역 중 공공도서관의 수가 소득 수

준에 따라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 살펴본다. 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가구소득이 평균보다 낮은 경우 공공도서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소득수준별 공공도서관이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 비교

종속변수: 행복 비표준화계수 SE p-value 표준화계수

2014 -0.428 0.104 0.000 -0.018

2015 -4.925 0.114 0.000 -0.214

여성 -0.146 0.056 0.009 -0.007

연령대 -1.408 0.031 0.000 -0.183

기혼 2.735 0.125 0.000 0.115

미혼 1.613 0.155 0.000 0.061

개신표 0.119 0.064 0.065 0.005

카톨릭 0.338 0.089 0.000 0.010

불교 -0.028 0.098 0.773 -0.001

학력 0.565 0.029 0.000 0.057

소득 0.813 0.040 0.000 0.098

가구원 수 -0.270 0.038 0.000 -0.025

계층인식 -1.017 0.035 0.000 -0.086

계층상승가능성 1.828 0.033 0.000 0.150

자가 0.369 0.061 0.000 0.017

스트레스 -0.088 0.033 0.007 -0.009

생활안전도 -0.186 0.046 0.00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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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소득 수준에 따라 이웃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

살펴본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가 이웃신뢰

가 높을 때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2] 소득수준별 이웃신뢰가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 비교

범죄피해위험도 -0.129 0.036 0.000 -0.012

가족신뢰 0.736 0.048 0.000 0.044

이웃신뢰 0.050 0.038 0.182 0.004

낯선사람신뢰 -0.008 0.036 0.825 -0.001

공공기관신뢰 0.637 0.034 0.000 0.053

봉사활동참여 0.256 0.079 0.001 0.008

주거환경만족도 0.495 0.043 0.000 0.034

경제환경만족도 0.693 0.040 0.000 0.050

사회환경만족도 0.336 0.041 0.000 0.025

교육환경만족도 0.190 0.041 0.000 0.014

문화복지시설 0.176 0.015 0.000 0.043

공공도서관 -0.119 0.041 0.003 -0.011

병원 0.000 0.000 0.126 -0.006

대중교통만족도 0.643 0.092 0.000 0.020

기초생활보장수
급가구비율 -0.314 0.030 0.000 -0.037

이웃신뢰도 1.103 0.234 0.000 0.015

봉사참여율 -2.123 0.663 0.001 -0.013

청렴도 0.506 0.118 0.000 0.012

근린공원면적 0.000 0.000 0.000 0.028

고령화 -0.023 0.026 0.375 -0.004

저소득가구 -0.131 0.087 0.131 -0.006
저소득가구
*공공도서관 0.502 0.055 0.000 0.030

상수 47.631 1.319 0 .

R-sq=0.1642

종속변수: 행복 비표준화계수 SE p-value 표준화계수

2014 -0.356 0.104 0.001 -0.015

2015 -4.824 0.115 0.000 -0.209

여성 -0.149 0.056 0.008 -0.007

연령대 -1.410 0.031 0.000 -0.184

기혼 2.740 0.125 0.000 0.115



- 129 -

세 번째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지 살펴본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우 자치구가 의무지출형 외 다른 복

미혼 1.624 0.155 0.000 0.062

개신표 0.120 0.064 0.062 0.005

카톨릭 0.327 0.089 0.000 0.009

불교 -0.033 0.098 0.741 -0.001

학력 0.561 0.029 0.000 0.056

소득 0.825 0.040 0.000 0.100

가구원 수 -0.274 0.038 0.000 -0.026

계층인식 -1.007 0.035 0.000 -0.086

계층상승가능성 1.828 0.033 0.000 0.151

자가 0.355 0.061 0.000 0.016

스트레스 -0.088 0.033 0.007 -0.009

생활안전도 -0.189 0.046 0.000 -0.013

범죄피해위험도 -0.125 0.036 0.001 -0.011

가족신뢰 0.731 0.048 0.000 0.044

이웃신뢰 0.048 0.038 0.198 0.004

낯선사람신뢰 -0.008 0.036 0.814 -0.001

공공기관신뢰 0.636 0.034 0.000 0.053

봉사활동참여 0.249 0.079 0.002 0.008

주거환경만족도 0.493 0.043 0.000 0.034

경제환경만족도 0.700 0.040 0.000 0.050

사회환경만족도 0.326 0.041 0.000 0.024

교육환경만족도 0.183 0.041 0.000 0.014

문화복지시설 0.176 0.015 0.000 0.043

공공도서관 0.005 0.002 0.029 0.007

병원 0.000 0.000 0.015 -0.009

대중교통만족도 0.632 0.092 0.000 0.020

기초생활보장수
급가구비율 -0.312 0.030 0.000 -0.037

이웃신뢰도 -0.153 0.044 0.001 -0.014

봉사참여율 -1.611 0.665 0.015 -0.010

청렴도 0.509 0.118 0.000 0.013

근린공원면적 0.000 0.000 0.000 0.028

고령화 -0.011 0.026 0.665 -0.002

저소득가구 -0.126 0.087 0.148 -0.006

저소득가구
*이웃신뢰도 0.564 0.054 0.000 0.038

상수 50.848 1.278 0.000 .

R-sq=0.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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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업에 재정을 투자할 여력이 높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크다.

[표 4-13] 소득수준별 재정자립도가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 비교

종속변수: 행복 비표준화계수 SE p-value 표준화계수

2014 -0.393 0.104 0.000 -0.017

2015 -4.907 0.115 0.000 -0.213

여성 -0.151 0.056 0.007 -0.007

연령대 -1.411 0.031 0.000 -0.184

기혼 2.737 0.125 0.000 0.115

미혼 1.611 0.155 0.000 0.061

개신표 0.118 0.064 0.067 0.005

카톨릭 0.338 0.089 0.000 0.010

불교 -0.028 0.098 0.772 -0.001

학력 0.562 0.029 0.000 0.056

소득 0.816 0.040 0.000 0.099

가구원 수 -0.271 0.038 0.000 -0.026

계층인식 -1.015 0.035 0.000 -0.086

계층상승가능성 1.827 0.033 0.000 0.150

자가 0.369 0.061 0.000 0.017

스트레스 -0.082 0.033 0.012 -0.008

생활안전도 -0.184 0.046 0.000 -0.013

범죄피해위험도 -0.126 0.036 0.001 -0.011

가족신뢰 0.740 0.048 0.000 0.045

이웃신뢰 0.049 0.038 0.191 0.004

낯선사람신뢰 -0.012 0.036 0.740 -0.001

공공기관신뢰 0.642 0.034 0.000 0.054

봉사활동참여 0.252 0.079 0.001 0.008

주거환경만족도 0.499 0.043 0.000 0.035

경제환경만족도 0.694 0.040 0.000 0.050

사회환경만족도 0.336 0.041 0.000 0.025

교육환경만족도 0.186 0.041 0.000 0.014

문화복지시설 0.179 0.015 0.000 0.043

병원 -0.001 0.000 0.001 -0.014

대중교통만족도 0.671 0.092 0.000 0.021
기초생활보장수

급가구비율 -0.244 0.033 0.000 -0.029

이웃신뢰도 0.199 0.035 0.000 0.018
봉사참여 -2.395 0.665 0.00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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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별 비교

사회적으로 노인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가는 동시에 고령화는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것은 행복정책

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질과 관련하여 노인 연령층에

대한 연구에서는 근린환경에 대한 연구가 많다. 근린환경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연구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근린환경의 영향

력은 노인 연령층에서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린

환경 요소들이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보행

환경, 대중교통환경, 공원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을수록 노인 건강 증진

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령 인구를 대

상으로 지역사회의 질의 어떤 측면이 이들 행복에 중요한 요인인지를 파

악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실제로 서울시 고령친화도 평가 연구에서 노인

친화도의 10개 평가지표 영역에 물리적 근린환경과 관련된 영역으로 기

초생활, 안전, 도시환경, 교통서비스 및 시설을 포함시키고 있다(이희연

외, 2015).

이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고령 집단에 있어서 자치구 내 병원 수가 행

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 살펴본다. 분석 결과를 보면 고령인구에 병

원 수는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렴도 0.475 0.119 0.000 0.012

근린공원면적 0.000 0.000 0.000 0.030

고령화 -0.040 0.025 0.110 -0.006

재정자립도 0.160 0.049 0.001 0.015

저소득가구 -0.133 0.087 0.126 -0.006

저소득가구
*재정자립도 0.152 0.056 0.006 0.009

상수 51.188 1.281 0.000 .

R-sq=0.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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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병원 수가 고령인구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행복 비표준화계수 SE p-value 표준화계수

2014 -0.408 0.104 0.000 -0.018

2015 -4.919 0.114 0.000 -0.213

여성 -0.148 0.056 0.008 -0.007

연령대 -1.403 0.031 0.000 -0.183

기혼 2.718 0.125 0.000 0.114

미혼 1.615 0.155 0.000 0.062

개신표 0.114 0.064 0.075 0.005

카톨릭 0.342 0.089 0.000 0.010

불교 -0.024 0.098 0.807 -0.001

학력 0.560 0.029 0.000 0.056

소득 0.860 0.027 0.000 0.104

가구원 수 -0.301 0.032 0.000 -0.028

계층인식 -1.014 0.035 0.000 -0.086

계층상승가능성 1.828 0.033 0.000 0.150

자가 0.366 0.061 0.000 0.017

스트레스 -0.086 0.033 0.009 -0.009

생활안전도 -0.190 0.046 0.000 -0.013

범죄피해위험도 -0.127 0.036 0.000 -0.011

가족신뢰 0.736 0.048 0.000 0.044

이웃신뢰 0.053 0.038 0.158 0.004

낯선사람신뢰 -0.011 0.036 0.750 -0.001

공공기관신뢰 0.637 0.034 0.000 0.053

봉사활동참여 0.250 0.079 0.001 0.008

주거환경만족도 0.499 0.043 0.000 0.035

경제환경만족도 0.697 0.040 0.000 0.050

사회환경만족도 0.336 0.041 0.000 0.025

교육환경만족도 0.194 0.041 0.000 0.014

문화복지시설 0.179 0.015 0.000 0.044

공공도서관 0.007 0.002 0.005 0.009

병원 -0.155 0.042 0.000 -0.014

대중교통만족도 0.625 0.092 0.000 0.020

기초생활보장수
급가구비율 -0.302 0.030 0.000 -0.035

이웃신뢰도 1.097 0.234 0.000 0.015

봉사참여율 -2.093 0.663 0.002 -0.013

청렴도 0.526 0.118 0.000 0.013

근린공원면적 0.000 0.000 0.000 0.027

고령화 -0.017 0.026 0.504 -0.003

고령인구*병원 0.501 0.076 0.00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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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고령 집단에 있어서 이웃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지 살펴본다. 분석 결과, 고령인구는 자치구 수준의 이웃신뢰도가 높은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행복 수준이 더 크게 상승한다.

[표 4-15] 이웃신뢰가 고령인구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상수 47.034 1.306 0.000 .

R-sq=0.164

종속변수: 행복 비표준화계수 SE p-value 표준화계수

2014 -0.401 0.104 0.000 -0.017

2015 -4.908 0.114 0.000 -0.213

여성 -0.149 0.056 0.008 -0.007

연령대 -1.406 0.031 0.000 -0.183

기혼 2.720 0.125 0.000 0.114

미혼 1.617 0.155 0.000 0.062

개신표 0.119 0.064 0.065 0.005

카톨릭 0.340 0.089 0.000 0.010

불교 -0.025 0.098 0.800 -0.001

학력 0.562 0.029 0.000 0.057

소득 0.865 0.027 0.000 0.105

가구원 수 -0.300 0.032 0.000 -0.028

계층인식 -1.016 0.035 0.000 -0.086

계층상승가능성 1.830 0.033 0.000 0.151

자가 0.361 0.061 0.000 0.017

스트레스 -0.087 0.033 0.008 -0.009

생활안전도 -0.186 0.046 0.000 -0.013

범죄피해위험도 -0.126 0.036 0.001 -0.011

가족신뢰 0.738 0.048 0.000 0.044

이웃신뢰 0.048 0.038 0.199 0.004

낯선사람신뢰 -0.010 0.036 0.770 -0.001

공공기관신뢰 0.639 0.034 0.000 0.053

봉사활동참여 0.251 0.079 0.001 0.008

주거환경만족도 0.496 0.043 0.000 0.034

경제환경만족도 0.696 0.040 0.000 0.050

사회환경만족도 0.335 0.041 0.000 0.024

교육환경만족도 0.190 0.041 0.000 0.014

문화복지시설 0.180 0.015 0.000 0.044

공공도서관 0.007 0.002 0.006 0.009
병원 0.000 0.000 0.04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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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고령 집단에 있어서 근린공원면적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 살펴본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린공원면적은 고령 인구에 있어

서 추가적인 영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근린공원면적이 고령인구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행복 비표준화계수 SE p-value 표준화계수

2014 -0.405 0.104 0.000 -0.017

2015 -4.914 0.114 0.000 -0.213

여성 -0.149 0.056 0.008 -0.007

연령대 -1.405 0.031 0.000 -0.183

기혼 2.721 0.125 0.000 0.114

미혼 1.619 0.155 0.000 0.062

개신표 0.118 0.064 0.066 0.005

카톨릭 0.342 0.089 0.000 0.010

불교 -0.025 0.098 0.796 -0.001

학력 0.561 0.029 0.000 0.056

소득 0.864 0.027 0.000 0.104

가구원 수 -0.301 0.032 0.000 -0.028

계층인식 -1.015 0.035 0.000 -0.086

계층상승가능성 1.830 0.033 0.000 0.151

자가 0.363 0.061 0.000 0.017

스트레스 -0.087 0.033 0.008 -0.009

생활안전도 -0.188 0.046 0.000 -0.013

범죄피해위험도 -0.126 0.036 0.001 -0.011

가족신뢰 0.738 0.048 0.000 0.044
이웃신뢰 0.049 0.038 0.197 0.004

대중교통만족도 0.629 0.092 0.000 0.020
기초생활보장수

급가구비율
-0.304 0.030 0.000 -0.036

이웃신뢰도 0.132 0.035 0.000 0.012

봉사참여율 -2.010 0.663 0.002 -0.012

청렴도 0.520 0.118 0.000 0.013

근린공원면적 0.000 0.000 0.000 0.027

고령화 -0.017 0.026 0.503 -0.003

고령인구
*이웃신뢰도 0.143 0.076 0.059 0.006

상수 50.630 1.272 0.000 .

R-sq=0.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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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정리

이 연구는 지역사회의 질을 제도영역과 시민사회영역의 질, 그리고 지

속가능성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과 이를 측정하

는 지표들을 선정하고 이러한 지역사회의 질 구성요인이 주민행복에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역사회의 질 구성요인 대부분이

주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치구 단위에서 봉사

활동참가율은 예상했던 바와 반대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되어 심도 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예상과 달리 나타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자원봉사에 대한 필요가 높은 자치구에서 봉사활동이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들 수 있다. 또한, 병원의 부정적 영향은 대형병

낯선사람신뢰 -0.011 0.036 0.754 -0.001

공공기관신뢰 0.639 0.034 0.000 0.054

봉사활동참여 0.251 0.079 0.001 0.008

주거환경만족도 0.496 0.043 0.000 0.034

경제환경만족도 0.696 0.040 0.000 0.050

사회환경만족도 0.335 0.041 0.000 0.024

교육환경만족도 0.189 0.041 0.000 0.014

문화복지시설 0.180 0.015 0.000 0.044

공공도서관 0.007 0.002 0.005 0.009

병원 0.000 0.000 0.048 -0.007

대중교통만족도 0.628 0.092 0.000 0.020
기초생활보장수

급가구비율 -0.304 0.030 0.000 -0.036

이웃신뢰도 1.095 0.234 0.000 0.015

봉사참여율 -2.049 0.663 0.002 -0.012

청렴도 0.524 0.118 0.000 0.013

근린공원면적 0.297 0.033 0.000 0.027

고령화 -0.018 0.026 0.487 -0.003

고령인구*공원 0.000 0.077 0.997 0.000

상수 47.699 1.317 0.000 .

R-sq=0.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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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위치함으로써 유발 가능한 부정적 외부효과 때문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행복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권역별,

정책대상별로 지역적 요인 및 지역사회의 질과 주민행복 간의 관계를 분

석해보았다. 분석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만 신뢰

의 대상, 안전에 관한 변수, 생활환경만족도 구성 요인에 따른 차별적 효

과 등이 발견되었다. 정책대상은 소득과 연령을 기준으로 평균 가구소득

을 하회하는 집단과 고령인구(60대 이상)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의

질과 주민행복의 관계를 분석해보았다. 평균 가구소득 이하의 집단에게

는 공공서비스, 이웃신뢰도, 재정자립도가 추가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역할과 시민사회에서의 사회적 지지

나 신뢰가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고령인구에

있어서는 병원의 수가 행복수준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고, 이웃신뢰도도 정(+)의 방향으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다만,

노인의 삶의 질에서 근린환경을 중시하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근린공원면

적은 고령인구에 유의미하게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근린공원면적 이외의 녹지나 근린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자연환경 지표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최근 들어 개인이 누리는 삶의 만족이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서 경제, 사회적 요인을 찾으려는데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업의 영향을 실업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서 차별적으로 분석한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 많은 연구들은 대체로 소득, 실업, 결혼과 같은

내부적(internal) 요인들의 효과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런 점에서 지역사

회의 질을 중심으로 이웃효과와 같은 외부적(external) 효과의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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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것은 의미가 있다(Shields et al., 2007).

더욱이 행복 자체는 그간 정책목표로서의 정당성 논의, 보편적 개념

정의 및 타당한 측정 등에 있어서는 활발한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

지만 상대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하여 정부가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연구는 행복에 미치는 요인들을 주관적으로 측정된 변

수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전달하는 서비스의 산출이나 시민의 참여와 같

이 객관적으로 측정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 치중

한 여타 삶의 질 연구나 주관적 인식에만 의존하여 분석한 연구들과 차

별점을 지닌다.

사회의 질 접근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의 현실적,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회현상을 지표로 선정, 분류하여 지수화한 것은 지역의 발전정도를 단

지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측면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경험적으로 지역사회의 질을 나

타낼 수 있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특히, 일부 사회의 질

지표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행복에 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유럽에서 제시한 새로운 사회정책의 지향 내지 발전의 이상향의 타당성

을 검증했다는데 의의가 있겠다. 더불어 국가가 아닌 지역 수준에서 사

회의 질 틀을 새로이 구성하여 적용했다는 점에서 사회의 질 이론의 공

간적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유럽에서 구성된 사회의 질 지표는 그 수가 너무 많고 분면 간

완전히 배타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경험적 분석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특히, 사회의 질을 측정하는 많은 지표들은 정부정책이나 공공서비

스와 관련이 있는데 이들은 해당 집단의 물질적 조건과 상관관계가 높을

가능성이 있어 개별 지표의 활용 의의를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지역

수준에 적용하기 어려운 지표가 다수라는 점에서 국가보다 낮은 단위의

집단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사회의 질은 물질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관계 내지 공동체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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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강조하는데 서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나 재정이 필요한 공공시설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자원봉사참가율은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웃신뢰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동남권)에서 행

복과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성이 강조

되는 유럽 사회와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물질적 요인의 영향력이

크며, 사회의 질이 모든 사회에서 발전 지향으로 적용되기에 한계가 있

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정책적 함의

이 연구는 자치구가 각 지역 주민의 행복 수준 제고를 위해 자원과 노

력을 더 투자해야 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70) 행복연구가 갖는 이

러한 정책적 기여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언급한 바 있다. Sirgy et

al.(2000)은 이 연구에서 제안되는 지역 삶의 질 평가(community QOL

assessment)가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해당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

하고 가능한 조치를 위한 전략적 간극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고 주장한

다. 유사한 맥락에서 Kotler et al.(1993)은 지역 간에 이루어지는 경쟁을

염두에 두면서 각 지역은 지역 간 경쟁에서 성공하려면 해당 지역이 보

유한 자원에 대한 정확한 내부적 판단이 수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자원의

질이 시장의 가치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경쟁하는 지

역들 사이에서 중요한 경쟁 요인으로 부상한 자원 중 하나는 지역의 삶

의 질에 대한 전반적 평가라고 제시한다. Shields et al.(2009)에서도 주

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이웃사회의 특성의 발견을 통해 지역 지도

자들과 관료들은 해당 지역의 이웃사회의 질이 높고 낮은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처방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이웃사회에

70) 사회의 질 접근이 가치부하적 개념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접근에 기반한 지표를 
통해 우리사회의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이태진·박은영,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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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71)

특히, 본 연구에서는 권역별로 지역적 요인이 행복에 미치는 관계에

있어서 일부 요인들이 지역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

는 향후 지역사회의 질을 제고하여 주민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

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할 필요성을 제시한다.72) 특히, 2030 서울플랜

으로 지금까지는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생활권역

이 앞으로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도

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2013년 7월 발표된 지역발전정책

(‘HOPE’ 프로젝트)의 중심에 지역행복생활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서 알 수 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다수의 지자체를 연계하여 주거, 문화,

교육, 보건·의료, 복지, 환경 등 양질의 생활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어디

서나, 국민 모두의 행복을 향상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대표적으로 문화

서비스는 행정구역 단위의 분절적 공급에 따른 예산 낭비와 지자체 간

협력 부재, 주민 실수요 대응능력 부족, 문화시설의 운영·경영상 애로,

콘텐츠 부족 등의 한계를 보여왔기 때문에(이순자, 2015) 이러한 시도는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연

구 결과는 최근 서울시가 공동체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에 있어서도 권역별 특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제시한다. 동남권의

경우는 영향력이 크지는 않지만 이웃신뢰수준이 주민 행복 수준을 낮추

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이면의 메커니즘이 파악되지는 않았지

만 상대적으로 이웃신뢰가 높은 주민들이 지역사회 사업에 참여하는

데73) 오히려 행복이 낮아진다면 주민들은 더 이상 지역사회에 참여하려

71) 구체적으로 이웃간 사회적 교류를 증진하고, 공동체 내 다른 사람들과 거주자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범죄 방지 위한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동체 내에 인종 간 관
계와 조화를 증진하고, 가정에서의 사생활이 보호받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72) 서승환(2005)의 연구에서 자치구별 생활환경의 질의 차이는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순위에 해당하는 자치구가 1위인 자치구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시세, 구세 및 공
유재산 등과 같은 지표들이 현재보다 2~3배 정도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3) 하정봉·길종백(2013)의 연구에서 이웃 및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지역공동체 활
동에 대한 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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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은 성공하기 어

려울 것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사업의 형태나 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대상에 따라서도 주민행복 정책은 우선순위를 달리할 수 있

다.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공시설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계층에게 더 큰 행복을 준다는 결과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자치구가 개인

의 소득 수준을 직접적으로 높여주지는 못하더라도 공공시설의 양과 질

을 제고함으로써 소득이 낮은 주민들의 여가나 자기계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행복을 높일 수 있다. 저소득

층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이희연 외, 2015)에서도 이들이 거주하는

밀집지구의 특성을 파악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74)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지역사회가 소속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

하여 유럽에서 고안된 사회의 질 개념을 차용하였다. 유럽에서 마련된

사회의 질 개념은 유럽 국가의 사회정책 방향성 논의 과정에서 제안되었

기 때문에 지역사회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더욱이 사회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도출된 지표들은 유럽 배경에서 제시된 것이기 때

문에 우리 현실에 정확히 부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지역사회

의 질을 더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Shields et al.(2009)의 연구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에 영

향을 주는 이웃사회의 세 가지 차원을 구성하면서 지역 리더와 공공관리

74) 이 연구에서 저소득층 노인들의 건강 상태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시하는 구
체적인 정책 내용은 저소득 노인 밀집지구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하드웨어적 접근과 더불어 소프트웨어적 접근도 확대되어야 
하는데, 예컨대 저소득층 노인들이 실제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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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이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이웃사회의 질(neighborhood quality

of life)을 측정해야 하며 이 측정은 앞으로 개발되고 정치해져야 할 것

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의 질 지표를 망라하진 못했

지만 관련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된 지표를 선정하여 일종의 대

표 지표로 측정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지역의 질을 타당하게 측정하

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지표도 있다. 예컨대, 건강은 행복에 있어서 중

요한 선행요인으로 확인되는데 건강과 관련된 사회의 질 지표로 사용되

는 병상 수, 병원 수는 행복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관계성이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되려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

스에 대한 지표 개발과 사용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선행연구 결과와 상이한 연구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자원봉사율이 높은 지역이 행복 수준은

더 낮게 나타났는데 사회적 활동의 유익은 사회적 자본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었다는(Fukuyama 2000; Putnam, 2000 등) 점에서 다소 의아한

결과이다. 유럽에서도 시민들의 활발한 자발적 단체(voluntary

associations) 활동과 높은 행복 수준이 개인과 사회 두 차원 모두에서

긍정적 관계가 나타남을 입증된 바 있다(Wallace and Pichler, 2009). 따

라서 선행연구 내지 이론적으로 논의되는 사회참여와 우리 사회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의 영향이 다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결과의 일반화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유형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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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사회의 질 지표

<표1>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의 하위영역, 세부영역과 지표

(출처: Keizer et al., 2003)

하위영역 세부영역 개념적 지표

재정적 
자원

소득충분성 1.건강·주거·음식·피복에 대한 지출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소득보장성

2. 생애주기적 사건들이 가구수준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빈곤선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자격조건부 급여를 받는 사람의 비율

주거와 
환경

주거안전성 4. 안정적 주거권을 확보한 사람의 비율
5. 감춰진 가구의 비율

주거의 조건
6. 가구구성원당 사용 면적
7.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구비되지 않은 주거조건 
하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비율

사회적, 
자연적 조건

8. 인구 1만명당 범죄 피해자수
9. 평균이상 오염상태에 노출된 가구의 비율

건강과 
돌봄

건강급여의 
안정성 10. 건강보험(강제적, 자발적)의 포괄성

건강서비스의 
적절성

11. 인구 1만명당 의사수
12. 병원까지의 평균 이동시간
13. 응급차량의 평균 도착시간

돌봄서비스의 
적절성 14. 돌봄활동에 이용되는 평균 시간

일

고용안정성
15. 노동계약 기간과 조건을 변경하기 전 사전 고
지기간의 길이
16. 노동계약 종료 전 고지기간의 길이

근로조건

17. 비정규 고용계약에 기반하여 근로하고 있는 사
람의 비율
19. 육아·휴직·병가 등을 이유로 휴직하거나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대상자 중 실제로 실행한 비
율
20. 피고용자 10만명당 산재발생율
21. 정규근로자의 주간노동시간

교육

교육의 
안전성

22. 의무교육을 완료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의 비율
23. 국가평균순임금 대비 교육비 수준

교육의 질 24. 졸업 및 수료 후 1년 내에 직업을 찾은 학생
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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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사회적 응집성 분면의 하위영역, 세부영역과 지표

(출처: Berman et al., 2004)

<표3> 사회적 포용성 분면의 하위영역, 세부영역과 지표

하위영역 세부영역 개념적 지표

신뢰

일반신뢰 25.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의 정도

특별신뢰

26.‘정부·의회·정당·군대·사법체계·언론·노동조합·경
찰·종교제도·공공서비스·경제거래’에 대한 신뢰
27. 유럽사법재판소로 넘어가는 사건의 수
28. 가족·친구·여가·정치의 중요성/부모에 대한 존
경/아동에 대한 부모늬 의무의 중요성

기타 통
합적 규
범과 가
치

이타주의 29. 주당 자원봉사 시간
30. 헌혈

관용 31.이민·다원주의·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점
32. 타인의 정체성·신념·행동·선호에 대한 관용

사회계약

33. 빈곤에 대한 귀인 인식: 개인적 요인과  구조
적 요인
34. 빈자의 생활조건 개선을 위한 세금 증액에 대
한 동의 여부
35. 노인의 생활조건 개선을 위한 세금 증액의 동
의 여부
36. 소속된 커뮤니티 내에서 공동체적 활동을 수행
할 의지의 정도
37. 남녀 간의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

사 회 적 
관계에의 
참여

사회적 
관계망

38. 정치활동·자원봉사·자선단체·스포츠단체에 대한 
참여 정도
39. 가족·이웃·친구로부터의 지원
40. 친구·동료와의 접촉 빈도

정체성

국적에 대한 
정체성

41. 국가자긍심의 정도
42. 국기 등의 국가상징에 대한 자긍심

지역의 정체
성 43. 지방/공동체/지역 정체성

대인관계 정
체성 44. 가족·친족 네트워크에 대한 소속감

하위영역 세부영역 개념적 지표

시민권 정치권

45. 시민권을 가지고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

46. 지역선거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과 이를 실행한 사람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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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alker et al., 2003)

<표4> 사회적 역능성 분면의 하위영역, 세부영역과 지표

사회권 47. 공적연금의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
48.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

공민권 49. 무료변론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
50. 차별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사회적 
정치적 관계

51. 의회에 임명된 인종적 소수자의 비율
52. 의회, 사적 기업이나 재단의 이사회에서여성의 
비율

노동시장
에의 포
용

유급 일자리
에의 접근 가
능성

53. 12개월 이상의 장기실업률
54. 비자발적 비정규직 고용 또는 일시적 실업의 
비율

서비스

건강서비스 55. 공공 1차 의료보호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사람과 이용률

주거 56. 홈리스의 비율
57. 공공주택 이용에 필요한 평균 대기기간

교육 58. 학교교육 참가율과 고등교육 참가율

돌봄서비스

59. 돌봄서비스의 이용 필요를 가진 사람 중
돌봄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비율
60. 돌봄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평균대기기간
(아동돌봄 포함)

금융서비스
61. 소득집단 별로 구분한 신용거부자의 비율
62. 금융보조나 상담과 같은 지원에 접근 가능한 
정도

교통 63. 공공교통체계에 접근가능한 사람의 비율 
64. 공공교통체계의 밀집도와 도로의 밀집도

공공/문화
서비스

65. 1만명당 공공 체육시설의 수
66. 1만명당 공공/문화시설의 수

사 회 적 
관계에의 
포용

이웃참여 67. 이웃을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의 비율
친교 68. 친구를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의 비율

가족생활

69. 고독감/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70. 친척을 만나는 주기
71. 가족으로부터 비공식적 지원을 받는 사람
의 비율

하위영역 세부영역 개념적 지표

지식기반
지식의 응용 72. 지식에 기반을 둔 사회이동의 정도
정보의 이용
가능성

73. 문해율
74. 미디어의 자유로운 이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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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errmann, 2003)

75. 인터넷에의 접속

정보 이용의 
사용자친화성

76.사회서비스에서 정보가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정도
77. 무료변론, 상담, 안내센터의 이용가능성

노동시장

고 용 계 약 의 
통제

78. 노조조직률
79.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직업 이동의 
가능성

80. 피용자 중에서 근로기반직업훈련을 받는 사람
의 비율
81. 노동인구 중에서 공공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의 
비율
82. 노동인구 중에서 재취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일과 가족 생
활 양립가능
성

83. 일가족양립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조직의비율
84. 피용인구 중에서 일가족 양립수단을 실질적으
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제 도 의 
개방도와 
지원정도

정 치 제 도 의 
개방성과 지
원체계

85.협의(consultation)과정과 직접민주주의(예
를 들어, 국민투표)의 존재여부

경 제 제 도 의 
개방성 86. 주요경제정책결정과정에서 대중참여의 사례수

조직의 개방
성 87. 직장협의회가 있는 조직 또는 기관의 비율

공적공간

집 합 행 동 에 
대한 지원 체
계

88. 자발적인 비영리 시민발의를 위해 배정된 전국 
및 지방수준의 공공예산 비율
89. 지난 12개월간 일어난 전체 시위/행진 가
운데 금지된 것의 비율

문화적 고양

90. 모든 문화활동을 위해 배정된 지방 및 전국 수
준의 예산 비율
91. 자발적으로 조직된 문화단체와 활동 숫자
92. 다양한 형태의 사적인 문화고양 활동을 정기적
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의 비율

대인관계

신채적 사회
적 자립을 지
원하는 서비
스의 제공

93. 전국 및 지방 수준에서 장애인들에게 배정된 
예산의 비율

개인 지원 서
비스 94. 취학 전/후 아동보호/보육 수준

사회적 상호
작용에 관한 
지원

95. 주거 및 환경설계의 포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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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사회의 질 하위 영역 및 사회통합지표(이태진·박은영, 2009)

영역 관심영역 사회통합지표

사회
경제적
안전성

소득보장

- 빈곤율 및 빈곤갭 비율
- 지니계수
- 국민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의료보장

- 건강보험·의료급여 수혜율
- 의료비 본인 부담률
- 인구 천명당 의사 수
- 영아사망률

주거안정

- 인구 천명당 주택 수
- 임차(전·월세) 가구비율
-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 GDP 대비 주거급여 예산 비율
- 주택투자율
- 1방당 거주인 수
- 시설보급률

고용안정

- 고용률
- 실업률
- 연평균 근로시간
- 임금수준 및 격차
- 고용보험가입률
- 산재보험가입률
- 실업급여수혜율
-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

교육보육
기회안정

- 취학률
- 학업중단율
- 보육률
- 국공립보육시설 비율
- 학생1인당 공교육비
- 교육급여 예산
- 보육료예산

사회적 
응집성

다문화수용 - 국제결혼비율
-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실적

사회참여
- 복지인식
- 국세체납률
- 투표율

협력
- 사회단체 참여현황
- 자원봉사활동현황
- 자원봉사센터 운영규모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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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관심영역 사회통합지표

결속력

- 이혼율
- 한부모 가족비율
-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수
- 가정폭력 피해자·가해자 지원실적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수 및 예산
- 한부모 가족지원 예산

신뢰성 - 부패인식정도(CPI)

사회적 
포용성

소득분배 - 노인, 아동 빈곤율
- 노후소득보장률

사회서비스
수준

- 상급학교 진학률
- 특수교육 규모
- 노숙인 규모
-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율
- 비정규직 비율
-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 보육아동 대상자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 예산
- 특수교육 예산
- 노숙인 지원 사업 예산
- 노인 및 장애인 주택개량사업 예산
- 비정규직의 정규직 이동률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사회적 
역능성

인적자원개발

- 학업성취도(국내, PISA)
- 평생교육기관
-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현황
- GDP 대비 공부담 공교육비 비율
- 교원 1인당 학생 수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예산

노동역능성

-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
- 근로자 직무관련 훈련 참여율
- 가족친화지수(FFI)
- GDP대비 노동시장 공공지출
- 보육사업 예산

사회심리적 
역능성

- 정신질환 평생유병률
- 자살률
- 정신보건사업 예산

정보역능성

- 국가정보화 지수
- 컴퓨터 보유 가구 비율
- 인터넷 가입 가구 비율
- 이동전화 가입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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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관심영역 사회통합지표
- 인터넷 이용률, 이용목적
- 정보격차 지수
- 주요국가의 정보격차
- 정보역능성 관련예산

문화역능성

- 도서관 1관당 인구수
- 박물관1관당 인구수
- 1인당 생활체육시설면적
- 예술행사관람률
- 문화시설이용률
- 국민문화비지출비중
- 공공문화비지출비중
- 지역별·소득별 월평균 문화비지출 격차
- 문화적역능성 관련 예산
- 생활체육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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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사회의 질 아시아 컨소시움 설문 문항 구성

사회의 질 
분면 측정문항 응답

사회경제
적 안전성

2. 지난 한해 가족지출상태 1. 대출, 2. 저축 사용, 3. just 
got by, 4. 저축, 5. 무응답

2. 가족소득 수준 1=가장 낮은 소득 집단
10=가장 높은 수득 집단

3. 다음 6개월 간 실직 위험 1. 매우 높은-5.매우 낮은, 6. 
모르겠다

4. 가족 의료 지출 부담 1. 매우 무거움-4.무겁지 않음, 
5. 무응답

사회적 
응집성

2.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만한
가

1. 확실하지 않다, 2. 어느 정
도, 3. 그렇다

2. 사적신뢰
a) 가족구성원, b)이웃, c)지인, 
d)모르는 사람, e)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f) 외국인, g) 의사, 
h) 정치지도자

1. 신뢰 안 한다, 2. 거의신뢰
하지 않는다, 3. 조금 신뢰
한다, 4. 전적 신뢰, 5. 모
르겠다

3. 제도신뢰
a) 종교기관, b) 군대, c) 뉴스, 
d) TV, e) 노동조합, f) 경찰, g) 
사법기관, h) 정당, I) 의회, j) 
시민단체, k) 주요 기업, l) 은행

2. 신뢰 안 한다, 2. 거의신뢰
하지 않는다, 3. 조금 신뢰
한다, 4. 전적 신뢰, 5. 모
르겠다

4. 국가에 대한 자긍심
1. 자긍심 없다, 2. 없는 편, 

3. 어느 정도, 4. 매우, 5. 
모르겠다

사회적 
포용성

2. 아래 집단 간 사회적 긴장
a) 부자와 가난한 사람, b) 관리
자와 직원, c) 남자와 여자, e) 
세대, f) 인종·민족, e) 다른 종
교

1. 매우 심각, 2. 심각, 3. 심
각하지 않다, 4. 전혀 문제 
안된다, 5. 모르겠다

2. 지난해 경험한 차별
a) 사회적 지위, b) 신체적 장애 
or 외모, c) 나이, 건강, d) 성
별, e) 국적, 종교, 출신지, f) 학
력, g) 범죄기록, h) 기타 이유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르
겠다

사회적 
역능성

2. 정치적 참여 여부
a) 청원, b) 보이콧, c) 데모, d) 
파업, e) 온라인 정치적 행동

1. 절대로 참여하지 않는다, 2. 
아마도 미래에, 3. 참여한
다, 4. 모르겠다

2. 정치집회 참여가 위험한가?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르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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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현의 자유 1. 매우 억압-10. 매우 자유
4. 단체 소속
a) 종교단체, b) 운동, 여가모임, 
c) 예술, 음악, 문화모임, d) 노
조, e) 정치적 정당, f) 직능단
체, g) 시민단체, h) 동창회, I) 
친족, 가족(종친회?), j) 기타 집
단

1. 회원 아니다, 2. 비활동적 
회원, 3. 활동적 회원, 4. 
무응답

5. 투표 참여 1. 아니다, 2. 그렇다, 3. 모르
갰다

E. Total SQ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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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지역사회의 사회의 질 지표(구혜란·정민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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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재임 시장별 주요시책(2005-2015)

시장(재임기간) 소속정당 주요시책

이명박
(2002.7.-2006.6.) 한나라당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시정 추진으로 예
산 절감 및 부채 상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사업 기반
마련
청계천 생태하천 복원, 서울숲 조성 등 
친환경시정 추진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으로 빠르고 편
리한 서울 구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시정 패러
다임 전환 (서울광장 등)

오세훈
(2006.7.-2010.6.) 한나라당

창의시정(120다산콜센터, 천만상상오아
시스 등) 추진
광화문광장 조성, 세운초록띠공원 조성 
등을 통한 도심재창조
장기전세주택 Shift, 여행프로젝트 등 서
울형복지 추진
대기질 개선, 북서울꿈의 숲 조성 등 친
환경서울 구현
WDC 2010 유치, 동대문디자인파크플라
자 건설 등 디자인서울 정책 추진

오세훈
(2010.7.-2011.8.) 한나라당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희망의 인문학, 
그물망 복지센터 등 지속가능한 서울형 
복지 구현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학교보안관, 준비
물없는학교 등 교육집중투자
여행프로젝트, 서울형 어린이집, 데이케
어센터, 어르신행복타운 등 보육·노후걱
정 해소
재산세공동과세 정착, 휴먼타운 등 지역
균형발전 강화
금융·관광 인프라 조성, 외국인 편의시설 
확충으로 서울 도시경쟁력 세계9위로 신
장(2006년 27위)

박원순
(2011.10.-2014.7)

무소속
민주통합당

임기 중 채무 4.1조원 감축(최종목표 7
조원)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시민복지기준 정
립 등 보편적 복지 초석 마련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등 
글로벌 사회혁신도시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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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재임기간) 소속정당 주요시책
2030 서울플랜, 영동권 발전계획, 행복4
구 플랜 등 사람중심의 균형발전 추진
보도블록 10계명, 심야전용 올빼미버스 
등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시정 실현
청책, 숙의, SNS 등 시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시민이 주인인 열린시정 구현

박원순
(2014.7.-2017.6.현재)

더불어
민주당 마을공동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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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1> 주요 변수(개인적 요인) 상관관계

행복 연도 여성 연령대 기혼 미혼 기독교 카톨릭 불교 교육
수준

소득
수준 가족수 계층

인식

계층상
승가능

성
자가 스트레

스

행복 1.0000

연도 -0.1239* 1.0000

여성 -0.0180* -0.0035 1.0000

연령대 -0.1986*0.0451* -0.0340* 1.0000

기혼 0.0021 0.0563* -0.0664*0.4307* 1.0000

미혼 0.0963* -0.0607*-0.0055*-0.6520*-0.8160* 1.0000

기독교 0.0101* -0.0066*0.0393* 0.0028 0.0127* -0.0254* 1

카톨릭 0.0219* -0.0045 0.0243* -0.0011 0.0259* -0.0196*-0.2087* 1

불교 -0.0406* 0.0011 0.0228* 0.1851* 0.0573* -0.0895*-0.2043*-0.1156* 1

교육수준 0.1532* 0.1072* -0.1467*-0.2991*0.0439* 0.0923* 0.0167* 0.0217* -0.1055* 1

소득수준 0.1603* 0.2132* -0.0279*-0.1781*0.0870* 0.0566* 0.0051 0.0333* -0.0502*0.2963* 1

가족수 0.0968* -0.0092*-0.0220*-0.2100*0.1473* 0.0330* 0.0027 0.0013 -0.0738*0.1282* 0.4424* 1

계층인식 -0.0828*-0.3435*0.0254* 0.0386* -0.0792*-0.0168* 0.0069* -0.0033 0.0146* -0.1591*-0.3058*-0.1014* 1

계층상승
가능성 0.1854* 0.0109* 0.0018 -0.0198*0.0107* 0.0142* 0.0104* 0.004 -0.0046 0.0342* 0.0758* 0.0187* -0.1378* 1

자가 0.0014 0.0023 -0.0106*0.2040* 0.0010 -0.0324* 0.0043 0.0042 0.0671* -0.0815*0.1244* 0.1656* -0.0589*0.0199* 1

스트레스 0.0294* -0.4422* 0.0040 -0.0100*-0.0336*0.0296* 0.0088* 0.0067* 0.0077* -0.0862*-0.0753*0.0140* 0.0951* 0.0213* 0.0098* 1

(음영: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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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2> 주요 변수(지역사회적 요인) 상관관계

행복 연도
생활
안전
도

도시
범죄
위험
도

가족
신뢰

이웃
신뢰

낯선
사람
신뢰

공공
기관
신뢰

자원
봉사
참여

주거
환경
만족
도

경제
환경
만족
도

사회
환경
만족
도

교육
환경
만족
도

지역
문화
복지
시설

공공
도서
관

의료
시설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이웃
신뢰
평균

자원
봉사
등록
률

청렴
도

근린
공원
면적

재정
자립
도

고령
화

행복 1.000

연도 -0.12
4 1.000

생활
안전도 0.110 -0.47

0 1.000

도시범죄
위험도

-0.02
6 0.189 -0.19

9 1.000

가족신뢰 0.076 0.006 -0.00
6 0.124 1.000

이웃신뢰 0.032 0.030 0.035 0.047 0.260 1.000

낯선사람
신뢰 0.038 -0.17

8 0.136 -0.03
2 0.005 0.359 1.000

공공기관
신뢰 0.078 -0.04

7 0.073 0.023 0.144 0.285 0.189 1.000

자원봉사
참여 0.032 -0.11

2 0.028 0.017 0.025 0.025 0.024 0.008 1.000

주거환경
만족도 0.109 -0.07

4 0.102 -0.04
8 0.059 0.046 0.036 0.084 -0.00

9 1.000

경제환경
만족도 0.123 -0.06

9 0.074 -0.03
8 0.026 0.049 0.057 0.055 -0.00

1 0.390 1.000

사회환경
만족도 0.114 -0.10

7 0.092 -0.03
0 0.071 0.039 0.035 0.095 0.000 0.392 0.334 1.000

교육환경
만족도 0.103 -0.09

8 0.133 -0.07
3 0.023 0.048 0.052 0.079 -0.00

8 0.408 0.358 0.443 1.000

지역문화
복지시설 0.051 0.011 0.013 -0.02

9 0.005 0.013 0.042 0.022 -0.03
6 0.038 0.026 0.039 0.075 1.000

공공도서관 0.002 0.156 -0.11
0 0.046 -0.04

3
-0.02

3
-0.05

7
-0.05

3
-0.04

8
-0.00

4 0.001 0.018 0.008 0.373 1.000

의료시설 -0.00
3

-0.00
2 0.003 0.016 0.008 -0.01

6
-0.03

3
-0.04

9 0.016 -0.01
3 0.018 0.016 0.025 -0.21

7 0.06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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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영: p<0.001)

행복 연도
생활
안전
도

도시
범죄
위험
도

가족
신뢰

이웃
신뢰

낯선
사람
신뢰

공공
기관
신뢰

자원
봉사
참여

주거
환경
만족
도

경제
환경
만족
도

사회
환경
만족
도

교육
환경
만족
도

지역
문화
복지
시설

공공
도서
관

의료
시설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이웃
신뢰
평균

자원
봉사
등록
률

청렴
도

근린
공원
면적

재정
자립
도

고령
화

기초생활보
장수급비율

-0.10
3 0.291 -0.18

1 0.052 0.035 0.048 -0.02
4 0.015 -0.02

4
-0.05

7
-0.06

1
-0.11

7
-0.10

5 0.150 0.035 -0.16
0 1.000

이웃신뢰
평균

-0.02
3 0.208 -0.08

3 0.043 0.087 0.162 0.088 0.083 -0.00
3

-0.03
9

-0.05
0

-0.05
7

-0.03
9 0.115 -0.12

7
-0.14

2 0.331 1.000

자원봉사
등록률

-0.07
3 0.490 -0.22

6 0.085 -0.01
6

-0.00
7

-0.08
4

-0.05
5

-0.05
3

-0.04
3

-0.01
3

-0.05
3

-0.01
2 0.281 0.277 0.462 0.204 -0.05

7 1.000

청렴도 -0.00
9 0.222 -0.14

5 0.045 -0.02
4

-0.01
0

-0.06
9

-0.02
7 0.006 -0.01

3 0.001 0.005 -0.00
9

-0.15
0 0.172 0.137 -0.06

3 0.002 0.092 1.000

근린공원
면적 0.051 0.032 0.003 0.001 0.011 -0.00

8
-0.02

9
-0.00

1
-0.01

6 0.037 0.043 0.028 0.069 0.395 0.261 0.035 0.107 -0.10
5 0.299 0.030 1.000

재정자립도 0.079 -0.18
4 0.109 -0.03

2
-0.02

9
-0.06

9
-0.02

3
-0.05

9 0.021 0.040 0.063 0.101 0.116 -0.00
2 0.096 0.492 -0.52

4
-0.45

5 0.248 0.104 0.037 1.000

고령화 -0.08
0 0.282 -0.13

7 0.089 0.044 0.043 -0.04
9

-0.00
2

-0.01
3

-0.06
1

-0.06
5

-0.09
8

-0.10
8

-0.34
1

-0.29
8 0.250 0.459 0.243 0.056 -0.07

7
-0.00

7
-0.18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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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Regional Social

Quality on Citizens’ Happiness
- A Case of 25 Autonomous Districts of the

Seoul Metropolitan City -

Kim, Hyeonjou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hereafter, Korea) has confronted problems both at the

individual and societal level. South Korean (hereafter, Korean) society

has faced social problems such as a higher suicide rate, wider

inequalities, and weaker cohesion. At the same time, although

Koreans experienced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past few decades

they are not reported as being happy. According to the World

Happiness Report pu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Korea ranked 41st among

156 countries in 2013. Korea received a rating of 6.267 out of 10.

Korea ranked 47th among 158 countries in 2015 and 58th among 157

countries in 2016,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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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Easterlin Paradox in 1974, many studies have explored

determinants of happiness. The Easterlin Paradox does not show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happiness. Previous research

found that individual factors such as income and family, and social

factors such as economy and democracy, influenced people’s

happiness. Research that is more recent focused on social

determinants using comparative studies among nations. Comparative

studies across nations contributed in finding out determinants of

happiness at the macro level. However, the studies did not succeed in

investigating social determinants from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Particularly, in a discussion on how to make advanced countries such

as Korea happier, we need a new approach that suggests a good

society, because economic wealth and a free democracy do not

guarantee happy citizen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society on citizens’ happiness using the concept of ‘Social

Quality’ devised in Europe. Social Quality is defined as “the degree to

which people are able to participate in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of their communities under conditions that enhance their

well-being and individual potential”(Beck et al., 1997). Scholars

suggest four components of ‘Social Quality’: socio-economic security,

social inclusion, social cohesion and empowerment.

Among several societal level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s (local communities) and citizens’

happiness for living in each region of Seoul.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local services and a particular neighborhood might affect

people’s happiness. Moreover, the role of regions enhances citizens’

happiness because many local governments recently announced an

ultimate policy goal for the improvement of citizens’ happiness.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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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concept of ‘Social Quality’, I developed a new concept of

‘Regional Social Quality’, which has three different pillars: institutional

quality, quality of civil society, and sustainability. Four dimensions

such as financial resources, health, education, and culture are part of

institutional quality. Two dimensions such as cohesion and altruism

are part of the quality of civil society. Four dimensions such as local

financial capacity, the quality of government, natural environment, and

population are part of sustainability.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social quality and citizens’ happiness at three levels (i.e., the whole

city, five sub-regions of Seoul, and 25 autonomous constituent

districts of Seoul) by using the Seoul Survey conduc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is study shows the trends of regional

social quality of the whole city from 2006 to 2015. In regarding to

institutional quality, the rate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increased in 2015 in comparison with that in 2006, and the number of

public libraries increased in 2011. However, there has been no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number of hospitals or community

cultural facilities. In the context of the quality of civil society, the

level of neighborhood trust decreased in 2015 in comparison with

2010. In contrast, volunteer participation rate increased until 2015.

Among the indicators of sustainability, the aging rate showed

significant change during the period. The aging rate has increased

since 2006, which implies that sustainability in the population has

deteriorated. The fiscal independence rate did not show a consistent

trend during the ten years. However, for the recent three years, the

number was lower than before. Probity improved by 2008, but

decreased since 2008. Neighborhood parks did not show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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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change during the period. The average happiness of Seoul

citizens has constantly risen since 2009.

Secon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relationships

between regional social quality and citizens’ happiness depending on

the five sub-regions of Seoul. The results show that the southeast

region has been superior to the other four regions in all domains of

institutional quality. The southwest region also has high quality in

cultural domain, which is measured by the number of community

cultural facilities.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civil society across all five regions is found. In the domain of

sustainability, the level of fiscal autonomy is higher in the central

and southeast regions than the other three regions. The southeast

and southwest regions have a lower aging rate, and more

neighborhood parks are located in the southeast and northeast

regions.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probity

across the regions. Along with regional social quality, this study

found that there is significant variation in citizens’ happiness

depending on where they live. Citizens living in the southeast region

are happier than those who live in the other four regions of Seoul,

except for citizens living in the southwest region. In addition, since

2006, when the levels of happiness we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across the regions, th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happiness have been

witnessed until today. While Mayor Oh Sehoon was in office from

2007 to 2011, the average happiness of the southeast region was

statistically higher than the northeast region. While Mayor Park

Wonsoon was in office from 2012 to 2015, the average levels of

happiness of the southeast and southwest regions were higher than

the central and northeast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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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ses the effects of regional social

quality on citizens’ happiness by using ordinary least squares (OL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provide support for the positive effects of

social quality on citizens’ happiness at the regional level even though

the number of hospitals and volunteer participation rates are found to

negatively influence citizens’ happiness. In terms of the former,

negative external effects caused by large-scale hospitals might

explain this. One possible explanation for the latter finding is that

fewer citizens tend to participate in volunteer work in communities

where participation is more needed. Therefore, future studies should

try to understand these findings thoroughly.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whether regional factors have a

different effect on citizens’ happiness depending on the five regions.

The findings show that most regional factors influence citizens’

happiness in the same way across all regions. However, a few

factors such as trust, security, satisfaction with sub-life

circumstances have different effects on citizens’ happiness. In pursuit

of a more sophisticated public polic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different relationships between regional social quality

and citizens’ happiness depending on demographic conditions such as

income and age. For the lower income group, public service,

neighborhood trust, and fiscal autonomy affect happiness to a larger

extent.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role of government and the trust

of social support in civil society are more important to citizens at the

lower income level.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number of

hospitals and neighborhood trust affect the happiness of the elderly

(over 60 years) more than other generations. However, contrary to

the previous findings that highlight the importance of neighbor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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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roundings of elders, this study does not find empirical evidence

that support the importance of public park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social quality and

happiness. Previous studies using the concept of social quality have

mainly discussed indicators. However, this research attempts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quality and citizens’

happiness in society. In contrast to the majority of social quality

studies, this study focuses on social quality at the community or

regional level, but not at the national level. In studies on happiness,

numerous scholars have attempted to find various determinants of

happiness.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determinants of happiness at

the regional level by using the framework of regional social quality.

As a result, many important factors concerning the quality of regional

society were found to significantly influence citizens’ happiness. This

research provides accurate knowledge of policy priorities for local

governments to enhance citizens’ happiness. Specifically, this research

offers empirical evidence on how the effects of social quality may

vary according to policy groups, such as the low-income and the

elderly. Despite the significant contributions, this study suggests

future research using a multi-level analysis method and adopting

other samples for generalization of the results.     

Keywords: Social Quality, Regional Social Quality, Happiness,

Subjective Well-being,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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