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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행복(happiness) 또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중요성이 다양한 분석단위,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다.1) 특히,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OECD 및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

들은 상위목표로서 삶의 질 제고를 사회발전(progress of societies)을 대리하는 대표적

인 정책목표로 간주하고(양혜원, 2013),2)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가수준

에서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관련된 지표를 구축하고 있다. 즉, 스웨

덴의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WHO의 WHOQOL(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유엔 산하의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HDI(Human Development Index),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NIW(National Index of Well-being)와 

BLI(Better Life Initiative), 런던에 본부를 둔 NEF(New Economic Foundation)의 

HPI(Happy Planet Index)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노력은 개별국가별로 자체적으로

도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다. 캐나다의 CIW(Canadian Index of Well-being), 부탄의 

GNH(Gross National Happiness), 영국의 GWB(Gross well-being, 가안), 중국, 일본, 브

라질 등의 국가에서도 국민행복 관련 지표를 구축하였거나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3) 

1) 1960년대를 전후하여 서구를 중심으로 경제적 발전이 삶의 질을 자동적으로 개선시키리라는 생각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의 증대로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임희섭, 1996:6; 박종민･김서용, 2002; 고명철･최상옥, 2012; 

윤은기, 2012; 최상옥, 2012). 이와 함께 냉전 이후 많은 국가들이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민주주의라

는 정치체계와 시장경제라는 경제체제를 수용하는 상황에서 냉전시대처럼 특정 국가 체제가 다른 

체제보다 얼마나 우월한지 비교하는 식의 비교는 더 이상 무의미하며, ‘어떠한’ 정치･경제체제를 가

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질(quality)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김선혁, 2011: 53-54). 이

러한 경향은 국내에서도 이어져 최근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대상과 범위를 대상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임희섭, 1996:6-7; 문경삼･박철민, 2000:40; 이승철, 2011: 98; 김도엽, 2001; 정준금･김

도희, 2008; 이곤수･송건섭, 2011; 이승철, 2011; 서재호･김혜정･이승종, 2012). 한편, 우리나라가 

자살율, 노인빈곤율, 저임금노동자비율, 임근성별격차, 노동시간, 저출산율, 사교육비, 산재사망률 등 

각종 OECD 통계지표에서 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행복 수준도 대체로 낮은 편에 

해당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민행복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하다

고 할 수 있다. 

2) 행정학의 경우 행복 또는 삶의 질을 통해 “좋은 정부”나 “정부의 질” 등과 같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상적인 국정 운영 모습을 설정하고자 하거나, 다양한 지표 개발 및 적용을 통해 국정 운영이나 공

공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정 운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어 중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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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민행복(삶의 질)이 한 국가내의 국민이 인식하는 다양한 노력의 총체로써, 그 

중요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삶의 질에 대한 측정내용과 기준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지만, 기존의 구축사례를 토대로 할 때 지표에 포함되어야 

할 기준은 일정부분 어느 정도 유사하다(정지범, 2011). 즉 기존 사례는 경제 중심의 부

의 정도(wealth)를 나타내는 다양한 측정항목과 더불어 노동, 교육, 복지, 환경, 생활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이 느끼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

으며, 삶의 질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의 총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연구들은 주로 개인, 조직, 지역수준에서의 삶의 질의 결정요

인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국가수준에서 삶의 질에 초점을 둔 연구는 제한적이

다. 특히, 정부역량 또는 정부의 질 등을 대리하는 거버넌스 수준과 더불어 국가레짐(국

가유형)을 핵심적인 변수로 고려한 연구는 소수에 해당된다. 즉, 실제 거버넌스에 초점

을 둔 연구들은 주로 정부규모와 경제성장 등과의 관계를 강조하는데 그치고, 이를 국민

들이 인식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거버넌스와 삶의 질 사이에서 (복지)국가레짐(국가유형)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 특히 (복지)국가레짐(국가유형)에 따라서 그 특성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구축된 사례와 선행연구를 다양하게 검토하여 국민행복의 국

가별 수준비교를 삶의 질에 초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살펴본 후, 삶의 질과 거버넌스 그

리고 국가레짐(국가유형) 등의 핵심 변수와의 관계를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

히, 국민행복을 삶의 질에 초점을 두고 거버넌스와 국가레짐(국가유형), 경제수준, 기대

수명, 국가규모 등의 효과를 고려하여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한

다. 이를 위해 삶의 질을 대리하는 다양한 자료 가운데 2006년과 2009년 및 2012년 NEF

의 HPI 자료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3개 시점에서 NEF의 HPI 자료에 공통적

으로 모두 응답한 표본은 136개국으로, 전세계적 수준에서 최근의 삶의 질에 대한 변화

패턴을 일반화하는데 용이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 대한 보다 풍부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삶의 질에 핵심요소로 논의된 경제수준 외에 거버넌스

3) 예를 들어, 최근에 중국에서는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중국에서도 ‘GDP 지상주의’에 대한 자성

론이 나오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행복 지표에 관련해, 경제, 사회, 환경, 건강, 지역 및 가족과의 관

계, 빈곤율, 평균수명, 유급휴가 이용률 등 130여 가지로 세분화한 지수를 고민하였다. 브라질에서는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회의 리우+20’에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두고, ‘녹색경제’, 빈곤퇴치, 지속가

능한 성장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등과 함께 ‘행복지표’ 개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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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국가레짐(유형)에 따라서 국민행복(삶의 질)에 역동적인 변화패턴의 차이를 규명함으

로써 삶의 질의 핵심요인으로서 거버넌스(정부역량 또는 정부의 질)와 (복지)국가레짐(국

가유형)의 차이를 고려한 상대적인 비교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향후 한국에 주는 행정학적 시사점과 나가야 할 방향, 그리고 후속적인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제2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자료와 측정 및 조작화, 모형 등을 설계한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와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요약 및 분석의 시사점, 

그리고 후속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국민행복과 삶의 질, 그리고 쟁점들

국민행복은 모든 국가 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Oishi, Diener, & Lucas, 

2007). 특히, 공리주의를 주창한 Bentham(1948)은 모든 사람의 행복으로서의 ‘공리(公

利)’를 극대화하는 것이 도덕적･정치적 삶의 기초가 되며, 정부는 법과 정책을 만들 때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창신 

역, 2009: 55).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최고 목표로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행복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그 개념 및 정의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상이한 의견

이 존재하며, 매우 불명확, 모호한 것으로 인식된다(Nettle, 2005; Diener, 2009; 김승권 

외, 2008; 정지범, 2011). 특히, 행복은 웰빙(well-being), 삶의 질(quality of life),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등의 용어와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으며(Diener & 

Biswas-Diener, 2008),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명명하고 있다. 양혜원(2013)에 따르면. 행

복을 쾌락의 향유와 고통없는 상태로 정의되기도 하며(J.S.Mill, 1957), 생애적 시간의 개

념을 적용해 전반적인 삶의 만족(whole life satisfaction)으로 명명되기도 한다고 보았다

(Tatarkiewics, 1966; Brandt, 1967; Telfer, 1980; Sumner, 1996; Diener & Lucas, 1999 

등). 또는 주관적 안녕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 사고정도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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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며(Myers & Diener, 1995), 행복의 정서적(affective) 측면과 삶의 만족도의 인지

(cognitive)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Veenhoven, 1984). 그러

나 대체적으로 특정 주체가 삶을 향해 갖는 긍정적인 생각과 느낌을 모두 의미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Oishi, Diener, & Lucas, 2007; Bok, 2010; 오혜경 역, 2011; 양혜원, 

2013). 

일반적으로 질(質, quality)은 사물의 속성, 가치, 유용성, 등급 따위의 총체로 정의된

다. 따라서 어떠한 속성이나 가치, 또는 유용성을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매우 쉽

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가 활용될 수밖에 없다.4) 더불어 질이라는 개념에는 등급이

라는 속성도 포함되기 때문에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다른 대상과의 비교라는 전제를 

포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 박종민(2002: 142), 최진욱･윤견수･김헌(2012: 55) 역

시 질이라는 개념은 절대적 상태나 수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통해 등급

(grade)을 결정하는데 활용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전제로, 삶의 

질에서는 기존의 객관적･화폐적 지표뿐만 아니라 주관적･비화폐적 지표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경제적 향상이 국민의 복지나 행복 

수준의 향상을 항상 담보하지 않는다는 논의(박종민･김서용, 2002: 141; 고명철･최상옥, 

2012: 104-105)에 초점을 둔다. 즉, GNP, GDP, 경제성장률 등과 같은 화폐적･객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행복감, 만족감, 이웃과의 교류 횟수, 명상시간, 종교 활동 참여 등과 

같은 주관적･비화폐적 지표들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삶의 질에 대한 측정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특정 영역의 요소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객관적･화폐적 

지표와 주관적･비화폐적 지표를 균형 있게 활용하되, 가족과 공동체, 건강, 교육, 일자

리, 경제적 수준, 안전, 문화와 여가, 환경 등의 다양한 영역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다

(김승권 외, 2008; 정지범, 2011 등). 그리고 삶의 질을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와 삶의 만

족을 측정하는 주관적 지표는 결국 사회적 구조, 관계, 제도 등에 큰 영향을 받는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질(social quality)이라는 개념에 관심을 가진 연구

들도 존재한다(Maesen and Walker, 2002; Beck et al., 2001; 김윤태, 2009). 삶의 질과 

주관적 안녕은 주로 개인적 차원의 계량적, 객관적 지표에 초점을 두는데 반해, 사회적 

4) 삶의 질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많은 학자들이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지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완전히 합의된 개념이나 지표는 없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즉, 삶의 질을 어

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분야나 영역을 대상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통일된 원칙이나 방법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 주제나 대상, 분야, 연구자의 판단 등이 고려된다

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 삶의 질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 주제나 대상 등에 따라 

조금씩 삶의 질에 대한 개념정의나 지표 설정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삶의 질을 어떻게 정의하

느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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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자원, 연대감, 접근과 참여, 역량 강화 등의 요소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국가수준에서 그 나라의 상황에 맞는 행복 요인들을 발굴하여 지표화하는 다양

한 지표들이 존재한다. 먼저 UNDP가 매년 발표하는 HDI(Human Development Index)

는 각국의 수명, 문자해독률, 취학률, 1인당 GNP 등을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존하고 발전

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차원(건강한 삶, 지식, 삶의 적정수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

여 지수화하고 제공하고 있다(UNDP, 2011). OECD에 가입된 선진국들 역시 행복이나 

삶의 질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그들의 사정에 적합한 지수들을 구성하기 위해 캐나

다가 정부가 제안하였던 CIW(Canadian Index of Wellbeing)를 바탕으로 화폐적 측정과 

비화폐적 측정을 혼용한 NIW(National Index of Wellbeing)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OECD는 창설 50주년을 맞아 가입국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반영하는 BLI(Better Life 

Initiative)를 발표하였다(중앙일보, 2012.04.09). OECD의 BLI는 국내총생산(GDP)과 같

은 경제지표로는 나타낼 수 없는 생활의 만족도나 삶의 풍요로움을 지표화한 통계이다. 

이는 34개 회원국 모두를 대상으로, 총11개 영역(주거환경, 소득, 일자리, 공동체 생활, 

교육, 환경, 정치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치안,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점수를 각 국가

별 객관적 지표 또는 여론조사 자료 등에 근거해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일자리 영역은 

실업률, 근로시간, 임금 등을 종합하여 지수화하였다(OECD, 2012). 런던에 본부를 둔 

NEF(New Economic Foundation)에서는 생태학적(ecological) 관점이 반영된 행복지수

인 HPI(Happy Planet Index)를 도출하는데,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를 일부 활용

하였다.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한 단일 문항에 대해 10점 만적(0

점(불만족)~10점(만족))으로 각 국가별 국민 1,000명∼2,000명의 응답결과를 평균하여 

측정된다. 최근에 NEF는 2006년부터 2012년 사이 3년 간격으로 총 3개의 HPI(Happy 

Planet Index)를 제공하였다(NEF, 2009; NEF, 2012; 양혜원, 2013). 이와 같이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은 국가 간 비교의 용이성을 위하여 객관적, 정량적, 측정 가능한 지표에 치

중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각국의 국민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

여 비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주관적 행복감을 묻고 있는 WVS(World Value Survey), 

WHO의 WHOQOL(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등이 여기 

해당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행복 혹은 삶의 질의 핵심적인 쟁점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작화해서 측정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객관적인 조건과 

자원(Erikson, 1993; Uusitalo, 1994), 그리고 주관적인 삶의 질 혹은 만족도(Camp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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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e and Rodgers, 1976) 등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Zapf, 1984; 

Noll, 2002).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측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공감하지만, 실제로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

된다. 특히, 행복 또는 삶의 질에 대해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가 서로 모순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Blachflower & Oswald, 2005; 김윤태, 2009). 그리고 행복 또는 

삶의 질의 주관적 측정에는 사회, 제도,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Hofstede, 2001; 김윤태, 2009). 예를 들어, 동서양의 행복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

으며, 서양이 동양에 비해 행복을 더 느낀다는 논의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문화적 차이는 주관적 행복감의 국제비교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발전단계의 사회 또는 국가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데 있어서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2. 선행연구 경향과 본 연구의 차별성

1) 일반적 선행연구의 경향 

삶의 질이 매우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바라볼 것인지

에 따라 다양한 선행연구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경향을 통해 상호보완적인 균형을 꾀하

고 있다(김선혁, 2011; 고명철･최상옥, 2012; 윤은기, 2012; 최상옥, 2012). 선행연구의 

연구경향을 이론적인 측면의 연구와 실증적인 측면의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인 측면의 연구들은 삶의 질에 대한 개념적 논의에서부터 삶의 질 연구의 

대두 배경, 관련 연구들 경향에 대한 논의, 지표 개발 및 적용에 대한 논의 등을 다루고 

있다(박병석, 1988; 임희섭, 1996; 김선혁, 2011; 고명철･최상옥, 2012; 서재호･김혜정･
이승종, 2012; 윤은기, 2012; 최상옥, 2012; 최진욱･윤견수･김헌, 2012). 이론적인 측면

의 연구들은 좋은 정부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나 삶의 질 연구가 가지는 함의는 무엇

이며, 또 어떻게 적용･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박병식, 

1988; 김선혁, 2011; 고명철･최상옥, 2012; 윤은기, 2012; 최상옥, 2012; 최진욱･윤견

수･김헌, 2012). 또 나아가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정부역량이나 정부의 질, 또는 정부신

뢰에 대한 내용까지 확장된다고 보고 있다(김선혁, 2011; 이곤수･송건섭, 2011; 최상옥, 

2012; 최진욱･윤견수･김헌, 2012). 

둘째, 실증적인 측면의 연구들은 개발된 지표를 실제로 활용하여 삶의 질 수준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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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며, 분석단위의 수준도 다양하다(Park, 

2009; 하혜수, 1996; 김도엽, 2001; 박종민･김서용, 2002; 송건섭･김영오･권용현, 2008; 

정준금･김도희, 2008; 이곤수･송건섭, 2011; 이승철, 2011 등). 실증적인 연구들의 경우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의 타당성과 결정요인을 요인분석이나 회귀분석, 

경로분석, 구조방정식 등의 복합적인 방법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다(김도엽, 2001; 박종

민･김서용, 2002; 정준금･김도희, 2008; 이곤수･송건섭, 2011; 이승철, 2011; 서재호･김

혜정･이승종, 2012 등). 특히 지방정부 수준에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은 다루고 있는 연

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김도엽, 2001; 송건섭･김영오･권용현, 2008; 정준금･김

도희, 2008; 이곤수･송건섭, 2011; 이승철, 2011; 서재호･김혜정･이승종, 2012 등), 주로 

삶의 질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거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의 수준을 파악하고, 

어떠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

만 삶의 질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 가운데 국가수준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분석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제한적이며, 주로 국외에서 활발

히 이루어졌다(Radcliff, 2001; 박길성, 2002; Di Tella, MacCulloch, & Oswald, 2003; 

Alesina, Di Tella, & MacCulloch, 2004; Bjørnskov etal., 2007;양현미, 2007; 

Bjørnskov etal., 2008; Rothstein & Teorell, 2008; Stevenson & Wolfers, 2008; Pacek 

& Radcliff, 2008; Teorell, 2009; Perovic & Golem, 2010; Institute, 2010; Charron, 

Dijkstra & Lapuente, 2010; Samanni & Holmberg, 2010; 성기홍 역, 2011; Ott, 2011; 

Oishi, Schimmack, & Diener, 2011; Gainer, 2013; 양혜원, 2013; ; 우창빈, 2014; 최영

출, 2014; 배정현, 2014 등). 이상에서는 국가수준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초점을 둔 최근 연구 가운데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논

의하고자 한다. 

2) 국가수준에서의 선행연구 경향

국가수준의 연구는 국가의 여러 특성에 따라 행복 또는 삶의 질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첫째 가장 잘 알려진 논의는 소득과 행복(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논의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1인당GDP가 높을수록 그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들 간에는 명백한 정(+)의 관계가 있어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국민들은 보다 높은 행복 수준을 누리고 있다(Rath & Harter, 2010). 예를 들어, 

Stevenson & Wolfers(2008)는 국가간 비교연구를 통해 주관적 복지와 1인당 GDP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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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면서 만족점은 없으며 절대적 소득이 결정적 변수라고 보았

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Easterlin(1974)은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삶의 질

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의 국민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

다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다고 일반화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하였다(Layard, 2005; 

Inglehart et al., 2008). 이스털린 역설(The Easterlin Paradox)라고 불리는 이러한 주장

의 원인에 대해서 빈부격차, 이혼률, 범죄, 마약 등 사회 부조리의 증가에 의한 악영향 

때문이라는 해석(Bok, 2010)과 함께 절대적인 부가 아니라 상대적인 부가 개개인의 행복

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Layard, 2005)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결과적으

로 행복 또는 삶의 질에 대한 주요 쟁점은 경제적 소득을 중시하는 욕구이론과 상대적 

만족점을 강조하는 상대성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Layard, 2005; Diener & 

Biswas-Diener, 2008; Deaton, 2008; 성기홍 역, 2011: 120). 이러한 논쟁에 대한 합의

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소득의 증가가 무조건적인 삶의 질에 상승을 담보한다고 보기

는 힘들지만, 소득은 여전히 국민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점이다. 더불어 

소득의 증가에 따른 행복수준의 증가 효과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한계효용체

감’(declining marginal utility) 법칙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Diener et al., 2010; 

정지범, 2011). 

둘째, 경제 또는 소득수준 외에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문화․관계․심리, 제도, 환경, 신

체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양혜원, 2013 재인용). 이러한 연구

들은 교육수준 및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과 친구 등 사회관계에 긍정적일수록, 민주

주의가 성숙될수록, 생태적 환경, 신체적으로 건강할수록, 의료제도가 용이할수록, 문화 

분야에 대한 공공지원이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평균적인 삶의 질이 높다는 분석결과를 

보이고 있다(Bubolz, 1982; George & Landerman, 1984; Inglehart, 1990; Myers & 

Diener, 1995; Rudnick & Kravetz, 2001; 박길성, 2002; Kirkcaldy, Furnham & 

Veenhoven, 2005; OECD, 2006; NEF, 2006; 양현미, 2007; 양혜원, 2013). 그리고 녹지

와 같은 자연환경은 바쁜 일상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안정하도록 하는 완충작용을 함

에 따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Wells & Evans, 2003; Kuo and Sullivan, 2001; 

Woo, 2013 등), 사회문화적 맥락 등에 따라 행복 또는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이 강조되기도 하였다(Alesina, Di Tella, & MacCulloch, 2004; 우창빈, 2014).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불평등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미국

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유럽에서는 부유층과 보수주의자들은 불평

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비해, 가난한 사람들과 진보주의자들에게는 강한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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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에서는 이와 반대로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작용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았다. 

셋째, 정부의 서비스와 정책, 정부규모, 거버넌스 또는 정부의 질 등의 변수들이 행복

이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연구도 있으며, 조작화와 측정, 분석대상과 방법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서비스와 정책이 행복 또는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이라는 연구결과가 주를 이룬다. 즉, 12개 

유럽국가의 관대한 실업혜택 정도는 평균적으로 행복 또는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Di Tella, MacCulloch, & Oswald, 2003), 보건, 교육, 주택, 대중교통, 수도, 공기

의 질과 같은 공공정책은 행복 또는 삶의 질에 긍정적인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나기도 하였다(Oishi, Schimmack, & Diener, 2011). 한편, 정부규모 또는 정부지출에 

따라서 행복 또는 삶의 질과의 관계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탈상품화 정도

를 중심으로 복지수준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규

명하기도 하였고(Radcliff, 2001), EU에 가입된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

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acek & Radcliff, 2008). Gainer(2013)는 복지수준은 행복

수준을 일정 이상 수준까지 높이며, 행복의 불균형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규명하였

다. Perovic & Golem(2010)은 정부지출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러나 Bjørnskov etal.,(2007)은 경제조건, 정치적 경쟁,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하였을 

때, GDP대비 정부지출의 규모는 행복 또는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최영출(2014)은 사회복지 및 실업예산 비율과 지니계

수 등이 행복 또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한편, 양적 측면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생산해내는가 보다 질적 측면에서 정부가 

어떻게 그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에 대해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 정부의 질 

또는 거버넌스 측면에 대한 논의가 강조되고 있다. 즉, Rothstein & Teorell(2008) 부패, 

법치주의, 정부효과성 등의 상호 연관성이 높은 지표를 중심으로 정부의 질 또는 거버넌

스 수준을 측정하고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다양한 실증분석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다양한 실증연구를 통해서 정부의 질 또는 거버넌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성과가 높

고, 빈곤과 소득불평등이 낮아지며, 높은 교육과 건강 수준, 그리고 높은 행복 또는 삶의 

질를 보이고 있어 ,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고 있다(Bjørnskov etal., 2008; 

Teorell, 2009;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 2010; Charron, Dijkstra & Lapuente, 

2010; Samanni & Holmberg, 2010; Ott, 2010; 2011; 2014; 배정현, 2014; 우창빈, 2014 

등). Bjørnskov etal.(2008)은 거버넌스 또는 정부의 질이 행복과 긍정적인(+) 관계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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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음을 규명하였다. Teorell(2009)은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표를 이용하여, 행

복 또는 삶의 질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했으나, 추가적인 변수(대인 신뢰, 경제성

장, 내전 등)를 고려하면 통계적 유의성이 약해짐을 발견하였다. Ott(2011)는 정부의 질

이 행복과 긍정적인(+) 관계를 지니며, 정부의 효과성, 규제의 질, 법의 지배, 부패의 통

제 등 정부의 기술적 측면들이 행복과 강한 관계를 가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정부의 

질은 행복의 불균형 정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한편, 우창빈(2014)은 민주

주의 측면을 반영한 참여와 책임성이 행복 또는 삶의 질에 있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배정현(2014)은 아시아 8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정

부의 질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세부 요인은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Rothstein(2010)은 정부의 질 또는 거버넌는 국가레짐의 유형(복지국가 발달 정

도)과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스웨덴과 노르웨이, 덴마크 등 소위 사민

주의 국가유형에서는 정부의 질과 복지수준이 높은데 반해서, 이탈리아 등 남부유럽 국

가유형과 일본, 한국 등의 동아시아 국가유형은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의 질과 복지국가

의 발전 정도를 보인다는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한다. 이러한 이유를 양재진(2013)은 정

부의 효율적 운영은 공공복지의 효과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복지지향성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낮추기 때문이라고 보았다.5) 특히, 양재진

(2013)에 따르면, 거버넌스 수준은 사민주의(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보수주

의(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자유주의(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남

부유럽복지국가(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순이며, 한국은 남부유럽에 가장 

근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의 행복지수(OECD 

database on Better Life Index, 2013 기준)를 비교해보면, 자유주의과 사민주의국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보수주의 국가, 남부유럽 복지국가의 순임을 제시하였

다. 특히, 한국은 남부유럽 보다도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5) 거버넌스라는 비교준거점에서 정부의 효율성과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항목을 통해 정부의 질을 측정

하였다. 즉, 정부의 질(정부의 효율성,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에 있어 사민주의 국가의 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의 효율성은 보수주의국가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자유주의 

국가가 높으며 두 레짐이 중간을 차지하고 있다. 남부유럽은 정부의 효율성과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도가 가장 낮다. 한국은 정부의 효율성은 남부유럽보다는 높으나 다른 복지국가레짐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는 비교대상국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양재진, 2013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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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연구의 차별성

이상에서 살펴본 국가수준의 삶의 질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발견되는 주요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삶의 질 연구에서 주관적･비화폐적 지표와 객관적･화폐적 지표(경제수준)에 

대한 균형을 모색하되, 여전히 경제적인 요인이 삶의 질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을 전제로 보다 복합적인 속성을 반영하는 핵심적인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이와 함께 삶의 질이 정부차원의 다양한 노력과 역량(질)의 결과물인지 경제적･사회

적 차원의 따른 결과물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물론 정책적 처방을 통해 주관

적 만족도나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관련된 변수(예를 들어 정부역량과 정부의 질을 대리하는 거버넌스 수준과 요소)들과 삶

의 질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을 시도해봄으로써 정부 역할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이끌어 가는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국민행복을 

대리하는 삶의 질의 핵심 영향요인으로 거버넌스 수준에 초점을 부여하되, 기존연구에

서 제한적으로 제시한 각 국가의 사회문화 및 제도적 총체인 국가레짐(유형)을 재구성하

여 실증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적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연

구설계 파트에서 자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Ⅲ. 연구설계

1. 자료수집 및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국가를 대상으로 삶의 질의 영향요인으로 거버넌스와 국가레짐(국가유

형), 경제수준(1인당GDP), 기대수명, 국가규모를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시점은 최근의 삶의 질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는 2006, 2009년, 2012년의 3년이며, 

분석대상은 34개 OECD6) 회원국을 포함하는 전 세계 136개 국가이다. 즉, NEF의 HPI 

6) OECD회원국은 2013년 4월 22일 기준으로 34개국이며, 창립 회원국(1948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

갈,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16개, 이후 독일(1955년), 스페인(1959년), 캐나다(1961년), 미국

(1961년), 일본(1964년), 핀란드(1969년), 호주(1971년), 뉴질랜드(1973년), 멕시코(1994년), 체코

(1995년), 헝가리(1996년), 폴란드(1996년), 대한민국(1996년), 슬로바키아(2000년), 칠레(2010년), 슬

로베니아(2010년), 이스라엘(2010년), 에스토니아(2010년) 18개 국가가 가입하였다. 특히 2010년에 

칠레,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4개 국가가 신규로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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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2006, 2009, 2012년)에 공통적으로 응답한 136개 국가의 3년치 패널자료

(panel data)를 활용한다. 따라서, 시간과 표본의 변이를 고려한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

되, 고정효과모형에 초점을 두고 타당성이 높은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Kennedy, 2003: 302; Christopher, 2006; 이종원, 2006 등). 이 때 핵심적인 통제변수를 

고려하여 거버넌스와 국가레짐(국가유형)과 삶의 질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

수(t-1시점)와 종속변수(t시점)간의 시차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NEF의 HPI에 대한 분

석을 통해서 136개국으로 전 세계적 수준에서 최근의 삶의 질에 대한 변화패턴을 일반

화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보다 풍부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분석모형)

삶의질   거버넌스    국가레짐 국가유형     ln   
ln    기대수명     

2. 변수선정 및 측정

1) 삶의 질 : NEF의 HPI(2006, 2009, 2012)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삶의 질은 NEF(New Economics Foundation)은 행복지수인 

HPI(Happy Planet Index)를 구성하는 세부지표 중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를 활용

하며, 해당 수치가 0점에서부터 10점으로 높을수록 상대적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즉, 주관적 후생을 대리하는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당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

족하는가에 대한 단일문항을 각 국가의 국민 1,000명∼2,000명을 대상으로 응답한 평균

점수로 측정된다(양혜원, 2013). 최근에 NEF는 2006부터 2012년 사이 3년 간격으로 총 

3개의 HPI(Happy Planet Index) Report를 출간하였으며, 여기에 공통으로 응답한 국가

는 136개국이다(NEF, 2006; NEF, 2009; NEF, 2012).

2) 거버넌스 : World Bank의 Governance Index

거버넌스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으로 학자들에 따라서는 정부의 질, 정부역량 등의 다

양한 용어로 사용한다(World Bank, 1997; Fukuyama, 2004, 정용덕, 2005; 문명재 외, 

2007; 정성호, 2010; 최상옥, 2012, 김태일 외, 2013 등).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연

구에 근거하여 거버넌스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World Bank의 Governance Index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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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Kaufmann et al.,(2008: 7-78), 정성호(2010)에 따르면, 거버넌스는 하나의 국

가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관리과정에서 시민참여와 책임성, 정치적 안정성, 정부 효과

성, 규제의 질, 법치주의, 부패 통제의 6가지 요소에 대한 정부 능력의 총체적인 질로 

정의된다. 6대 영역별 정의와 세부내용은 <표 1>과 같다(정성호, 2010 재인용). 

<표 1> World Bank Governance Index 6개 영역 세부 내용

자료 : Kaufmann et al.(2008) ; 정성호(2010) 재인용.

연구대상 136개 국가 지표의 공통된 시간적 범위는 2005, 2008, 2011년으로 삶의 질

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T-1)의 변수로 분석에 추가하였으며, 각 지표의 표준화된 

추정치를 활용하고자 하며, 대체적으로 점수는 -2.5에서 +2.5 정도 범위 내에서 분포하

며, 해당 점수가 커질수록 각각의 거버넌스 수준이 더 높아짐(긍정적임)을 의미한다. 

3) 국가레짐

국가레짐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영역 및 분야, 그리고 분류기준 및 대상 등에 따

라 다양하게 정의되며(오민수 외, 2007), 이전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영향력

의 실체로 특정한 유형과 특징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주로 복지국가 또는 복지

레짐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Esping-Andersen (1990)7)에 의해 최초로 정의된 국가(복지)레짐은 복지국가의 발전

7) Esping-Andersen(1990; 1996: 192-220)은 1980년대 OECD 가입국을 중심으로 보수주의, 사회민주

주의, 자유주의로 구분하였으며, 이후에 1990년대에는 동아시아(한국, 일본 등) 국가들에 대한 문제

영역 정의(세부지표 수)
1. 시민의 참여와 책임성(Voice & 

Accountability)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등을 측정하는 지표(13개 

세부지표)

2. 정치적 안정성과 무폭력(Political 
Stability & Absence of Violence)

정부의 능력이나 힘으로 정치적 불안정, 테러나 폭력 
등으로부터 국민들의 생계나 삶에 대한 안정성을 반영해 

주는 지표(11개 세부지표)
3. 정부효과성 (Government 

Effectiveness)
정부서비스에 대한 인식으로 관료제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19개 세부지표)

4. 규제의 질 (Regulatory Quality)
시장 지향적 정부의 성격으로 기존의 관료제적인 규제와 
규제완화를 통한 자유로운 창의성과 활동성을 지향하는 

지표(16개 세부지표)

5. 법치주의(Rule of Law)
법･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는가에 관한 

지표(23개 세부지표)

6. 부패 통제 (Control of Corruption)
사회에 만연된 국민의 부패에 관한 인식으로 투명성을 

의미하는 지표(23개 세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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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선적(linear)이 아니라 일정한 괘적을 그리며 각 국가의 역사와 제도에 따라 상이하

게 성장함을 강조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문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설

명하였다(조경근, 2001). Esping-Andersen(1990)은 노동자가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탈상품화 정도를 기준으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유형을 구분하였다(탈상품화 

정도가 높을수록 복지선진국가를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은 <표 2>와 같이 요약된다. 

<표 2> Esping-Andersen(1990)의 (복지)국가레짐(국가유형)

구 분
복지국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세부
기준 

탈상품화 
정도

공공부조를 활용하여 저소득
층에 초점을 두며, 엄격한 선
별과정을 통해 낙인을 부여하
는 방식이므로 탈상품화 정도
는 가장 낮은 수준

사회보험을 활용하여 직업별･
계층별로 다른 종류의 복지급
여가 제공되므로 사회적 지위
의 차이가 유지되어 탈상품화 
효과는 낮은 수준 

보편주의적 원칙에 따라 복지급여
는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중간계
층까지 포섭하고 있고, 복지의 재
분배적 기능을 활용하여 최저생활 
이상의 평등을 추구하고 있기 때
문에 탈상품화 효과는 높은 수준

해당
국가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대륙국가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스칸디
나비아국가

이후, Esping-Andersen(1990; 1996)의 국가레짐 유형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려는 논의

들이 지속되고 있다(김연명, 2004; 심창학, 2004; 장덕희 외, 2010; 양재진, 2013 등). 

Esping-Andersen(1990; 1996)은 탈상품화 정도 등을 세부기준으로 제시하여 명확하게 

유형화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탈상품화 정도에 따른 복지병 등을 간과하

였다는 점, 국가체제 상황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할 수 있음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와 최근의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레짐 유형을 <표 3>과 같이 재구성하였다.8) 즉, <표 3>과 같이 본 연구의 대상이 되

는 136개 국가 가운데 선진국에 해당되는 34개 OECD 국가에 대해서 사민주의 국가, 

유럽복지 국가, 자유주의 국가, 동아시아 국가에 초점을 두었으며, 그 외에 기타, 신규 

국가, 비OECD 국가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국가

레짐별 평균비교분석에서는 7개의 국가레짐 유형별로 비교를 시도하고, 패널회귀분석에

서는 그 외(기타, 신규, 비OECD)를 묶어서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4개의 더미변수로 분석

를 중요하게 인식하여 다른 국가와 구분되는 특징을 강조하였다. 

8) 자유주의, 유럽복지, 사민주의 외의 동아시아 국가는 최근의 일본과 한국의 독특한 특성을 따로 고려

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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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시키며, 각각의 국가레짐(국가유형)에 해당될 경우에는 1, 그 외의 경우에는 0으

로 분석에 포함시키고자 한다.9) 

<표 3> 본 연구의 국가레짐(국가유형) 분류

구분 구분 국가

OECD
(34개국)

사민주의 국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4개국

유럽복지 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8개국

자유주의 국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미국, 스위스 6개국

동아시아 국가 일본, 한국 2개국

기타 국가
체코,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그, 아이슬란드,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10개국

신규 국가 칠레,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4개

비OECD(102개) 생략

자료 : Esping-Andersen(1990: 1996) 및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주 : 칠레,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4개국은 2010년에 OECD에 가입하였음

이러한 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복지)국가레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김연명, 2002; Kuhnle, 2004; 정무권 2009; 김연명, 2013), 이태리와 같은 남부유

럽 복지유형과 한국이 유사하게 규정하기도 하였다(김연명, 2013). 하지만, (복지)국가레

짐은 이상형 또는 이념형에 따른 분류이므로, 현실에서는 완벽하게 어떤 특정 레짐유형

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학자들마다 초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고, 그 결과 

한국을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 남부유럽, 혼합형 등 다양하게 규정한다(양재진, 

2013 재인용). 특히, 양재진(2013)은 한국의 괘적이 남부유럽국가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남부유럽 국가의 사회경제적 성과가 저조한 것에 미루어볼 때, 향후 한국의 성장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4) 통제변수 

거버넌스외 국가레짐과 같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삶의 질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제3의 요인들이 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연구들을 참고하여 1인당GDP, 기대수명, 인구규모, 연도 더미 변수를 통제변수로 

9) 본 연구의 경우 국가레짐을 분석시점(2006, 2009, 2012년)까지 고정된 것으로 가정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는 국가레짐이라는 개념 속에는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특성을 포함하나, 짧은 

시간내에 급격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또 다른 연구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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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켰다.10) 이때, 종속변수의 전년도 시점인 2005, 2008, 2011년의 3개 자료를 사용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첫째, 각 국가의 객관적 경제수준을 대리하는 GDP는 IMF에서 제공하는 현재 물가를 

반영하여 달러($)로 환산하여 자연로그(ln)를 취해 ln1인당 GDP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더불어, 경제수준(발전)의 단계에 따라서 다른 변수가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영향력)가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1-4분위(최소~25%~50%-75%-최대값)로 구분하여 분석하였

다. 이는 경제수준의 계층에 따라서 거버넌스와 국가유형별로 삶의 질의 변화패턴에 차

이가 있을 수 있다는 교호작용(inter-action)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국가규모를 통제하기 위한 인구는 IMF에서 제공하는 2005, 2008, 2011년의 3

개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를 고려하기 위해서 자연로그(ln)를 취해 ln인구(천명)로 변환하

여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이는 해당 수치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국가 규모가 큰 것을 의

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셋째, 기대수명은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대표하는 지표로 선행연구에서도 삶

의 질의 핵심 영향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즉, 기대수명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높을 가능성이 높음을 통제하였다. 따라서 NEF에서 제공하는 2005, 2008, 2011년의 3

개 자료를 사용한다. 

넷째, 2006, 2009, 2012년의 시간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2006년을 기준(=0)으로 

2009년(=1), 2012년(=1)인 더미변수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는 시간에 따른 변이를 통

제하기 위해서 이다. 

10) 본 연구에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높은 핵심적인 통제변수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특히 거버넌스 지수가 복합적인 대리변수라는 점에서 이와 다소 중복적인 의미의 변수를 분석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모형의 간명성을 유지하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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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변수의 측정 및 의미

Ⅳ. 분석결과 및 논의

1. 기술통계 결과

<표 5>에는 분석자료에 대한 기술통계가 제시되어 있다. 136개국에 대한 3년치 패널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이며, 각각의 지표별로 최소값과 최대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서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구분 변수 형태 의미 출처
행복
(삶의 
질)

NEF HPI
2006, 2009, 2012년 3년치 패널자료로 해당 수
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

NEF(2006, 
2009, 2012년)

거버넌
스

시민의 참여와 책임성 2005, 2008, 2011년 3년치 패널자료로 삶의 질
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T-1)의 변수로 분석
에 추가하였으며, 각 지표의 표준화된 추정치를 활
용하고자 하며, 대체적으로 점수는 -2.5에서 
+2.5 정도 범위 내에서 분포하며, 해당 점수가 커
질수록 각각의 거버넌스 수준이 더 높아짐(긍정적
임)을 의미한다. 

World 
Bank(2005, 
2008, 2011년)

정치적 안정성과 무폭력
정부효과성
규제의 질
법치주의

부패 통제

국가레
짐

사민주의 국가=1, 그 외=0

그외 국가(기타, 신규, 비OECD 국가)를 기준으로 
국가유형별로 독특한 특성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절편의 차이를 반영한 더미변수

Esping-Anders
en(1990: 
1996)을 토대로 
이후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유럽복지 국가=1, 그 외=0
자유주의 국가=1, 그 외=0
동아시아 국가=1, 그 외=0
기준: 그외 국가(기타, 신규, 

비OECD 국가)

통제변
수

국가규모 : ln인구(명)

2005, 2008, 2011년 3년치 패널자료로 삶의 질
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T-1)의 변수로 분석
에 추가하였으며,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탄력성
을 반영

IMF(2005, 
2008, 2011년)

기대수명

2005, 2008, 2011년 3년치 패널자료로 삶의 질
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T-1)의 변수로 분석
에 추가하였으며,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상대적 기
대수명이 높아짐을 의미

NEF(2005, 
2008, 2011년)

경제수준 : ln1인GDP(달러)

2005, 2008, 2011년 3년치 패널자료로 삶의 질
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T-1)의 변수로 분석
에 추가하고,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탄력성을 반
영

IMF(2005, 
2008, 2011년)

경제수준에 따라서 다른 변수와 교호작용이 존재
할 수 있음을 반영하기 위해서 1-4분위로 계층화
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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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술통계 결과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비고

(NEF) 삶의 만족도 408 2.40 8.50 5.78 1.27 136개국

3년치 
패널
자료

(2006, 
2009, 
2012)

거버넌스 (T-1)시민의 참여와 책임성 408 -2.03 1.77 -0.02 0.97 

(T-1)정치적 안정성과 무폭력 408 -2.70 1.59 -0.17 0.94 

(T-1)정부효과성 408 -1.68 2.41 0.07 0.98 

(T-1)규제의 질 408 -2.21 1.98 0.10 0.95 

(T-1)법의 지배 408 -1.77 1.98 -0.04 1.01 

(T-1)부패 통제 408 -1.48 2.47 -0.01 1.03 

(T-1)거버넌스지수 평균 408 -1.66 1.91 -0.01 0.92 

(T-1)기대수명 408 36.30 83.40 68.32 11.18 

(T-1)ln1인GDP(달러) 408 4.00 11.56 8.24 1.68 

(T-1)ln인구(천명) 408 5.62 14.10 9.52 1.50 

빈도 퍼센트 비고

국가레짐
(국가유형)

사민주의 국가 12 2.94 3년치 
패널
자료

(2006, 
2009, 
2012)

유럽복지 국가 24 5.88 

자유주의 국가 18 4.41 

동아시아 국가 6 1.47 

기타 국가 30 7.35

신규 국가 12 2.94

비OECD 국가 306 75.00 

합계 408 100.00 

2. 국가레짐(국가유형별) 거버넌스와 삶의 질 단순비교분석

<표 6>은 국가유형별 거버넌스에 대한 단순비교 분석결과이다. 즉, 사민주의(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4개국), 유럽복지(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8개국), 자유주의(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미국, 스위스 6개국), 동아시아(일본, 한국 2개국), 기타(체코,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그, 아이슬란드,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10개국), 신규(칠레, 슬로베

니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4개국), 비OECD(102개) 국가레짐에 따른 3년치 전년도 거

버넌스의 평균적 차이를 보여준다. 

분석결과는 모든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유형별로 거

버넌스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사민주의 국가에 해당되

는 표본이 시민의 참여와 책임성, 정치적 안정성과 무폭력, 정부효과성, 규제의 질, 법치

주의, 부패 통제를 비롯하여 6개 영역을 종합한 거버넌스 지수 평균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민주의 국가에 해당되는 표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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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레짐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거버넌스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자유주의 국가, 유럽복지 국가, 동아시아 국가 등의 순으로 평균적인 거버넌스의 수준이 

대체로 높음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Rothstein(2010), 양재진(2013) 등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정부의 질 또는 거버넌스는 국가레짐의 유형(복지국가 발달 정

도)과 깊은 관련성이 있으며, 스웨덴과 노르웨이, 덴마크 등 소위 사민주의 국가유형에

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을 잘 보여준다. 반면에, 이탈리아 등 남부유럽 국가유형과 

일본, 한국 등의 동아시아 국가유형은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의 질과 복지국가의 발전 

정도를 보인다. 이는 정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공공복지 효과성이 증대되고, 이

는 정부에 대한 신뢰그리고 복지지향성에 대한 저항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양재진, 2013). 

<표 6> 국가유형별 거버넌스에 대한 단순비교(ANOVA 분석결과)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T-1)시민의 
참여와 
책임성

사민주의 국가 12 1.60 0.08 76.07*** 
　
　

0.00 
　
　

유럽복지 국가 24 1.30 0.18 
자유주의 국가 18 1.43 0.16 
동아시아 국가 6 0.83 0.18 

기타 OECD  국가 30 0.93 0.54 
신규 OECD  국가 12 0.96 0.20 
비OECD  국가 306 -0.42 0.74 

합계 408 -0.02 0.97 
(T-1)정치적 

안정성과 
무폭력

사민주의 국가 12 1.27 0.17 30.50*** 
　
　

0.00 
　
　

유럽복지 국가 24 0.73 0.36 
자유주의 국가 18 0.82 0.42 
동아시아 국가 6 0.63 0.34 

기타 OECD  국가 30 0.62 0.76 
신규 OECD  국가 12 0.22 0.95 
비OECD  국가 306 -0.46 0.84 

합계 408 -0.17 0.94 
(T-1)정부효

과성
사민주의 국가 12 2.02 0.17 100.13*** 

　
　

0.00 
　
　

유럽복지 국가 24 1.35 0.45 
자유주의 국가 18 1.74 0.16 
동아시아 국가 6 1.24 0.16 

기타 OECD  국가 30 0.93 0.57 
신규 OECD  국가 12 1.14 0.12 
비OECD  국가 306 -0.36 0.68 

합계 408 0.07 0.98 
(T-1)규제의 

질
사민주의 국가 12 1.66 0.18 79.40*** 

　
　

0.00 
　
　

유럽복지 국가 24 1.30 0.30 
자유주의 국가 18 1.65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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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 p.<0.01, ** p.<0.05,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표 7>은 국가유형별 삶의 질에 대한 단순비교 분석결과이다. 즉, 사민주의(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4개국), 유럽복지(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8개국), 자유주의(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미국, 스위스 6개국), 동아시아(일본, 한국 2개국), 기타(체코,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그, 아이슬란드,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10개국), 신규(칠레, 슬로베

니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4개국), 비OECD(102개) 국가유형별로 삶의 질의 평균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분석결과는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유형별로 삶의 질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민주의 국가에 해당되는 표본이 NEF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다른 국가유형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국민들이 인식

동아시아 국가 6 0.95 0.19 
기타 OECD  국가 30 1.04 0.49 
신규 OECD  국가 12 1.20 0.32 
비OECD  국가 306 -0.29 0.72 

합계 408 0.10 0.95 
(T-1)법의 

지배
사민주의 국가 12 1.92 0.05 104.57*** 

　
　

0.00 
　
　

유럽복지 국가 24 1.34 0.45 
자유주의 국가 18 1.73 0.11 
동아시아 국가 6 1.11 0.20 

기타 OECD  국가 30 0.85 0.75 
신규 OECD  국가 12 1.07 0.19 
비OECD  국가 306 -0.48 0.68 

합계 408 -0.04 1.01 
(T-1)부패 

통제
사민주의 국가 12 2.22 0.18 102.91*** 

　
　

0.00 
　
　

유럽복지 국가 24 1.35 0.59 
자유주의 국가 18 1.91 0.31 
동아시아 국가 6 0.91 0.49 

기타 OECD  국가 30 0.72 0.86 
신규 OECD  국가 12 1.02 0.28 
비OECD  국가 306 -0.44 0.67 

합계 408 -0.01 1.03 
(T-1)거버넌
스지수 평균

사민주의 국가 12 1.78 0.09 101.51*** 
　
　

0.00 
　
　

유럽복지 국가 24 1.23 0.35 
자유주의 국가 18 1.55 0.19 
동아시아 국가 6 0.95 0.24 

기타 OECD  국가 30 0.85 0.62 
신규 OECD  국가 12 0.93 0.25 
비OECD  국가 306 -0.41 0.63 

합계 408 -0.01 0.92 



54 ｢행정논총｣ 제55권 제2호

하는 주관적인 인식이 가장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거버넌스 지표에서 

사민주의 국가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사민주의 국가에 해당되는 표

본들이 다른 국가레짐에 비해서 전반적인 삶의 질과 행복 정도가 가장 좋음을 의미한다. 

이는 양재진(2013) 등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즉, 자유주의와 사민주의에 해당되는 국가

에서 행복수준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보수주의, 남부유럽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으

며, 한국 등은 남부유럽 수준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사회가 얼마나 평

등한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소득의 격차가 크지 않은 평등한 사회에서 

행복수준이 상승할 수 있으며, 대체로 사민주의 유럽국가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 

이들의 불평등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낮은 것과 연관되어 있다(Clark & Oswald, 

1996; Luttmer, 2005; Alesina, Di Tella, and MacCulloch, 2004; Hagerty, 2000; Woo, 

2013; 우창빈, 2015 재인용). 

그 다음으로 자유주의 국가, 유럽복지 국가 등의 순으로 전반적 삶의 질의 수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 국가 유형은 비OECD에 비해서

는 다소 높으나 다른 OECD 국가군 가운데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표 6>과 연계하여 

생각해 보면, 동아시아 국가유형은 거버넌스의 수준에 비해서 대체로 국민들이 인식하

는 삶의 질의 수준이 낮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행복 또는 삶의 

질의 주관적 측정에는 사회, 제도,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 차이가 발생으로 판단된다

(Hofstede, 2001; 김윤태, 2009). 즉, 동서양의 행복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서

양이 동양에 비해 행복을 더 느낀다는 논의가 존재하며,  서로 다른 발전단계의 사회 

또는 국가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데 있어서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을 잘 보여준다. 

<표 7> 국가유형별 삶의 질에 대한 단순비교(ANOVA 분석결과)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NEF)삶의 
만족도

사민주의 국가 12 7.78 0.28 29.67*** 
　
　

0.00 
　
　

유럽복지 국가 24 6.95 0.70 

자유주의 국가 18 7.54 0.33 

동아시아 국가 6 6.21 0.33 

기타 OECD  국가 30 6.53 0.90 

신규 OECD  국가 12 6.34 0.74 

비OECD  국가 306 5.40 1.16 

합계 408 5.78 1.27 

주1 : *** p.<0.01, ** p.<0.05,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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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관관계 및 (패널)회귀분석

<표 8>은 상관분석 결과로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이 변수 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공동변화 정도를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거버넌스

와 삶의 질은 대체로 정(+)의 관계로 공동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8> 상관관계 분석결과

주1 : 표본이 408개임(136개 표본 × 3년)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주2 : 윗줄은 피어슨상관계수를, 아랫줄은 P값을 의미함
주3 : *** p.<0.01, ** p.<0.05,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이상의 변수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이 

표는 NEF 삶의 만족도에 대한 패널회귀분석 결과(2006, 2009, 2012년 3년치 패널자료)

로서, 136개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1은 전체 국가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이고, 모형2~모형5는 경제수준의 계층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1에서 시민의 참여와 책임성, 정부효과성, 부패통제의 경우는 NEF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반해서 규제의 질, 법의 지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Rothstein & Teorell(2008) 부패, 법치주의, 정부효과성 등

의 정부의 질 또는 거버넌스 수준은 부패가 적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정부를 의미하며, 

 구분 A B C D E F G H I J K
A. (T-1) 시민의 참여와 책임성 1.00 0.71 0.82 0.86 0.83 0.80 0.89 0.56 0.53 0.73 -0.2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B. (T-1) 정치적 안정성과 
무폭력

1.00 0.75 0.74 0.79 0.78 0.85 0.49 0.47 0.69 -0.4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C. (T-1) 정부효과성 1.00 0.94 0.96 0.95 0.97 0.66 0.69 0.86 -0.1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D. (T-1) 규제의 질 1.00 0.93 0.89 0.96 0.61 0.65 0.84 -0.2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E. (T-1) 법의 지배 1.00 0.96 0.98 0.62 0.64 0.84 -0.20 
　 0.00 0.00 0.00 0.00 0.00 0.00 

F. (T-1) 부패 통제 1.00 0.96 0.64 0.61 0.82 -0.23 
　 0.00 0.00 0.00 0.00 0.00 

G. (T-1)거버넌스지수 평균 1.00 0.64 0.64 0.85 -0.26 
　 0.00 0.00 0.00 0.00 

H. (NEF)삶의 만족도 1.00 0.68 0.72 -0.10 
　 0.00 0.00 0.06 

I. (T-1)기대수명 1.00 0.79 -0.11 
　 0.00 0.04 

J. (T-1)ln1인GDP(달러) 1.00 -0.17 
　 0.00 

K. (T-1)ln인구(천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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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실증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정부의 질 또는 거버넌스 수준이 보다 나은 정부성과

와 더불어 행복 또는 삶의 질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짐을 규명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

다. 이후의 다양한 실증연구(Bjørnskov etal., 2008; Teorell, 2009; Samanni & 

Holmberg, 2010; Ott, 2010; 2011; 2014; 배정현, 2014; 우창빈, 2014 등)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면서 실증적인 증거와 맥을 같이 한다. 즉, Bjørnskov etal.(2008)은 거버넌스 

또는 정부의 질이 행복과 긍정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Teorell 

(2009)은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표를 이용하여, 행복 또는 삶의 질 사이에 유의미한 관

계를 발견하였고, Ott(2010)는 정부의 질이 행복과 긍정적인(+) 관계를 지니며, 정부의 

효과성, 규제의 질, 법의 지배, 부패의 통제 등 정부의 기술적 측면들이 행복과 강한 관

계를 가짐을 강조하였다. 우창빈(2014)은 참여와 책임성이 행복 또는 삶의 질에 있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강조하였다. 배정현(2014)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정부의 

질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그리고 국가레짐 가운

데 사민주의에 해당되는 국가유형에서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동아시아에 해

당되는 국가유형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Radcliff(2001)는 사회적 권리의 양적, 질적 측면을 반영하는 탈상품화 정도를 중심으로 

복지수준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한 것처럼, 복지수준이 높은 사민주의 국가레짐에

서의 삶의 질은 높은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Pacek & Radcliff(2008), Gainer(2013), 배

정현(2014) 등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이러한 국가레짐의 차이를 유추해볼 수 있다. 그 

외 통제변수에 해당되는 기대수명이 높을수록, 그리고 1인당 GDP가 높을수록 평균적으

로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존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모형2~모형5의 경제수준별 4분위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거버넌스와 국가레짐의 세부 요소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서는 기

대수명이 핵심적인 삶의 질의 영향요인이나, 중간 정도의 경제수준의 국가에서는 법의 

지배, 부패통제 등의 거버넌스와 기대수명, 1인당 GDP 등이 동시에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상위25% 이상에 해당되는 선진국(대부분 OECD 가입국)

에서는 거버넌스 중 정치적 안정성과 무폭력과 더불어 사민주의와 자유주의 국가레짐, 

1인당 GDP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Bjørnskov etal.(2008)이 제시한 것과 같이, 거버넌스 또는 정부의 질이 행복

과 긍정적인(+) 관계를 지니되,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에 따라서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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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시사점 및 후속연구 필요성

본 연구는 국민행복을 국민이 느끼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한 국가 안에

서 국민이 인식하는 삶의 질의 총체로 보았다. 이를 전제로 국가수준에서 국민행복(삶의 

질)을 대리하는 다양한 국제통계 가운데, 특히 NEF의 HPI(Happy Planet Index 2006, 

2009, 2012)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수준, 국가레짐(국가유형), 경제수준(1인당GDP), 기대

수명, 국가규모(인구규모)와의 관련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행복을 대리하는 삶의 질의 영향요인으로서 기존에 논의된 경제수준과 

기대수명, 국가규모 외에 국가레짐(유형)을 재구성하여 정부의 질을 대리하는 거버넌스 

수준(세부 요소별 수준)과 국민행복(삶의 질)과의 심층적인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

서 기존연구와 차별적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서비스 질에 대한 원인으로서 

국가의 유형이나 거버넌스의 특성을 고려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유형별로 거버넌스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민주의 국

가레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자유주의 국가, 유럽복지 국가, 동아시아 국가 등

의 순으로 평균적인 거버넌스의 수준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Rothstein(2010), 양재진(2013) 등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정부의 질(또는 거버넌

스)은 국가레짐의 유형(복지국가 발달 정도)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는 정

부의 효율적 운영이 중장기적인 영향력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이탈리아 등 남부유

럽 국가유형과 일본, 한국 등의 동아시아 국가유형은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의 질과 복지

국가의 발전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사민주의 국가레짐에서 NEF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다른 

국가유형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국민들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인식이 가장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창빈(2015) 등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대체로 사민주의 유럽국

가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 이들의 불평등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낮은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아시아 국가레짐이 가장 낮은 이유는 사회문화

적 맥락에 있어서 동양과 서양의 서로 다른 발전단계에 따라서 인식하는 행복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시민의 참여와 책임성, 정부효과성, 부패통제의 경우는 NEF 삶의 만족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반해서 규제의 질, 법의 지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논의(Rothstein & Teorell, 2008; Bjørnskov etal., 2008; Teorell, 

2009; Samanni & Holmberg, 2010; Ott, 2010; 2011; 2014; 배정현, 2014; 우창빈,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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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국가레짐 가운데 사민주의에 해당되는 국가유형에서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동아시아에 해당되는 국가유형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

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그 외 통제변수에 해당되는 기대수명이 높을수록, 그리고 1인당 GDP가 높을

수록 평균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건강과 더불어, 경제수준이 

일정 부분 행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서는 기대수명이 핵심적인 삶의 질의 영

향요인이나, 중간 정도의 경제수준의 국가에서는 법의 지배, 부패통제 등의 거버넌스와 

기대수명, 1인당 GDP 등이 동시에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상

위25% 이상에 해당되는 선진국(대부분 OECD 가입국)에서는 거버넌스 중 정치적 안정성

과 무폭력과 더불어 사민주의와 자유주의 국가레짐, 1인당 GDP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수준에 따라서 행복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방식 외에도 삶의 질이나 거버넌스 

개념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하고 정교한 측정과 장기적인 데이터 축적을 통

해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반적인 삶의 질 외에도 

이를 세분화해서 분야별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후속적인 논의

가 필요하다. 아울러 최근의 연구경향을 고려할 때, 거버넌스와 삶의 질, 경제수준과 삶

의 질 등에 대한 유형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형별 독특성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계량분석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질적 연구에 대한 기초가 된다. 예를 들어 유형화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분야 또는 영역

별로 구체적인 표본(국가)을 발굴하고 해당 사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추적연구를 통한 인과관계의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후속논의가 본 연구를 기초로 지속화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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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ison of National Happiness by Country Level: An Empirical 
Analysis of National Regime, Governance, and Quality of Life

In-Sub Han, Chae-Hong Lim & Jung-Yul Kim

National Happiness is a complex and multidimensional concept measuring what the people 

feel in a nation, and is the total quality of life that people perceive. In this study, national regime 

(national type) and the level of governance were measured by the Happy Planet Index of NEF, 

with the characteristics of economic level (per capita GDP), and life expectancy, A panel 

analysis of the patterns and relationships was conducted. As a result, the effects on governance 

and quality of life differed according to the national regime (country type), and the patterns 

were analyzed to show the differences. In addition to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the 

necessity of follow-up research was discussed.

【Keywords: National Happiness (Quality of Life), National Regime (Country Type), 

Gover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