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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적 통합과 삶의 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

였다. 최근 커뮤니티 웰빙과 같이 삶의 만족도에 대해 개인적 요소보다 사회적 요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회적 자본을 주요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여타 설명 변수로서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경기도 지역주민

이며,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이항 로짓

(binary logit) 회귀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종속변수인 사회적 통합과 삶의 만족도에 지역 주민

에 대한 신뢰도(이웃관계), 직업만족도, 지역 재난관리 수준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지역 주민에 대한 신뢰도(이웃관계)는 두 종속변수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

을 주었으며, 영향의 정도도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주민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통합이 주민들의 이웃 관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지방

정부는 도시 기반시설과 같은 물질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강화와 같은 사회적 관계 

개선에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여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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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주체로서의 개인과 대별되는 개념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존재 이유, 형성 논리 및 운영 

원칙에 대한 의견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난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개인이 국가 및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또는 자

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국가와 사회 모두에게 주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현대 국가의 주요 목표는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만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이와 같은 국가적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고려사항이 존재한다. 첫째, 시민의 삶의 질을 어떤 지표로 측정

할 것인가이다. 과거 국가들은 GDP와 같은 명시적 경제지표를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전체의 경제적 성장이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 한 접근법이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국가적 경

제 발전 정도에 기초한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도, 정확하지도 않다는 

의견이 많은 학문적 지지를 얻게 되었다. 기존 경제학 기반 접근법에 대해 비판적 견해

를 견지하는 사회심리학자와 사회학자들은 파트너십(partnership), 신뢰 및 시민참여 등

의 개인적 웰빙에 대한 비경제적 요인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Delhey and Dragolov, 

2016).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개인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둘째, 개인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높일 것인가이다. 개인의 

경제적 풍요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음에 

따라 어떤 요소가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국가 행정 전체의 궁극적 지향점을 규정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삶에 더 밀착되

어 있고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방향성을 구체적으

로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삶의 질 혹은 만족도와 더불어 논의되는 중요한 주제는 사회적 통합이다. 사회적 통합

은 개인의 주거환경과 커뮤니티 등과 함께 사회학 및 사회 정책 분야에서 오랫동안 중요

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현대 국가가 급격한 도시화를 겪게 되면서 이웃사촌이라

는 개념은 희박해지고, 극단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삶이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가운

데 사회적 연결성이 저하된 커뮤니티는 개인 간 사회적 갈등, 사회적 무질서, 도덕성 결

여, 극단적인 사회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난제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Forrest & Kearns, 

2001). 커뮤니티 내 개인 간의 분절적 관계가 구성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일종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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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사회 요인’(social factor)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웃 간의 관계를 비롯한 

주요 사회적 통합 요소가 약화될 경우,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노동자들에 비해 거주지 근

처에서 활동할 기회가 많은 경제적 약자, 노인, 장애우들에게 더욱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시민 전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유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통합을 향상시

키기 위한 방안을 실증자료 분석을 통해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내용은 선행연구 

검토, 연구설계, 실증분석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통합(Social Cohesion)

세계화, 개인화, 다양화 등은 현대 사회의 특징적 성격을 구성함에 있어 큰 기여를 하

였으며 동시에 그 자체로 현대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 양상이다. 이와 같은 

변화 결과, 합의적 공동체 가치(consensual community values)가 퇴색되고 그 공간은 

다양한 의견과 가치의 부조화 및 충돌로 채워지고 있다(Jansen et al., 2006). 사회구성원

이 갈등적 공존(conflictual coexistence)을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에서 사회적 통합(social cohesion)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자 전략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회적 통합은 사회적 조화와 사회구성원 간 결속을 반영한다. Jeannotte et al. 

(2002:3)은 사회적 통합(social cohesion)을 “집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층위에서 협력하고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개인들의 의지”에 기반 한 것이라고 정의한

다. 사회적 통합은 상이한 이해관계와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각 개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있어 사회 전체를 긴밀하게 결속시키는 아교 역할을 한다. 이는 사회적 자본 개

념보다 넓으며, 사회적 관계의 질적인 측면 보다 더욱 결속적 측면을 강조한다(Walker& 

Van der Maesen, 2014).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개인의 실제 삶의 모양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사회적 통합의 개념은 그렇지 않다. 사회적 통합은 사회적 관계 및 

관계망, 사회적･정치적 신뢰, 인내, 시민정신 및 참여, 갈등의 부재 등의 개념을 포괄한

다. 즉, 통합적인 사회는 사회 및 커뮤니티 구성원간의 탄력적인 사회적 관계와 긍정적

인 감성의 연결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Bertelsmann-Foundation, 2013: 11). 

사회적 통합은 세 가지 개념, 즉,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 연결성(connect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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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익도모(focus on the common good)로 구성되어 있다(Eurofound & Bertelsmann 

Siftung, 2014). 사회적 관계는 개인과 조직 간의 수평적인 네트워크로 이해할 수 있으며 지

역주민간의 신뢰와 다양성에 관한 수용 등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 사회적 연결성은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 간의 수직적 관계를 말하며 조직 내의 정체성, 기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인식 등이 특징이다. 공익도모 측면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타인을 돕는 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사회적 규범을 존중하며, 시민 참여에 대해 적극성을 가질 경우 사회

적 통합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통합의 효과와 관련하여, 개인의 사회적 통합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행복도를 높인다는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Chen et al.(2015)은 사회적 통합

과 노인 건강 및 행복의 긍정적 상관성을 밝혀내었다. 사회적 통합은 이웃과의 연결성 

및 웰빙 측면에서 젊은 사람들에 비해 노인들의 활동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Elliott et al., 2014). 사회적 통합정도가 높은 사회일수록 낮은 사망률을 보

이며 건강한 구성원의 비율이 높다는 연구(Inoue et al., 2013)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

럼 사회 통합성 및 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취약한 건강, 이동의 제한성, 재정 제약, 이동

수단의 제한 및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의 보살핌을 통해 노인1)들을 도울 수 

있다(Young et al. 2004). 

사회적 통합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개인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및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사회적 통합과 같은 사회적 요소

를 개인적 차원의 사회적 자원(social resources)으로 볼 것 인지, 아니면 집합적 차원에

서 사회 구성원 모두에 대한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으로 볼 것 인지이다

(Delhey & Dragolov, 2016). 다시 말해, 개인이 주체로서 형성하고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통합의 개별적 수준에 주목할 것인가와 개인이 집합적으로 형성한 사회적 

통합의 수준을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단일한 조건으로 이해할 것인가의 차이이다. 

예를 들어, Delhey & Dragolov(2016)는 사회적 통합을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집합체적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Klein(2013)을 비롯

한 일련의 학자들은 개인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개인적 차원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문적 관점 차이에 대한 고려보다는 분석 대상 자료가 개인 차원의 

1) 노인들의 상대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노인들이 지역 사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안전성이 부족하

다고 느낄 때, 더 오래 집에 머무르려 하고 이는 사회적 고립, 우울증, 신체적 활동의 감소를 불러일

으킨다(Young et al., 2004). 노인들은 생활주기에 있어 사회적 기능(예: 퇴직), 사회적 관계(예: 배우

자나 친구의 죽음), 그리고 신체적 조건(예: 만성 질병 및 장애) 등의 변화를 겪는다(Rowe & Kahn, 

1997). 이러한 변화의 기간에 보다 활발한 사회적 관계성을 지닌 노인들은 더 다양한 자원에 접근 

가능하고, 정신 건강을 고취시켜 우울감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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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정도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통합을 개인적 차원의 사회적 자원으로 

이해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 개념에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행복, 삶의 만족도 등이 있다. 각 개념이 학문적으로 엄밀하게 구별되는가

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모두 개인의 삶을 경제적 풍요 차원보다 다차원적으

로 이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다시 말해, 삶의 만족도는 인간 삶의 

다양한 조건들을 반영한다. 즉, 웰빙, 행복, 삶의 만족도, 자존감, 필요에 대한 충족, 자

유, 정의, 효율성, 복지, 빈곤감, 환경의 질 등이 모두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Massam, 2002; Matarrita-Cascante et al., 2010). 

삶의 만족도가 삶의 제 조건을 포함한 다차원적 개념이라고 규정한다면, 개인의 성별 

교육 등과 같은 인구통계적 요소, 신체적/정신적 상태, 사회적 관계, 경제적 조건 등에 

영향을 받는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삶의 질, 삶의 만족도, 또는 주관적 웰빙과 관련

하여, 많은 학자들은 이와 같은 인구학적･사회경제적 요소들이 개인의 삶의 질 혹은 만

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진행해 왔다(Diener 2009). 첫째, 인구 통계적 요소 

중에서 고용, 교육, 종교, 혼인 및 가족 등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Bowling, 2011; Levasseur et al., 2009; Leyden et al., 2011). 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실업자 집단이 행복을 가장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lark & 

Oswald, 1994; Clark, 2003), 직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Bowling, 2011). 교육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연구 결과(Mastekaasa & 

Moum, 1984)가 있음에 반해 종교와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많았다(Leyden et al., 2011; Putnam, 2000; Van Kamp et al., 2003). 혼

인과 가족에 대한 만족도 역시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관계를 보였다(Berry & 

Okulicz-Kozaryn, 2011). 둘째,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owling, 2011; Levasseur et al., 

2009; Leyden et al., 2011). 셋째, 삶의 만족도와 개인의 사회적 관계는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Helliwell & Putnam, 2004; Holder & Coleman, 2009; Levasseur et al., 2009). 즉, 

가족, 일터, 지역사회, 그리고 친구등과의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가질수록, 이웃 및 정부

에 보다 신뢰할수록, 그리고 시민 활동에 적극적일수록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높다고 

알려져 있다(Putnam, 2000).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지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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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신체적으로 건강할수록,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을수록, 기혼자 일수록, 나이가 들수

록, 여성일수록, 작은 타운에 살수록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Bowling, 2011; Levasseur et al., 2009; Leyden et al., 2011). 

3.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적 집단 내에 존재하는 실제적 혹은 잠재적인 자원

의 집합체로서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축적된다(Bourdieu, 1983; 장미혜 외, 2009). 즉,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교류와 호혜성

에 기반을 두어 발전하는 자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Coleman, 1988; Putnam, 2000). 이

는 사회적 자본2)이 단순히 사회에 존재하는 관계성의 단순 합계가 아니라, 관계를 연결

하는 아교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Adler & Kwon, 2002). 

자원으로서 사회적 자본은 단지 사회구조의 구성요소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 인적 자원과 같이 미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개인적 자원으로 이해되

기도 한다(Klein, 2013).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개인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은 미

래의 수익을 기대하는 일종의 투자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Coleman, 1990). 따라서 개인

이나 집단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투자행위로서의 사회적 자본은 다른 투자행위와 마찬

가지로 경제적 소득 또는 심리적 수익(주관적 웰빙)을 발생시키고, 이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positive externality)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자본이 높은 사회

일수록 사회 구성원의 교육, 건강, 안전, 신체적 활동, 정치 참여, 사회/경제적 균형, 사

회 통합 정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Elgar et al., 2011; Putnam, 2000; World Bank, 

2006). 또한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가 높기 때문에, 거래비용의 

절감으로 인해 인적 및 경제적 자본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Putnam, 

2000). 이러한 맥락에서 World Bank(2006)는 보이지 않는 자원, 즉 사회 구성원간의 신

뢰 및 규범이 천연 자원보다 경제 발전을 하는데 더 중요한 자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

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높은 사회일수록, 경제적 위기 및 자연재해와 같은 사회적 위기

로부터 더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Aldrich & Meyer, 2014)과 맥락을 같이 한

2) 일반적으로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서, 동일 지역에서 거주 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기혼자일수록, 건강할수록, 아이가 있을수록, 집을 소유할수록, 보다 많은 소득이 있을수록, 보다 고

학력자 일수록 보다 높은 사회적 자본수준을 보인다. 또한 이는 적극적인 커뮤니티 활동 및 지

역 애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Fone et al., 2006; Larsen et al., 2004; Leyden et al., 2011; 

Nasar & Julia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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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lein(2013)은 사회적 통합이 개인의 주관적 웰빙은 물론이고 개인 소득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통합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사회적 자본

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즉, 사회적 자본이 개인적 차원에서 축적될 수 있고, 이렇게 

축적된 사회적 자본은 그 집합적 결과로서 사회적 통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소득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 행복과 삶의 만족도 등 개인의 웰빙에 대해 갖는 

효과를 설명하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대부분의 연구는 사회참여, 신뢰, 네트워크 규

범 등의 사회적 자본의 하위 구성요소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

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박보현 외, 2015; 정순둘･성민현, 2012; 엄태완, 2011; 김혜연, 

2011; 신상식･최수일, 2010; 이정규, 2009; 이기홍, 2005). 예를 들어, 사회적 자본과 사

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분석한 엄태완(2011)은 사회적 자본은 새터민 여성의 우울감

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또한, 박보현 외(2015)의 경우 사회적 자본과 건강관련 삶의 

질을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소인 사회참여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긍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음을 밝혀내었다. 김혜연(2011)의 연구 또한 사회적 자본

의 구성요소 중 주민 간 네트워크, 신뢰 및 참여 등이 삶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자본과 개인의 삶의 질 간 관계에 대한 국내 문헌은 국외

문헌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사회적 자본의 강화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객관적･주관

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사회적 자본의 하위 구성요소 각각 서로 다른 

크기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며 개인의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같은 인구통

계학적 특성에 따라 개인의 웰빙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이 상이할 수 있음을 주지

할 필요가 있다. 

4. 본 연구의 의의

공동체(community) 혹은 도시･지방 연구 분야에서 사회적 통합, 삶의 만족도,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축적되어 왔지만, 여전히 연구가 필요한 중요한 주제들이다. 

경제･사회 환경과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연구대상, 연구지역, 연구시기에 따라 실증분석

의 내용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도 새로운 주제를 연구하는 창

의적 시도는 아니지만, 기존 연구와 몇 가지 측면에서 차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이론 혹은 제한된 연구내용을 실증하고 확장하는데 의의

가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 요소와 삶의 만족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다(Putnam, 2000; Talò et al., 2014; Yetim and Yetim, 2014; 엄태완, 2011). 이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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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증연구의 방법 및 내용이 부족하거나(Putnam, 2000; Talò et al., 2014), 한정된 공

동체 범위에 국한되어 있다(Yetim and Yetim, 2014; 엄태완, 2011). 또한, 기존 연구에

서는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통합과의 관계가 간과되었기에, 이 점을 극복하여 지역소속

감 및 애착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찾을 필요가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사회적 통합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분석하되, 과학

적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경기지역 전체 시･군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선행

연구의 논의를 실증적으로 확장시킬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와 달리 지역소속감을 도/

시/군/읍면동/마을 소속감으로 세분화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 주민들의 지역적·집합적 특수성을 분석하였다는데 의의

가 있다. 사회적 자본은 지역주민이 지닌 특징에 따라 차별적으로 축적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예를 들어, 통합창원시 주민들의 사회적 자본 차이를 연구(박보현 외, 2015)에 

따르면, 주민간의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의 격차가 적을수록 그 사회는 사회적 자본을 

많이 보유한다고 한다. 다른 연구에서도 도시화 지역대비 농촌지역의 사회참여가 저조

하고 동･읍 지역의 신뢰와 참여수준이 면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이진향 외, 2012). 따

라서 지역의 특수성이 사회적 자본과 사회통합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라는 지역적 특수성 하에서, 사회적 자본, 삶의 만족도, 사회적 통합 변수

에 대한 연구결과가 기존의 연구와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 

즉,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본 연구의 결과가, 살기 좋은 지역 및 더 나아가 지역 주민

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 자료와 방법론 측면에서 기여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하는 자료는 경기지역 2만 가구를 심층적으로 조사한 설문자료로서, 기존의 자료와는 

그 양과 질에서 독보적인 자료라 평가받고 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제외하면, 

이 자료를 활용하여 학술논문 형태로 발전시킨 것은 본 연구가 최초의 논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인 사회적 통합과 삶의 만족도의 조작적 정의, 사회적 자본 

및 여타 설명 변수의 구성 방법,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자세한 해석 등은 후속 연구에 

참고할 만한 방법론적 기여점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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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연구문제

최근 커뮤니티 웰빙과 같은 공동체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 혹은 지역 소속감을 높이

기 위한 요소로 개인 측면 보다는 사회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지역 

정주의식, 사회적 통합, 만족도 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근

거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사회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연

구를 진행한다. 즉, 독립변수인 사회적 관계(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다양한 지역 변수들과 개인적 요인의 효과를 통제한다. 사회적 통합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자본과 지역 및 개인 요소들의 효과를 분석한다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사회적 자본은 경기도 주민의 사회적 통합 및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경기도 주민의 사회적 통합 및 삶의 만족도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2. 분석자료 및 변수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경기연구원에서 2016년에 실시한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

사”(이하 삶의 질 조사)를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삶의 질 조사는 경기도 전체 시･군의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가족, 주거, 가계경제, 일자리, 교통환경, 

일반환경, 사회통합, 웰빙 등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는 이 설문조사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연구문제와 관련된 설문항목들을 추출하고, 설

문 응답값은 분석에 필요한 형태로 조작적 정의(operationalization)화 하여 다시 코딩

(coding)하였다. 이하에서는 어떤 설문문항을 조작적 정의를 통해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로 분석에 활용 하였는지, 각 변수 관련 자료의 코딩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종속

변수에 대한 설명변수는 기존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삶의 질 조사 설문지에서 가능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종속변수인 사회적 통합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문항 G1을 이용하여 지역 소속

감 변수를 생성하였다. 설문문항 G1은 경기지역을 4 등급(경기도, 시･군, 읍면동, 마을)

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소속감 정도를 4점 척도로 질문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하위질문에 대한 응답값을 평균하여 통합소속감 변수를 설정하였고, 분석의 편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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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 설명 설문문항

통합소속감 1= G1.1~G1.4의 평균값 초과, 0=평균값 이하 G1.1~G1.4

도 소속감

1=강하게 혹은 약하게 느낀다, 0= 별로 혹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

G1.1

시/군 소속감 G1.2

읍면동 소속감 G1.3

마을 소속감 G1.4

삶의 만족도 1=현재만족도 및 이상적 삶과의 적합도의 평균값 초과, 0=평균값 이하 H1, H2

이웃관계 이웃관련변수(이웃에게 도움 받음,이웃에게 도움줌,이웃신뢰)의 평균. G2.1~G2.3

이웃도움 이웃에 도움요청(경험함=1, 안함=0)문항 응답들의 합계 G3.1~G3.5

봉사활동 1=봉사참여의사 있음, 0= 없음 G4

사교활동 사교활동(종교, 교육, 운동, 문화, 사회단체, 지역단체) 참여 합계 G5.1~G5.6

선거참여 선거(대선, 지선, 총선) 참여 응답 합계 G6.1~G6.3

기혼 1=기혼, 0=미혼 A5, A8

교육 1=초등,2=중등,3=고등,4=전문,5=대학,6=석사,7=박사 I1

개인건강 건강상태(건강인식,건강관심,식습관관리,운동)평가평균 H4.1~H4.4

충분한 수면 4점등간척도(매우그렇다1점~전혀그렇지않다4점) H7

여가시간 4점등간척도(매우부족1점~매우충분4점) H9

주거(자가) 1=자가,0=그외 B2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만원) C2.1

부채 1=있다,0=그외 C9

근무일수 1주일간근무일수 D4.1

자가용 1=있음,0=없음 E10

직업만족 직장만족도(자긍심,보상,안정,적성,인정)평균 D5.1~D5.5

직장유지 1=현재상태유지,0=그외 D10

가구크기 가구원수(명)

자녀유무 1=자녀있음(1명이상),0=없음 A6_1A

통근수단 1=자가용,0=그외 E3_A

이사의향 1=있다,0=그외 B5

정주의향 1=심각히고려~4=전혀고려않음(4점등간척도) E8.1

재난관리 재난관리체계(경계경보및대피,응급의료)평가평균 F4.3, F4.4

거주기간 1=5년이하,2=6~10년,3=11~15년,4=16~20년,5=21년이상 B1

편의시설만족 편의시설(일상용품,의료,공공기관,생활문화,근린,복지)만족도평균 B7.1~B7.6

주차환경 주차환경(차수용대수,주차장안전,불법주차단속)만족도평균 E11.1~E1.3

교통환경 교통환경(도보,이륜차,승용차,버스,철도)만족도평균 E12.1~E12.5

교통안전 교통안전(주거보행, 상가보행, 학교보행, 어린이 보호, 건널목)만족도 평균 E13.1~E13.5

<표 1> 변수의 설명 및 설문자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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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평균값을 기준으로 1과 0으로 다시 코딩하였다. 또한, 광역단위에서 마을단위로 지

역이 세분화 될 때, 소속감에 미치는 설명변수들의 영향의 정도가 다른지 분석하기 위하

여, 각 지역 단계별 소속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두 번째 종속변수

인 삶의 만족도는 설문문항 H1과 H2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첫 번째 문항(H1)은 현재 

시점에서의 삶의 전반적 만족도를 질문한 것이고, 두 번째 문항(H2)은 현재의 삶과 이상

적인 삶의 정합성 정도를 질문한 것이다. 분석 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이 두 설문문항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1(평균값 이상)과 0(평균값 이하)을 입력하여 이항(binary) 변수로 변

환하였다. 

독립변수는 사회적 통합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인 사회적 자본으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Putnam, 2000)를 참고하여,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를 측정한 

이웃관계 변수, 사회적 연결성을 대리하는 선거참여 변수, 공익도모를 의미하는 봉사활

동 변수, 사회적 교류를 의미하는 사교활동 변수, 호혜성을 뜻하는 이웃도움 변수로 구

성하였다.

통제변수는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커뮤니티(지역)적 특성의 세 범

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첫째, 개인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로는 우선 결혼, 주거형

태, 부채여부, 교육수준, 주간 근무일수, 수면부족에 의한 일상생활 방해여부, 여가시간

의 충분성 여부 등을 선택하였다. 둘째, 개인의 경제적 특성 변수로 자가용 보유여부, 

직장만족도, 직장유지의사 등을 고려하였다. 셋째, 커뮤니티(지역)와 관련된 변수로서 통

근수단, 이사의향, 지역 재난관리 수준, 이웃에 대한 신뢰, 자녀 유무, 지역 거주기간, 

편의시설 만족도, 주차환경 만족도, 교통환경 만족도, 교통안전 만족도 등을 선정하였다. 

각 변수들에 대한 설명과 관련 설문항목에 대한 정보는 위 <표 1>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변수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산출하였다. 평균값과 빈도(frequency)를 이용하여 각 변수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통합 및 지역단위별 소속감 변수와 삶의 만족도는 모두 

0과 1로 코딩하여, 이항변수(binary variable)화 하였다. 통합소속감과 삶의 만족도는 평균값

이 0.616과 0.57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소속감과 만족도를 표출한 응답이 더 많은 것

으로 해석된다. 결혼과 주거의 경우는 기혼과 자가 주거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부채는 ‘있음’으로 응답한 피설문자가 더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근무일수는 평균적으로 5일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건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수면은 부족하지 않

은 응답이, 여가시간은 충분하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만족도와 직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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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의사도 긍정적으로 응답한 수가 더 많았다. 통근수단은 자가용 보다 다른 수단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근 불편과 관련된 정주의향도 3.2점으로 계속 거주 의사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난관리, 이웃신뢰, 편의시설, 주차환경, 교통환경 등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도 모두 2.7점 이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더 우세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통합소속감 20,000 0.616 0.486 0 1
도 소속감 20,000 0.746 0.435 0 1
시/군 소속감 20,000 0.734 0.442 0 1
읍면동 소속감 20,000 0.756 0.429 0 1
마을 소속감 20,000 0.811 0.391 0 1
삶의 만족도 20,000 0.575 0.494 0 1
이웃관계 20,000 2.593 0.693 1 4
이웃도움 20,000 1.117 1.504 0 5
봉사활동 20,000 0.258 0.438 0 1
사교활동 20,000 0.928 1.066 0 6
선거참여 20,000 2.452 0.901 0 3
기혼 20,000 0.768 0.422 0 1
교육 20,000 3.609 1.104 1 7
건강 20,000 2.815 0.494 1 4
충분한 수면 20,000 2.989 0.546 1 4
여가시간 20,000 2.780 0.658 1 4
주거(자가) 20,000 0.592 0.492 0 1
가구소득 20,000 342.712 169.762 30 4500
부채 20,000 0.399 0.490 0 1
근무일수 16,968 5.471 0.726 1 7
자가용 20,000 0.713 0.453 0 1
직업만족 16,968 2.875 0.470 1 4
직장유지 20,000 0.896 0.305 0 1
가구크기 20,000 2.717 1.029 1 8
자녀유무 20,000 0.821 0.384 0 1
통근수단 16,825 0.419 0.493 0 1
이사의향 16,257 0.385 0.487 0 1
정주의향 16,825 3.214 0.639 1 4
재난관리 20,000 2.724 0.627 1 4
거주기간 20,000 3.542 1.497 1 5
편의시설 20,000 2.913 0.461 1 4
주차환경 20,000 2.769 0.576 1 4
교통환경 20,000 2.792 0.448 1 4
교통안전 20,000 2.851 0.479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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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모형

변수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회귀분석 모형은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로 설

정하였다. 이항로짓모형은 종속변수가 이항(binary)인 경우에 사용되며, 이항변수끼리는 

통계학적으로 배반사건(Mutually Exclusive Event)이고 응답이 확률적 선택 하에 놓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이성우외, 2005). 지역 소속감과 삶의 만족도가 종속변수이므로 

다음과 같은 식을 설정한다.

P는 확률값, Y는 응답유형, j는 응답의 개수, X는 각 변수, β는 각 변수의 계수

(coefficient)이다. 

Ⅳ. 분석결과

1. 사회적 통합(지역 소속감) 분석

지역 소속감에 대한 분석은 통합소속감, 경기도 소속감, 시･군 소속감, 읍면동 소속감, 

마을 소속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아래 <표 3>에서는 각 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함으

로써, 종속변수 변화에 따른 설명변수의 영향력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설명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효과의 방향성 및 유의성은 대체로 선행연구(Fone et 

al., 2006; Larsen et al., 2004; Leyden et al., 2011; Nasar & Julian, 1995)의 결과와 

일치한다. 

먼저,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인 이웃관계, 봉사활동, 사교활동, 선거참여의 효

과는 대체적으로 지역 소속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웃을 신뢰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인 ‘이웃관계’는 통합소속감 뿐

만 아니라 전 단위의 지역 소속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소

속감의 경우 회귀계수값(coefficient)이 0.601로 통계적 유의수준 1%를 만족하였다. 이

는 이웃관계의 친밀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소속감을 긍정적으로 응답할 Odds가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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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Odds ratio(OR)는 1.82이므로 이웃관계 친밀도의 추가적인 

증가는 긍정적 응답의 Odds를 부정적 응답 Odds에 비해 1.82배 높인다(82% 증가시킨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선행 연구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사회통합소속

감 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주요 영향 요인들인 이웃관계, 봉사활동, 사교

활동, 선거참여의 효과가 본 경기도 연구에서도 유의함을 확인하였다(Putnam, 2000).

둘째, 개인적 특성을 지닌 변수들을 살펴보면, 결혼 변수의 경우 시･군 소속감을 제외

한 모든 지역단위의 소속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통합소속감의 경우, 회귀계수 값이 0.124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결과치를 산출하

였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통합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할 

Odds가 0.124 만큼 높다는 것이다. 이를 Odds ratio로 다시 설명하면, 기혼자가 소속감

을 느낀다고 응답할 Odds가 미혼자의 Odds에 비하여 1.13배 높다. 즉, 기혼자의 해당 

Odds가 미혼자에 비해 약 13%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결과를 확증하는 

것이다(Putnam, 2000). 한편, 교육의 경우 모든 지역소속감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소속감을 예로 설명하면, 회귀계수 값이 –0.058로 유의수

준 5%에서 유의미한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해당 계수값의 Odds ratio는 0.94인데, 이는 

교육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시･군 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할 Odds가 느끼지 못한다

고 응답할 Odds에 비해 0.94배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분율로 다시 설명하면, 

6% 감소하는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서(Fone et al.,2006; Larsen 

et al.,2004; Leyden et al.,2011; Nasar & Julian, 1995), 경기도 거주민들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부분의 직장이 위치한 서울로 거주지를 이전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추정

해볼 수 있다. 여가 시간의 충분성은 대부분의 지역 소속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

나, 마을 소속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회귀계수 값이 –
0.166으로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이는 여가 시간을 충분히 즐

기는 응답자 일수록 가장 낮은 단위인 마을에 대한 소속감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해 보면, 여가생활을 많이 즐기는 사람일수록, 자신

이 거주하는 마을(동네 및 아파트 포함)에서 여가 활동을 하기 보다는 타 지역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된 개인단위 변수를 보면, 자가용 유무는 지역소속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업만족도와 직장유지 의지는 

대체적으로 지역 소속감과 긍정적인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만족도의 

경우, 모든 단위의 지역소속감에 대해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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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소속감 도 소속감 시/군 소속감 읍면동 소속감 마을 소속감

coef. OR coef. OR coef. OR coef. OR coef. OR

이웃관계 0.633*** 1.88 0.498*** 1.65 0.601*** 1.82 0.699*** 2.01 0.883*** 2.42

이웃도움 -0.083*** 0.92 0.003 1.00 0.016 1.02 -0.021 0.98 -0.032** 0.97

봉사활동 0.506*** 1.66 0.267*** 1.31 0.351*** 1.42 0.414*** 1.51 0.515*** 1.67

사교활동 -0.014 0.99 -0.107*** 0.90 -0.061*** 0.94 -0.016 0.98 -0.019 0.98

선거참여 0.082*** 1.09 0.144*** 1.16 0.110*** 1.12 0.118*** 1.13 0.068** 1.07

기혼 0.124** 1.13 0.171*** 1.19 0.078 1.08 0.127** 1.14 0.164** 1.18

교육 -0.102*** 0.90 -0.092*** 0.91 -0.058** 0.94 -0.065*** 0.94 -0.136*** 0.87

건강 0.333*** 1.40 0.400*** 1.49 0.223*** 1.25 0.172*** 1.19 0.398*** 1.49

충분한수면 0.091** 1.10 0.028 1.03 0.159*** 1.17 0.076* 1.08 0.144*** 1.15

여가시간 0.079** 1.08 0.022 1.02 0.082** 1.09 0.038 1.04 -0.166*** 0.85

주거(자가) 0.021 1.02 -0.034 0.97 0.094* 1.10 0.105** 1.11 0.357*** 1.43

가구소득 -0.001*** 1.00 0.000 1.00 -0.000 1.00 -0.001*** 1.00 -0.000*** 1.00

부채 0.165*** 1.18 -0.016 0.98 0.124*** 1.13 0.189*** 1.21 0.188*** 1.21

근무일수 0.041 1.04 0.046 1.05 0.100*** 1.10 0.026 1.03 -0.014 0.99

자가용 -0.063 0.94 -0.002 1.00 -0.037 0.96 -0.054 0.95 -0.012 0.99

직업만족 0.599*** 1.82 0.613*** 1.85 0.470*** 1.60 0.460*** 1.58 0.509*** 1.66

직장유지 0.192*** 1.21 -0.016 0.98 0.051 1.05 0.303*** 1.35 0.209*** 1.23

가구크기 0.044 1.05 -0.069** 0.93 0.003 1.00 0.025 1.02 -0.015 0.98

자녀유무 0.115* 1.12 0.114 1.12 0.044 1.04 0.181*** 1.20 0.127* 1.14

통근수단 0.200*** 1.22 0.100** 1.10 0.173*** 1.19 0.138*** 1.15 0.057 1.06

이사의향 -0.018 0.98 -0.173*** 0.84 -0.008 0.99 -0.012 0.99 0.123** 1.13

정주의향 0.116*** 1.12 0.017 1.02 0.030 1.03 0.029 1.03 0.031 1.03

재난관리 0.483*** 1.62 0.324*** 1.38 0.327*** 1.39 0.203*** 1.23 0.347*** 1.42

거주기간 0.102*** 1.11 0.058*** 1.06 0.073*** 1.08 0.080*** 1.08 0.012 1.01

편의시설 0.291*** 1.34 0.050 1.05 0.149*** 1.16 0.345*** 1.41 0.212*** 1.24

주차환경 0.295*** 1.34 0.302*** 1.35 0.272*** 1.31 0.161*** 1.17 0.265*** 1.30

교통환경 -0.017 0.98 0.211*** 1.23 0.185*** 1.20 0.098 1.10 -0.102 0.90

교통안전 0.410*** 1.51 0.114* 1.12 0.312*** 1.37 0.413*** 1.51 0.385*** 1.47

constant -9.554*** -6.374*** -7.823*** -7.304*** -6.591***

N 13,233 13,233 13,233 13,233 13,233

LR chi2 2795.20 1663.45 1858.12 1838.49 1942.21

Pr >Chi2 0.000 0.000 0.000 0.000 0.000

주: *** p < .01, ** p < .05, * p <.1. OR: Odds ratio

<표 3> 소속감에 관한 로짓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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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나타내었다. 도 소속감을 예로 설명하면, 0.613의 회귀계수값은 직업만족도가 1 단

위 증가할 때 도 소속감에 대한 Odds가 0.613만큼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Odds ratio

는 1.85로, 경기도에 소속되었다고 느끼는 Odds가 그렇지 못한 Odds보다 1.85배 높은 

것을 의미한다. 즉, 직업만족도의 추가적인 한 단위 증가는 경기도 소속감 Odds를 85% 

증가시키는 것이다. 직장유지 의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경기

도 소속감과 시･군 소속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넷째, 커뮤니티(지역)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근할 경우 통합소속감, 시･군 소속감, 읍면동 소속

감에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경기도 소속감과 

마을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사의향은 대체적으로 

소속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나, 도 소속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만 

유의미하였고, 통합, 시･군, 읍면동에 대한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정주의향의 경우 

회귀계수값들이 모두 정(+)의 효과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는 통합소속감

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 외에는 재난관리가 잘 되어 있을수록, 자녀가 있을수록, 거주기

간이 길수록, 편의시설에 만족할수록, 주차환경에 만족할수록, 교통안전환경에 만족할수

록 지역 소속감을 긍정적으로 응답할 Odds가 부정적으로 응답할 Odds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거주기간이 1년 증가할 때, 읍면동 소속감의 경우 긍정적 

Odds가 0.080만큼 높았다. 1% 유의수준을 만족하는 결과로서, Odds ratio 1.08의 의미

는 이웃신뢰 변수의 추가적 한 단위 증가가 긍정적 Odds를 부정적 Odds에 비해 1.08배 

만큼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이 또한 선행연구결과(Putnam, 2000)와 일치한

다.

2. 삶의 만족도 분석

<표 4>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분석 결과와 통합 소속감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병렬적으

로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먼저 해석한 후, 소

속감에 대한 영향과 비교하여 분석한다. 

첫째, 사회적 관계 변수 중에서는 이웃관계, 봉사활동, 선거참여 변수들이 삶의 만족

도와 정(+)의 상관성을 보였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의 경우 회귀계수가 0.254였고, 신뢰

수준 9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만족하였다. Odds ratio로 해석해 보면, 봉사활동 

참여의사가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하여, 소속감을 긍정적으로 응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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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 통합 소속감

coef. S.E. OR beta coef. S.E. OR beta

이웃관계 0.338*** 0.030 1.402 1.267 0.633*** 0.031 1.883 1.559

이웃도움 0.009 0.014 1.009 1.014 -0.083*** 0.014 0.920 0.884

봉사활동 0.254*** 0.049 1.289 1.119 0.506*** 0.051 1.659 1.251

사교활동 -0.001 0.020 0.999 0.999 -0.014 0.021 0.986 0.985

선거참여 0.079*** 0.023 1.082 1.071 0.082*** 0.023 1.086 1.074

기혼 0.030 0.058 1.031 1.012 0.124** 0.059 1.132 1.051

교육 0.221*** 0.023 1.248 1.262 -0.102*** 0.023 0.903 0.899

건강 0.886*** 0.046 2.426 1.548 0.333*** 0.046 1.396 1.179

충분한수면 0.214*** 0.039 1.238 1.123 0.091** 0.040 1.095 1.051

여가시간 0.078** 0.034 1.081 1.052 0.079** 0.035 1.083 1.052

주거(자가) 0.074 0.048 1.076 1.036 0.021 0.048 1.022 1.010

가구소득 0.001*** 0.000 1.001 1.180 -0.001*** 0.000 0.999 0.908

부채 -0.425*** 0.041 0.654 0.810 0.165*** 0.042 1.179 1.085

근무일수 0.055** 0.027 1.057 1.042 0.041 0.028 1.042 1.031

자가용 0.108* 0.058 1.115 1.046 -0.063 0.060 0.939 0.974

직업만족 0.597*** 0.049 1.816 1.323 0.599*** 0.050 1.820 1.325

직장유지 0.139** 0.071 1.149 1.040 0.192*** 0.072 1.212 1.056

가구크기 -0.021 0.027 0.980 0.979 0.044 0.028 1.045 1.046

자녀유무 -0.186*** 0.066 0.830 0.934 0.115* 0.066 1.122 1.043

통근수단 -0.012 0.045 0.988 0.994 0.200*** 0.046 1.222 1.104

이사의향 -0.032 0.042 0.968 0.984 -0.018 0.043 0.983 0.991

정주의향 0.046 0.033 1.048 1.029 0.116*** 0.034 1.123 1.074

재난관리 -0.008 0.036 0.992 0.995 0.483*** 0.038 1.621 1.351

거주기간 0.117*** 0.015 1.124 1.189 0.102*** 0.015 1.108 1.163

편의시설 0.287*** 0.048 1.332 1.139 0.291*** 0.049 1.338 1.141

주차환경 0.106** 0.041 1.112 1.062 0.295*** 0.042 1.343 1.183

교통환경 0.294*** 0.059 1.342 1.139 -0.017 0.060 0.983 0.992

교통안전 0.035 0.054 1.036 1.017 0.410*** 0.055 1.507 1.214

constant -9.736*** 0.327 -9.554*** 0.334

N 13,233 13,233

LR chi2 2795.20 2462.66

Pr >Chi2 0.000 0.000

주: *** p < .01, ** p < .05, * p <.1. OR: Odds ratio. beta=exp(coef*SD of X)

<표 4> 삶의 만족도 및 소속감에 관한 로짓 분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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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ds가 1.289배 높았다. 즉, 사회적 활동이 활발할수록, 응답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

고 말할 수 있으며 기존 선행연구 결과(Chen et al., 2015)와도 일치한다.

둘째, 개인적 특성을 가진 변수들의 효과를 먼저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고 유

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채의 경우는 회귀계수값이 –0.425로 

삶의 만족도와 부(-)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삶

의 질을 저해한다는 직관과 일치한다. 회귀분석 결과에 대해, 부채가 있는 가계의 응답

자가 부채가 없는 가계에 비하여, 삶의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응답할 Odds가 0.425만큼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Odds ratio는 0.654로, 긍정적 응답의 Odds가 부정적 응답

의 Odds보다 0.654배 작다는 의미이며, 이는 부채가 있는 가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 응답의 Odds가 약 34.6% 감소한다는 뜻이다. 또 다른 개인적 변수인 자가용 보

유, 직업만족, 직장유지 의사는 모두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셋째, 커뮤니티(지역) 관련 설명변수들의 효과를 보면, 자녀유무, 거주기간, 편의시설, 

주차환경, 교통환경 변수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하였다. 부정적인 효과

를 미치는 변수는 자녀유무 변수가 유일한데, 회귀계수가 –0.186이었다. 이는 자녀가 있

는 응답자가 삶을 만족할 Odds가 자녀가 없는 응답자에 비하여 0.186 만큼 작은 것을 

의미한다. Odds ratio는 0.830인데, 이를 해석하면, 자녀가 있는 응답자가 삶의 만족도

를 긍정적으로 응답할 Odds가 부정적으로 응답할 Odds에 비해 0.830배 만큼 낮다는 의

미이다. 나머지 다섯 가지 변수들은 삶의 만족도에 모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합소속감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로짓 분석결과를 비교하면,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하나의 종속변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다른 종

속변수에는 유의미하지 못한 결과를 산출한 설명변수가 있다. 기혼, 통근수단, 정주의향, 

재난관리, 교통안전의 경우는 통합소속감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삶의 만족도

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일수, 자가용, 교통환경의 경우는 삶

의 만족도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두 개의 종속변수에 각각 반대의 효과를 

준 변수가 있다. 교육변수의 경우 통합소속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삶의 만족도

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기도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하는데, 서울지역 등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은 의향이 높을 

가능성과, 고학력자의 직장 및 유대관계 관련 주된 활동 지역이 서울일 확률이 크므로 

거주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각 설명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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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상대적 영향력 크기를 비교하면, 각 종속변수에 영향력이 큰 변수들이 다르게 나타

난다. Beta값3)을 기준으로 보면, 통합소속감에는 이웃관계(1.559), 재난관리(1.351), 직

업만족(1.325), 봉사활동(1.251), 교통안전(1.214) 순으로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으

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변수들의 중요도는 건강(1.548), 직업만족(1.323), 이웃관계

(1.267), 교육(1.262), 거주기간(1.189) 순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 주민을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조사한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사회적 통합에 대한 인식과 삶의 만족도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사회적 자본을 주요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다차원적인 분석을 실시하

였다. 사회적 통합과 삶의 만족도를 사회적 자본과 함께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으

로 기여할 측면도 있지만, 비교적 최근의 조사내용을 분석하였다는 점, 경기도 전체 지

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현실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의 사회적 통합의 핵심 구성요소인 지역에 대한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발견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주민에 대한 신뢰도(이웃관계)가 가장 크게 영

향을 미침을 밝혀내었다. 이어서 개인의 직업 만족도와 지역의 재난관리 수준이 지역에 

관한 소속감과 큰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관

련하여, 혼인 상태일 경우, 지역 내 거주 의사가 있을 경우, 부채가 있는 경우, 주관적으

로 건강하다고 인식할 경우, 수면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현 직업 

유지 의사가 있는 경우, 소득 증가 시 이사의향이 있는 경우, 아이가 있을수록, 거주기간

이 길수록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높았다. 거주 지역관련 통계학적 관점에서는 지역 시설 

만족도가 높을수록, 거주 지역의 주차 편의성이 높을수록, 지역 교통 안전성이 높을수록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문헌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Fone 

et al., 2006; Larsen et al., 2004; Leyden et al., 2011; Nasar & Julian, 1995; Putnam, 

3) 표의 beta값은 회귀계수값과 표준편차를 곱한 값의 지수(exponential)값인데, 이는 OLS(Ordinary 

least Squares) 회귀분석의 표준화된 beta값과 같은 논리적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통합소속감에 

대한 이웃신뢰의 경우 beta 값이 1.633인데, 이는 이웃신뢰 변수의 표준편차가 한 단위 증가할 때 

통합소속감을 긍정적으로 응답할 Odds가 1.633만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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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발견한 독특한 결과도 존재한다.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은 오

히려 소속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지역의 시･군은 

지역발전 정도가 상이하고, 서울지역과 인근에 위치하여, 고소득자 및 고등교육자들은 

다양한 필요성에 따라서 현재 지역을 이탈하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지역주민의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높을수록 지역주민의 이동의사는 적어지고, 이에 

따라 지역 내의 인적 자원 소실 위험이 낮아지게 되어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

치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요인보다 영향력이 큰 지역 내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간의 

교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물리적 환경 변화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삶의 만족도에는 이웃 신뢰정도, 지역의 재난관리수준, 직업 만족도의 순서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이가 없는 경우, 수면만족

도가 높을수록, 여가활동시간 만족도가 높을수록, 현 직업 유지 의사가 있는 경우, 소득

이 증가할수록 이사 의사의향이 있을수록, 거주 기간이 길수록, 자가용을 보유한 경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 시설과 관련하여, 지역 시설 만족

도가 높을수록, 지역의 주차 시설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의 교통환경에 만족 할수록 

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주목할 점은 아이가 없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이다. 자녀 유무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해 기존 연구는 다소 모순되고 배치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혼인 상태 및 다양한 사

회경제적 여건과 출산 및 양육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이 깊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

라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Dolan et al.(2008)의 주장처럼, 자녀

가 있을수록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정적 여건의 효과를 강화시킨다는 점은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출산과 육아 자체가 주는 개인에 대한 부담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사회

의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부정적 사회경제적 조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

이 처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측면의 어려움이 자녀의 출산과 육아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이 국가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 및 사회의 존속 및 지속가능

성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국가와 사회가 출산과 육아 부담 해소 또는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역시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우

선, 연구의 대상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조사 자료

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국단위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또한, 횡단면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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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상, 시간적 선후관계를 특정하지 못하여 변수들 사이의 인과성을 밝히는 데에는 한

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통합을 개인적 인식으로 측정하여, 집합적 의미에 따

른 의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의 확장된 연구를 통해 보

완될 필요가 있다. 전국적 단위의 조사나 유사 지역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 결과를 비교

함으로써, 유사점과 차이점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간적 선후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된다면, 국가적 위기(경제적 혹은 재난 위기) 전후로 사회적 통합도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인과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통합은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축적행위의 결과로서 사회적 안정

과 경제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집단적 측면의 사회경제적 이득은 물론

이고,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더군다나, 노약자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경우, 사회적 결속력 및 사회 소속감은 그들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정부 및 커뮤니티는 사회적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노력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

적이자 궁극적인 목표인 시민 개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국가 발전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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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al Cohesion and Life Satisfaction

Mizzo Kwon, JoonYoung Yi & NakHyeok Choi

This study investigates a range of determinants of the level of social cohesion and life 

satisfaction by analyzing the data of the “1st survey for Gyeonggi-do quality of life.” The 

recent well-being literature, such as community well-being studies, has shed light on the role 

of social factors other than personal ones as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Thus, social 

capital is used as an explanatory variable whilst considering other factors influencing social 

cohesion and life satisfaction as explanatory variables in the analytic model.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employed to analyze the survey data.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dependent variables are explained by trust in a community (neighborhood relationships), job 

satisfaction, and disaster management.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is the neighborhood 

relationships, which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both of the two dependent 

variables, and the size of effects is larger than the other main independent variabl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n association between the dependent variables, the level of 

social cohesion and life satisfaction, and neighborhood relationships. The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develop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terms of enhancing 

residents’ life satisfaction. It can be assumed that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should not be 

confined to the improvement of the physical environment such as urban infrastructure in 

order to enhance residents’ life satisfaction. Local governments need to go further and 

exercise their policy capacity to improve social relations in a community.

【Keywords: Quality of Life, Social Cohesion, Sense of Community, Social Capital, Life 

Satisfa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