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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머 릿 말 

社會뼈fj發의 計뿔.~을- 立案하고 政策을 樹立하는데 必몇로 하는 接近手段으로서 有갖'!.한 開↑

發指標의 發抽에 대한 l將心과 期待의 成長이 現代社會의 急激한 變化와 함께 急遠히 평請 

되 고 있다. 現代 大꿨生活의 關心이 經消問趙에서 社會環境分野로 變化據大되 어 감에 따라 

서 國家開發의 計劃과 政策目標의 겠點이 廣範하게 國民生活의 實際面으로 ￡뚱뚱f據大되고 

同時에 티되發目標樹立을 寫한 政策手段￡로서 , 情報資料로서 또는 開짧計劃樹立의 第一次的

인 基健fþ業으로서 1웹發指標의 짧抽에 대 한 專門家들의 關心이 나 짧究의 魚點도 經{짤問題 

에서 社會環境等 國民生活의 寶際面으로 變移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 分野에 關

한 맑究는 日 짧하지 마는 統合的인 社會開發體系의 戰略樹立。1 急激히 要請됨 에 따라서 加

-層 이 分野에 關한 學界나 專門家들의 關心과 努力이 集中되고 있다. 이 論文에서는 社會

開發에 관한 이 와같은 規範的인 關心의 變化의 趣移에 따라서 이 러 한 主題를- 構想하게 되 

* 漢陽大學校 法政大學 敎授， 法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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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뜨 主題가 表現하는 「開發指標」라는 語義륜 經濟指標(Economic Indicators) , 社會指標

(Social lndicators) , 環境指標(Environmental Indicators) 및 生活質의 指標(Quality of Life 

Indicators : 通稱 QOL指標)를 包括 總稱하는 代名詞로서 뜻하기로 한 것이다. 이 論文은 이 

와같은 「開發指標J-般에 關한 擺念論的 및 그 改善策에 關해 서 論究하고 發展된 國家나 

UN의 努力等을 觀括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開짧指標의 問題點과 改善方向에 關하여 몇 가지 

小考를 提示키로 한다. 

If. 社會開發으! 政憲手段으로서의 經濟指標으l 制約性

가장 歷史가 오래 된 指標로서 發鋼된 經濟指標는‘ 1932年 經濟恐빠에 對處하기 寫하여 必

몇로 되었던 情報로써 國民所得會計를 形成하기 寫한政策的道具로서 發展되어 왔다. 經濟

指標를 通한 經濟統計는 美國에 있어서 當時의 公私部門에 걸친 景·氣對策의 樹立에 重흉륜한 

양홈U을 해왔다. 

이 렇듯이 經濟指標는 一般的ξ로 指標開發의 가장 進步된 水準 o 로 認識되 어 왔다. 이 러 

한 一般的 信念에도 不抱하고 經濟指標에 대한 解釋上의 異議는 各國이 當面한 緣合的인 社

會I챔發目標의 成就라는 政策的 課題와 關聯하여， 째로는 國民福社의 測定手段으로서 그 機

能에 關한 解釋의 問題와 關聯하여 심 각한 論爭들이 얼어 나고 있다(1) 

經濟指標의 옮u杓性은 비 단 指標의 解釋上의 問題에 만 있는 것이 아니 라 指標에 대 한 信

賴度나 그 利用의 制約性에서도 不滿을 表示하는 見解가 많다. Donald McGranahan은 經

濟指標의 代名詞라 할 수 있는 “國民總生盧"(Gross National Products) 郞 GNP가 經濟開

發에 投入훨素로서 機能하는 國民의 健康， 敎育， 營養等과 같은 生活훨素와 보다 더 廣範한 

社會的 훨素를 外面하였기 때문에 -~般的인 經濟開發의 水準을 뼈1)定함에 있어서 그 普遍性

에 制的。1 있다는 것이 다. (2) GNP의 經濟指標에의 信賴度에 대 한 不滿의 高關는 최근에 와 

서 많이 論議되 고 있￡며 이 러 한 論議들은 과연 GNP가 總經濟指標로서 의 機能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問題로까지 據大되고 있다 (3) 그러나 GNP의 魔力은 適切히 改善되어 適用

되 면 有用한 指標가 될 수 있다는 改善論에 根據한다. 以下 그 改善論의 훨冒를 찌짧觀하면 

다음과 같다. 

(1) Oskar Morgenstern, On the Accuracy of Economic Observatioηs ， 2nd. revised ed. , (Princeton 
Univ. Press 1963), p.4. 

(2) McGranahan은 社會的 훌素는 開發의 本質이 며 過程이 므로 흔히 플 經濟學者을의 主張처 럼 單純

히 經濟外的 흉흉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開發途上國家의 失敗는 만족할만한 成長率에만 關心을 
가지 고 敎育과 社會部門의 經濟的 投資흘 通한 A間資源(human resources)의 開發에 의 奇與에 
대 한 關心의 不足을 그 理由로 指鋼하였 다. Donald V. McGranahan, “Analysis of Socio. Econo. 
mic Development through a System of Indicator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Social I:η，formation for Developiπ'g Countrics (Philaddphia, Jan. , 
1971) , p.67參照.

(3) A.A. Berle, “ What GNP Doesn’ t TeII ’Us", The Saturday Review, (AUgllst, 31. 1969) ,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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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質的 經濟指標의 改善論

GNP를 質的 指標로서 改휩하는 일은 GNP를 構成하는 가운데 어느것을 包含시 키 고 除去

하느냐에 대한 價個判斷에 關係、된다. 例로서 W i1liam Nordhaus는 GNP의 計算에 相當한 

變化블 加하여 소위 그가 말하는 經濟福社R度(Measure of Economic Welfare:MEW)를 ￡ 

張한다.(4) MEW는 生塵보다는 實際消費에 대한 測定이다. MEW는 減價慣랩， 一部 企業經

費， 地方 및 聯행政府運營에 必홍용한 特定經費等 國內福피止에 直接 寄與하지 않는 GNP의 部

門을 除去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GNP에서는 公害， 交通홉雜， 羅좁y 其他 不快物을 

除去하는데 必흉용한 經費도 除去하자는 것이 다. 

따라서 이 러한 經費를 GNP로부터 控除함 ò 로써 實除上의 GNP의 규모를 測定하자는 것 

이다 (5) 이렇게 되면 表面上의 GNP는 훨씬 더 增加할 것이다. 

經濟指標의 制約性은 이러한 計算 및 解釋上의 異議에서 뿐만 아니라 보다 우리의 關心

을 끄는 것으로는 開짧目標의 變異와 關聯해서 일어 나고 있다. 

(2) 開發目標의 重心21 變移

經濟指標 -→邊到에의 反쩔은 經濟指標 自體가 지난 弱點이나 解釋上의 問題에만 同限되 

지 않는다. 이제는 開發目標의 重心이 “經濟에서 社會로”移轉하였다 (6) 

이것은 그 間에 많은 나라가 試圖한 60年代의 經i齊一邊到 開發에서 오는 敎힘[1이 었다. 릅갖 

實1:: 現代社會는 科學技術， 經濟의 理論과 寶際等에서 相當한 努力을 기울여 왔다. 그려나 

A間의 根本的인 愁求를 評價하고 A間 個個人에 對해서 完全한 濟在力을 成就할 機會를 確

保하는 面에서는 이와 똑같은 努力이나 進步‘가 形成되지 않았다. 이제 經濟開發은 人間의 

福피止라는 角度에 서 보면 주段이 거 나 中間財(intermediate goods)에 不過하며 뚫極的 目標는 

아니 다. 이 에 反하여 보다 나은 生活水準을 圖諾하고 A間의 健많이 나 敎育， 生活환경 , 安寧，

福社等 싶제生活의 質的水準을 向上시키려는 社會開發이야말로 開發의 最終財(:final goods) 

이다. 緣故로 社會開發은 發展된 國家들의 經溶的 成長에서 오는 病縣를 事從 修正하려는 

橋正策으로서만의 政策代案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社會開發은 經j齊開發을 包括하는 하나의 

統合{生을 지 녀 야 하며 , 이 러 한 單~ 統合된 國家閒發體制속에서 만이 經濟開發이 意義플 찾 

을 수 있게 될 것 이 다. McGranahan이 適切허 指橋한 바와 같이 “社會的 훨素는 開發의 當

(4) William Nordhaus, and James Tobin. “ Is Growth Obsolete?", Cowles Foundation Discussion 
Paper No. 319, (Cowles Foundation for Research in Economics, Yale University, New Haven, 
Conn, 1971) , Wi11iam Nordhaus, “ GNP and the Quality of Life" , Prsented at AAAS Sympo
sium “Can We Develop an Index for Qua1ity of Life?," (December 3D, 1971). 

(5) Ibid. 
(6) 美國에 서 는 1965年 Johnson大統領의 偉大한 社會가 主唱되 었을 時부터 이 課題가 크게 부각띄 

었다. 

Bertram M. Gross, “ A Historical Note on Social Indicators" in Raymond Bauer, ed. , Social 
Iηdicators ， (MIT Press, Cambridge, Mass. , Fourth Printing 1972).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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然한 本質이며， 過程이며， 經濟外的인 問題냐 原因이 될 수 없다”고 하여 巨視的인 次元에 

서 鏡合的언 開發體系模型을 主張하였다 (7) 

經濟가 누구를 위한 經濟냐에 關한 의문과 反省은 美國의 “偉大한 jjî 會"(the Great So

ciety)의 理念에서 示埈하는 바 크다. 이를 擺括하연; 

øp, 到處에 成長과 遭動과 變化는 있어도 A間이 설 자리는 어디냐? 偉大한 社會의 課題는 그 

들의 個別的 幸福을 追求하기 옳한 意味있는 機會를 提供할 社會的 構造와 環境과 能力을 保I뿔하 

는데 있다…… 偉大한 社會는 얼마냐? (how much?)가 問題가 아니 라 얼마나 좋은가(how good?) 

에 關心이 있어 야 하며 商品의 量이 問題가 아니 라 “λ、間生活의 質"(Quality of Life) 에 關心이 았 

어야 한다 (8) 

이러한 論議를 通해서 우리가 理解할 수 있는 것은 開發目標의 重心 郞 指標의 方向은 歷

史的 및 場所的 社會狀況에 따라서 變異하고 있고 또한 해야만 펼 것야라는 點을 彈調하고 

있다. 

ßI. 社會指標CSocial Indicators) 

社會開發의 終局的인 目標가 A間生活의 質的 改善과 福社의 向上에 있다면 經濟指標의 

制約性은 지난 10年間을 通하여 社會指標를 開發하려는 集中的인 努力을 낳게 하였다. 야 

제 社會指標의 職念을 明白히 하기 위하여 이와 同種 類似搬念을 지닌 몇가지 語義를 찾아 

보면; 

(1) 社賣指標의 懶念

“社會指標”라는 用語는 “經濟指標”에 對應하는 用語로서， 原來의 아이다어는 福社經濟學

者이 며 社會:學者언 WilIiam Ogburn에 의 하여 힘 입 은 바 있 었으나 最近에 는 理論的으로 再

編成되 어 많은 分野의 學者들에 의 하여 많究되 고 支援받고 있다 (1이 社會指標에 關한 많은 

(7) McGranahan, oþ. cit 
(8) Raymond, Bauer, ed. , Social 1:ηdicators ， op. cit., P. xii. 

(9) “社會的 英語로 “social"이란 形容詞의 語義는 두가지 意味로 解釋된다. 첫째는 “經濟的"(eco.

nomic)이라는 慣行的 擺念으로서의 便用을 除外한 모든 A間生活의 局面에 關聯되는 文歡에서 
便用되어지는 쨌義의 擺念과 둘째는 廣義의 擺念」ζ로서 A間들 間의 關係 (relationships among 
human beings)에 屬하는 모든 일， 郞 社會學(sociology)에서 다루어지는 主題에 關한 것 等이 
다. 여기서 使用하는 社會指標의 社會란 뜻은 經濟指標와 區別하는 意味에서 X엿義의 漸念을 使
用키 로 하고， 統合的 開發體系로서 “社會開發指標” 및 “社會開發 덤 標”等의 意味로서 “社會的”
이 라는 形容詞가 使用될 때 에 는 經濟社會， 環境問題等 모든 對象을 同時에 包括하므로 後者의 
廣靈의 漸念을 뜻하고자 한다. 廣義의 擺念으로서 “社會問題”에 關하여 는 때때 로 E視社會
學(macro.sociology)에 關해서 言及된다. Daniel Bell,“The Idea of a Social Report", The Pμblic 
Interest, 15 (Spring, 1969). p.83. 

(10) Bertram M. Gross, “The State of the Nation: Social System Accounting" in R. Bauer ed. 
Social Indicators, op. cit. , E.B. Sheldon, and Wilbert E. Moore ,eds. , 1:ηdicators of Social Cha. 
nge, (Russell Sage Found. N. Y. 1968)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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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歡블은 그 用語의 定義에 關하여 많은 意見이 나오고 있￡나 (11) 指標開發의 目的과 또 

그 利用의 必쭉度에 關聯하여서만 그 觀念도 明確히 定義할 수 있다. Albert D. Biderman 

은 “社會의 重몇한 狀況에 關하여 指數(index)로서 數量化된 資料에 關하여 言及하는 制限

된 意味”로서 使用되 어 야 한다고 하며 (12) E.B. Sheldon W. E. Moore는 “社會指標는 어 

떤 規範的 基準(normative criteria) 에 의하여 評價할 때， 進步的이든 週行的이든 間에 社會

的 領域의 어느한 局面의 現tE의 狀態나 또는 過去， 未來의 碩向에 關한 狀態를 解讀하는 

指針-이다 (13) 라고 하였a며 美 保健敎育福社省은 「社會報告에 關하여 J(Toward a Social 

Report) 략는 報告書에서 “社會指標는 한 社會의 主몇局面의 條件에 關하여 簡灌하고도 包

括的이며 均衝的인 判斷을 提供할 수 있는 規範的關心을 注入하는 統計이며， 福社의 直接的

언 뼈Ij定이다" (14) 고 하였다. 

이 와 같이 社會指標의 定義는 그 彈調點이 多樣하다. 그러 나 이 論文에 서 는 바로 Bauman 

이 그의 論文에서 指觸한 바와 같이 “情報의 利用 이 란 特定體系의 條件에 依存한다" (1 5) 라는 

충고에 따라서 多目的的 定義에 따르기로 한다. 

(2) 社賣指標와 同種類似搬念

가. 社會賣計(Social Accounting) 

社會指標와 同種觀念으로서 社會會計라는 用語가 使用되고 있는데 社會會計는 社會指標

와 相互交代的으로 使用될 때가 가끔 있다. 그러나 그틀간에는 明白허 區別할 必要가 있 

다 (161 Bertram M. Gross는 論及하기 를 社會會計는 여 려 類型이 있는데 , 非經濟的指標

(non-economic indicatiors)의 殘餘的 意味로서 “社會會計”와 全體 社會에 適合한 包括的 意

味의 情報體系로서 “社會體系會計"(social system accounting)를 區別한다(17) 이러한 區別

이있음에도 不폐하고 社會會計와 經濟會計(economic accounting)間에는 密接하게 類似한 

接近順向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接近法에 따르면 한 社會를 寫한 多樣한社會指標는 GNP 

에 補경될 수 있는 “ GSP" (Gross Social Product) , NP , “國民 總社會的 生塵”으로 集計할 

(11) Nake E. Kamrany, and Alexander Christakis, “Social Indicators in Perspective", Socio-Ecoηomic 
PZaηηiη.g Sciences 4 (June , 1970) , p.208. 

(12) Albert. D. Biderman “ Social Indicators and Goals" in R.A. Bauer ed. , oþ. cit. , p.69. 
(13) E.B. Sheldon, and W.E. Moore, eds. , oþ. cit. , p.4. 

(14)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 Toward a Social Report"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January, 1969) , p. 97. 

(15) Zygmunt Bauman, “ Uses of Information: When Social Information Becomes Desired" The 
AnnaZs 01 the Americaη Acadeηzy 01 PoiticaZ aπd SociaZ Science, VOL. 303. (Philadelphia, 
AAPSS, Jan. 1971) pp.20-31. 

(16) 이 用語는 때째로 國民所得會計에 關한 敎義의 意味로 便用펀다. M. Yanovsky, Aηatomy 01 
SociaZ Accounting System , (Chapman-Hall, London, 1965) , p.12 參照.

(17) Bertram M. Gross “The Coming General Systems: Models of Social Systems", Humaπ ReZa
tioπs， 20 (November, 1967) , pp.367-369.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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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이 다 (18) 國民經濟會計에 佛行하는 바와 같은 社會會計의 f煩向은 徵述하는 바 

와 같이 1967年의 “美國의 完全機會와 社會會計法”의 題目으로 된 法案이 國會에 紹介되므 

로써 그 認、識。l~般化되었다. 

이 와 같은 社會會計의 體系는 會計라는 用語 때문에 經濟會計와 닮은 ‘繹記方法"(book

keepíng)을 暗示하는 것 같A나 그 훌想의 目的이 全혀 다르므로 經濟會計의 原則과는 다 

료다(19) 

社會會計는 社會指標블 보다 더 體系化한 構造라고 보며， 全體社會의 社會的 問題에 關

한 情報의 體系的인 接近이고 包括的인 模型이다. 開發에 있어서 體系的인 接近의 彈點은 

體系， 構造， 成果， 環境間의 關係， 그리고 이들을 記述하고 測定할 指標블을 擺念化하고， 

하나의 테 두리 (boundaries)속에 體系的으로 묶어 놓으므로써 社會體系를 圖示(systems map

ping) 할 수 있다. 

이 分野에 理論的인 試圖를 한 Gross와 Wi1liam等은 國家橫斷的 文購(crossnationallíter

ature)에 의 한 “比較論的 觀點" (Comparatívative Perspectíve) 에 서 짧究를 企圖하고 있 다 (2이 

이러한 接近法은 지금은 確寶히 未熟한 段階지만 將次 보다 바람직스려운 社會報告를 寫한 

擬念的 基鍵를 마련하고， 包括的 比較論的 接近을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나. 社會報告(Social Reporting) 

社會指標와 社會會計는 魔集되어야만 될 새로운 情報의 內容을 다루는테 反하여 ÆI:會報

告는 이 러 한 情報를 利用하는데 關聯된다. 社會報告에 關한 아이 다 어 의 根源은 B. Gross가 

指網하는바와 같이 美國憲政下에 있어서‘ 大緣領의 對議會年次報告(21) 나 後述하는 바와 같 

이， 1969年의 美保健敎育福Wl[l:省의 保健， 횟病， 社會流動뾰， 自然環境， 所得賞困， 公共흉序 

와 安寧， 學問， 科學， 藝術 그리고 參與와 流外에 關한 情報를 包含하는 “社會報告를 向하 

여 "(Toward a Socíal Report)~-는 文書의 出版과 더 욱 最近에 는 美國大統領室에 設置된 國

家目的委員會(National GoaIs Research Staff: NGRS)가 西紀 2000年을 德한 年間 社會報

告를 準購하고 있는 것 等과 갈은 歷史的 諸事寶에 基鍵하여 發展되 어 왔다 (22) 

(18) Itzhak Galnoor, “Social Information for What?" The Aηηals of the. Americaη Academy of 
Political aηd Social Scieηce: Social Information for Deν'eloþing Couηtries， VOL. 303, (Phila
delphia, AAPSS, Jan, 1971) p.4. 

(19) 社會會計를 社會費用會計(social cost‘accounting)와 區別한다. 後者는 會計學에 屬하는데 公私
部門의 生훌과 關聯완 社會的 費用을 測定하는 것이다. A.W. Sometz, “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in Sheldom and Moore, eds. , oþ. cit. , pp.90-91. 

(20) Bertram M. Gross “A Model of Society," A Great Society? , (Basic Books, New York, 1966) , 
pp.32-57. 이 러 한 좋은 본보기 로서 覆近에 入手된 OECD 會員國間의 主홍흉한 社會指標흘 參촬바 
람. 金永燮， 社會開發計훌l論(서 울 : 法文社 1975) p.139. 

(21) Betram M. Gross, The State of the Natíon , (Tavistock Publications, London, 1966) pp.151-
152. 

{22) (14) 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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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的 資料를 報告하는 主要한 담的은 社會問題의 可視度를 增進시키커 寫함에 있고， 

M. Olson이 指觸한 바와 같이 “國民이 그들의 狀態가 測定된다는 것을 얄해 같지 國家는 어 

떤 問題에도 效果的으로 接近할 수 없다" (23) 는 理論的 假定에 根據한다. 바람직한 社會報

告는 社會指標와 社會會計體系의 發展에 基健한다고 보겠다. 

다. 社會情報(Social Information) 

“社會指標 “社會會計 “社會報告”等의 모든 뉴앙스를 지닌 用語들은 이들이 폈/깥훌하게 

된 歷史的 賢鍵過程上의 훌機의 뚫物이 였다면 “社會情觀”라는 用語는 이들을 包活하는 廣

範하고도 一般f生을 지 닌 *口識(knowledge)에 關해 서 言及하는 것 이 다앓) 社會情報는 英語

로서 “ social information"과 “ social intelligence" 두가지 로 表現되 고 있S나， 社會開發의 

計劃이나， 評價와 關聯된 “情報”라는 意味는 오히려 “ in telligence"가 보다 더 適合한 듯하 

다. 그런데도 “information" 이 보다 더 넓게 使用되어지는 理由는 바로 Albert D. Biderman 

이 指網하는 바와 같이 “ inteUigence" 가 지 난 用語의 先入觀이 나 偏見이 軍事的인 特別한 

目的에 關聯된 ;휠:味가 含뚫되 었기 때문이 다 (25) 그러 나 “intelligence"는 社會指標에 보다더 

適切한 뜻을 內包하는 用語언 듯하다. “informatin" 이 事實과 環境에 關聯해서 傳達할 수 있 

는 용口識에 關해서 言及되는 보다 一般的이고 抽象性이 높은 意味를 含옳하는데 反하여， 

“intelligence"는 特珠한 目的(specific purpose)을 寫한 消化된 情報 (digested information) 

를 意味한다 (26) 그러나 “information" 이란 用語는 開發目的과 關聯필 때 그 接近의 手段에 

있어서 開放的인 모든 取혐選擇을 評價者에게 쫓任하는 利益을 가진 듯하다. “ social infor

mation"이든 “ social intelligence" 이든 統合的인 社會開發目的과 關聯된 政策決定을 혔한 里

程標(milestone)로서 意、底된다연 이 用語使用의 區別은 別意味가 없을 것이다. 

“社會情報”에 關해서는 그 用語의 明確한 定義나， 그 內容의 觀念化에 關해서 아직도 이 

렇다 할 一般的 理論的 體系가 成立되지 돗하고 있음에도 最近에 와서 學者들이나 刊行物

에서 表現되고 있다. 

“社會案內" (societal guidance) (27) 바는 用語도 가끔 利用되고 있지만 社會報告나 j딘;會淸 

報가 지난 用語의 抽象!生과 마찬가지로 그 擬念上의 뉴앙스가 다릎 뿐이다. 

(3) 社뽑指標의 開發을 옳한 運動과 그 意議

統合的인 社會開發을 德한 政策과 實際樞置面에서 社會的 첼擊을 適切하게 反딱해 야 되 

(23) Mancur Olson, Jr., “ The Plan and Purpose of Social Report" in The Public Interest ,15(spring. 
1969) , pp.91-92. 

(24) Itzhak Galnoor “Social Information for What" op. cit. , p.5. 參照、
(25) Ibid. , pp.5-6 參照、.
(26) Galnoor는 發展途上國家는 計평j과 評價플 위해서는 새로운， 分析펀 情쨌(J;!P intelliger:ce)가 -

般的情報(information) 보다 더 所望스렵 다고 主張한다. Ibid. , p.5. 
(27) rSocietal GuidanceJ에 關하여 는 Daniel Bell, “Science and Technology" in Sheldon and l'vloore, 

ed , op. cit. , p.238 및 Amitai Etzioni , “ Indicators of the Capacities For Societal Guidar:ce" 
presented at -the 1969 Annual Meeting of A.P.S.A. in New Yõrk City. (mimeo)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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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모든 나라듣의 關心의 增大는 「經濟指標를 高度로 組織化할 수 있는 限 社會指標도 

마찬가지로 體系있게 構成할 수 있어야 한다」는 Raymond A. Bauer와 그 동료들에 依하 
여 일찌 기 1960年에 提起된 問題들에 反映되 고 있다 (28) 

社會指標에 對한 必要性과 그 利用에 對한 努力은 일찌기 UN과그專門機關에서 부터 비 

롯되 었다고 할 것 이 다. UN은 憲章 第55條에서 “높은 生活水準에의 增進과 經濟的 및 社會

的 進步와 發展을 寫해서”라고 表現된 것처렴， 社會開發에의 關心이 높았다. UN의 이들 

問題에 關한 關心과 努力을 觀括하면 ; 그 最初의 反應으로써 “生活水準에 關한 國際的 定

義와 測定에 關한 報告書"(Report on International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Standard 

and Levels of Living)가 1953年에 專門家會議에서 作成되 었고 (29) 1961年에 專門機關들間에 

다시 慘正을 보아 “ International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Level of Living: an Interim 

Guide(中間指針書)" (30)로 名稱을 바꾸었다. 이 報告書에서는 國際間의 比較的 目的무로 “生

活水準”을 一般的으로 測定하는데 있어서， 國民所得이나 個人當 zp:均所得 같은 貨略的 指

數(monetary index)만에 의한 表示가 不適當함을 指續하고 生活水準을 構成하는 要素의 用

語나 이들 構成要素들(components)로부터 指標를 開發할 것을 彈調하였S며 그 作業에 홉 

手하였다 (31) 1961年의 “中間指針”에서는 國際間 및 地域間의 比較計測을 마련함에 있어서 

指標의 構成性分이 될 수 있는 統計資料의 缺Z을- 가진 國家가 많았고， 特히 指標構成의 어 

떤 性分要素(例컨대 社會的 安全， 衣服， 餘R탱， 人間自由)等은 그 重훨性이 彈調되지만， 擺

念的 및 技術的 理由에 의하여 國際的 o 로 比較할 수 있는 數量化된 指標로 만들기가 困難

함을 指網하였다 (32) 그 後 1963年과 1967年 2次에 걸쳐 生活水準의 國際的 計測에 關한g社 

會統計의 廳몇"(Compendium of Social Statistics)를 發表하고 이에 相當한 成果를 보았고” 

1964年에는 關係專門機構가 協同하여 生活水準의 조사에 관한 共同의 努力이 있었다 (33)‘ 

(28) 美國의 Johnson大統領이 「保健敎育福社省J(HEW)에 超內聞的인 使命을 lliiI:與하는 公式홈名을 하 
게 펼 해까지 「美國헬術科學 아카데미 J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와 Bertrani 
M. Gross, I텃셀세이지財團J (the Russell Sage Foundation) 과 그밖의 몇사랑을의 努力이 컸다. 
Raymond A. Bauer, “Socíeta! Feed Back", The Anηals of the Americaπ Academy of Political 
and Socíal Science, VOL. 2. 1967. pp.180-192 參照.

(29) Report on Lηterηatíonal Definítíon aχ:d Measι rement of Standards aηd Levels of Livíng, no. 54, 
IV. 5(United Nations, 1954). 

(30) United Natioηs Publicatíoη ， Sales No. 61. IV.7, 1961. 

(31) 원래의 리스트에는 12個項目의 構成훨素가 包含되었는데 : 健康， Å口條件， 食樓과 營養， 敎育
및 文字習得과 技術， 勳勞條件， 塵輝狀態， 消費와 財훌훌， 交通施設을 包含한 住흰， 衣服， 餘머끓와 
愚安，社會保障， Å間自由 等이다. 1961年 修正에는 交通이 除外되었고 〔大部分의 交通은 社會的
費用 (sociaI cost) 이 라는 理由 때 문에 J 總消費와 뽑養은 巨視經濟指標(macro'economic indicators) 
이 며 直接的 生活水準의 測定이 아니 라는 理由해 문에 除外하였다. 

Donald V. McGranahan, “Analysis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Through a System of 
Inlicators" op. cit. , pp.66-67. 

(32) Ibid. , p.67. 
(33) 國際勞動機構(1LO) ， 食鐘農業機構(FAO) ， 世界保健機構(WHO) ， 유엔敎育科學文化機構(UNES. 

CO)等의 專門機構가 協同하여 “家計測定의 便覺 : 生活水準의 調훌에 關한 寶用的 指針"(Hand.
b.o~， .o!. Household. Surveys: _ A Practical Guide -for -Inquiries onIevel 01 Living)을 發뀐j하여 J 
生活水鐘 測定을 위 한 정 보의 基鍵가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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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後 UN의 社會開發닮究院(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UNRISD)는 1966年과 1970年에 兩次에 걸쳐서 生活水準과 福社에 關한 社會指標를 開發한 

바 있는데 1966年에는 單一生活水準指數의 基魔를 마련하였으나 이중에는 計量不可能한 生

活훨素가 相當히 누락되었을 뿐아니라 計量可能한 生活훌素間에 있어서도 單-指數作成에 

있어서 加重{直(weight)의 適用 等 여러가지 問題點이 隨伴되었다 (34) 그러나 1970年에 發

表된 42個의 社會開發指標는 50餘國의 生活水準과 福社에 關한 社會開發의 重要指標를 薦

集，J:t較시 켜 國家間의 狀態를 比較키 寫한 相應點(ccorrespondence points) (35) 分析을 試圖

한바 있다. 

社會指標의 開發을 通한 生活水準과 福社의 向上을 測定하여 政策에 導入코자 하는 努力

은 비단 UN에서뿐만 아니라 發展띈 國家 特히 美國에 있어서의 努力은 대단하다. 1956年

3月 1 日 , 美國의 「존슨」 大統領은 對 議會 “멧 시 지 ”에서 公式的으로 「保健數育福社省」에超 

內關的 -團의 專門그룹을 任命하였다. 그의 멧시 지 에서 「존슨」 大統領은 「保健敎育福社省

에 勞動統計局(Bureau of Labour Statics: BLS)과 經濟랩問委員會(Council of Economic Ad

visers:. CEA)가 資料들을 補完할 수 있는 必須的 社會統計 및 指標흘 開짧하기 寫한 情報를 

그의 任期l져에 寬集할 것을 要請하였다 (36) 同年에 “技術， 오보메이션， 經濟的 發展에 關

한 國家委員會"(National Commission on Technology, Automation and Economic Progress) 

는 “技術과 美國經濟"(Technology and the American Economy) 라는 報告文에 서 의 社會的

費用과 利益을 알아내고 그렇게 하므로써 휩實한 生塵陽의 코스트를 反映할 수 있는 “社會

會計의 體系"(a system of social accounts)를 提議하였다 (37) 1970年 9月에는 上院에 의하 

여 “完全機會 및 國家目的과 優先順位法"(The Full Opportunity and National Goals and 

Priorities Act) 이 上院에서 通過되기까지 많은 試鍵을 겪었는 바 이 法案의 主훨팝子는 大

統領의 對 議會年間報告書에서 “包括的인 社會親告”에 關한 義務와條件等을規定하였다(38) 

1969年 保健敎育福社省의 Wilbur Cohlen長官이 社會報告의 體系를 進展시 키 기 罵한 據備的

(34) UNRISD, Social and Economic Factors in Develoþment, Report No. 3, (Geneva, 1966) 參照.
UNRISD, Studies in the Measurement of Leνel of Lψiηg and Welfare , Report No. 70.3, 
(Geneva, 1970) 參照、.

(35) Ibid, 및 J.Drewnowski, Two Concepts of Social Planning, Occasional Papers (Institute of 
Social Studies, The Hague, 1970) 參照.

(36) Bauer, oþ. cit. , Xjv 
(37) 이 委員會의 最終報告에는 @社會的 費用과 빼新의 純利益을 뼈u定하며 @社會的 훌病( 1?IJ컨대 犯

罪， 家族的 破激)等의 測定.@限定펀 社會的 必훨(住E흔， 敎育， 福社)의 領域에 있어서 成果主

義據算의 創造，@經濟的 機會와 社會的 流動性의 指標 等 4個의 部門에 있어서 人間資源의 活
用에 關한 測定을 彈調하고 社會會計制度를 滿場一敎로 採擇하였다. ibid. , p. xiv. xv. 

(38) 大械領의 報告에는 社會짧問委(Council of Social Advisors) 의 맑究作業에 의한 支援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經濟問題의 報告와 據算敎書에는 經濟짧問委員會(CEA)의 支찮을 받도록 되 

어 있음에 썽벽을 이루고 있다. 

Bertram M. Gross, “ The State of the Nation," oþ. cit. , pp. 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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段階로서 大統領에게 報告한 報告書에는 「社會變動을 測定하고 社會目的을 設定하는 社會

指標의 開發을 彈調하기 寫한 諸擔置J (39)는 有名하다. 最近 美國에 있어서는， 社會指標의 

開發을 國家最高의 政策的 段階에서 努力하려는 試圖가 企圖되고 있는데 이는 大統領室의 

所管下에 있는 據算管理室COMB)에서 이 業務를 管掌하고 있다. 1973年에 OMB는 社會指

標에 關한 最初의 年次報告블 企圖하고 있으며， 이미 8個項目으로 分類된 “社會的 關心事”

Csocial concerns)에 關하여 發表한 바 있다 (40) 

더욱 最近에는 白훨館에 設立된 國家目的調훌委員들은 1976年까지 美國獨立 200周年과 西

紀 2， 000年을 記念하기 寫하여 年間社會報告를 準備하고 社會目的과 指標를 設定키로 하였 

다 (41) 

社會指標의 開發을 寫한 運動이 UN機構나 個別國家(主로 發展된 國家)의 實錢的인 努力

에 힘입은 바의 成果였지만 이에 뭇치 않게 이 分野에 關心을 가진 많은 理論的인 探求를 

한 學者와 專門家들의 寄與가 컸 다. 1960年의 中盤以來 R.A Bauer, A.D. Biderman, O.D. 

Duncan, B. Gross, M.V. Jones, M.J. Flax , E.B. Sheldon, D.V. McGranahan等의 사람들 

을 指橋할 수 있다 (42) 現在의 社會指標를 向한 運動의 展開는 現代國家의 當面한 開發目

標의 成就를 혔한 훌求에 符合하려는 試圖로서， 郞 첫째， 어떻게 그리고 어떤 分野에서 우 

리의 生活。1 점점 나아지거나 惡化되어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할 必훨性， 둘째， 다른 地域

社會나 他國家에 比較할 때 自國民의 生活水準울 改善하거나 保存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얼 

마나 찰 對處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比較의 必훨뾰， 세째로는 國民률이 直接間接으로 投

資하는 職業과 企業의 生훌 및 活動에 關한 社會的 鎭益計算의 統計에 對한 社會的 必要性

等이다 (43) 

(39) lbid. , pp. xiii-xiv. 
(40) A. 保健 (1. 長醫(1ong life) 2. 肉體的， 精神的 安寧)

B. 敎育 (1. 모든 사람을 위 한 基鍵的 技術 2. 進步된 知鐵의 機會)
C. 題輝 (1. 就業機會 2. 動勞環境 및 職業滿足)

D. 報짧 (1. 個A收入의 程度 2. 所得分配 3. 低所得 A口)

E. 住힘 및 環境(1. 住흰 및 生活의 質的 條件 2. 이 웃의 性格 3. 環境的 性格)
F. 餘興와 娘樂(1. 餘顧의 利用可能時間 2. 餘圍時間의 活動과 參與)
G. 大象의 安全과 法的 正議(1. 犯罪로부터 의 生活과 財훌의 安全 2. 정 당한 뻐j事治安) 
H. 人口 (1. Á 口 2. 生活設備 및 家族構造)
Office of Research and Monitoring,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Qμality of Life lndica
tors. A Review of State-of-the-Art and Guideline Derived to Assist in Developing Environmen
tal Indicators, Dec. , 1972, p. 36-37 參照.

(41) Itzhak Galnoor, “Social Indicators for What?" op. cit. , p. 4. 
(42) Raymond A. Bauer, ed. , op. cit. , Raymond A. Bauer, “ Societal .Feed back," op. cit. , pp. 180-

192. 參照. Albert D. Biderman, “ Social Indicators and Goals", in R.A. Bauer ed. , Social 
Iη짜cators， op. , cit. , pp. 68-153. 參照. Otis Dudley Duncan, Toward Social Reporting: Next 
Steps ,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1969). Bertram M. Gross , and Michael 
Springer, “$ocial Goals and Indicators for American Society," The ι'lnnals 01 the Americaη 



130 環 境 論 홉쏟 

(4) 社홈指標 開發의 問훌훌點과 改善方向

社會指標가 內包하고 있는 混옮L과 몇 가지 問題들을 考察해 보면 主르 다음과 같이 몇約 

펀다. 

첫 째 로， 理論的 및 寶錢的인 터1面에 서 同時에 首肯할만한 社會指標에 대 한 明確한 íË義

와 指標構成의 方法論에 關해 서 共通된 意見의 合意點을 찾기 어 렵 고， 

둘째 로， 指標-般에 關한 屬性이 지 만 社會指標가 “量”的언 面뿐만 아니 라 “質”的인 面에 

對한 뼈IJ定手段이 될수 있느냐에 關한 疑問點， 特허 社會的 問題는 量的인 面보다는 質的안 

面이 더욱더 關心을 끄는 問題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세째로， 社會指標는 반도시 規範的이어야하느냐에 關한職念構成에 있어서 意見의 不一致.

네째로， 社會指標가 flJ用될 수 있는 用途에 關한 意見의 不一폈. 

다섯째로， 指標의 쭉當性問題， 그리고 어떤 指標는 指標를 마련하는데 所몇되는 作業이 

너 무 큰 點， 그리 고 社會統計의 質을 높이 며 社會問題의 情報의 信賴度를 높히 고 改善해 야 

할 任務의 ðE大 等 相當한 難點이 仔在한다. 

以上과 같은 여 러 가지 의 問題와 克服되 어 야 할 臨路點에 도 不抱하고 社會指標는 政策立

案者뿐만 아니라 社會科學者， 社會評論家， 政治家 및 法律家들에 의하여 多樣한 目的과 多

樣한 動機로 因하여 그 必몇↑生이 提高되고 있다 (44) 

몇기-지 文斷을 參考하면， 社會指標는 다음과 같은 特徵을 가져야 한다는. 最少限의 合意

點이 存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 Flax에 의 하면 社會指標는 人間의 福피ll:와 滿足에 關係된 다고 생 각되 는 生活의 質的 測

面을 뼈Ij定할 수 있어야 하고 (45) 

2) Sheldon과 Freeman은 指標가 長期間에 걸친 國民生活의 狀態를 比較하고 把握하자면 

社會統計의 長期的인 作成과 資料수칩이 있어야만 되고 따라서 長·期趣勢와 展뿔을 寫한 時

Academy 0/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 VOL 1, 371. VOL. 2, 373. May, 1967. September, 
1967參照. Eleanor Bernet Sheldon and Wilbert E. Moore , eds. , op. cit. , pp.4-26. 參照 Donald 
V. McGranahan, “ Analysis of Socio.Economic Develepment Through A System of Indicators" 
The Annals 0/ the American .4cademy 0/ Political and Social Scieηce ， op. cit. , pp. 65-81. 參照-

(43) Raymond D. Gastil, ed. , “ Social Indicators and Quality of Life ," Pμblic Adlηinistration Revi. 
ew , November/December 1970, p.597. 

(44) 社會指標블 f'f.成하는 動機와 目的을 政治的얀 聯關f生에서 파악할 것을 彈調하는 意昆이 었다. 

P.J. Henriot는 社會指標는 「社會的으로 重맺한 社會의 필態들」을 행u定하기 f홉한 量的資料이지 

만， 이것을 理解하고 認讀하는데 있어서는 技術的이라기 보다는 政治的인 것으로 보고 있다.그 

는 現在의 社會指標는 4가지 領域에 있어서 本質的으로 政治的 聯關性을 避할 수 없다고 한다 . 
.Þ!P CD 指標에 대한 定義의 E治性，@;資料수집과 分析의 政治性，@報告의 政治性，@利用의政 
治↑生 等을 指鋼한다. Peter J. Henriot , “P이itical Implicaton of Social Indicators,"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Annual Meeti l1g of the A.P.S.A. , Chicago, Illil1ois, Sept. 7-11. 1971) , 
(mimeo) , 參照.

(45) Michael J. Flax , “ Future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Additio l1al Social and Urban Indi
çators." Worki l1g Paper V, Tlle Urba l1 1I1stitute , (July, 1,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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間系列(time series)을 提供할 수 있게 된다 (46) 

3) 또 펴1)定對象의 範圍(例컨테 地域 빚 都市規模)에 屬하는 服絡的 特徵(contextual cha

racteristics)에 의해서， 그리고 또 測定된 A間및 狀況(例컨데 A種， 年顧層)等의 關聯的 屬

↑生에 의해서 分類될 수 있는 社會統計를 利用하여야만 指標의 操í'P化가 容易하며 (47) 

4) 指標는 社會共同體가 흉용求하는 所폴과 基魔的인 社會的 關心事項을 反映한다는 點을 保

낀章하기 위 해서 指標開發 過程에 있어서 廣範한 地域社會의 參與를 包含하여 야만 할 것이 며 , 

5) 指標開發을 寫해 서 魔集된 資料와 政策形成者의 흥흥求를 調和시 키 연서 塵出測定(output

measures)을 記述하여 야 할 것 이 다 (48) 

lV. 環境指標(Environmental Indicators) 

(1) 環境指標開發을 寫한 運動

보다 高度의 發展을 본 經濟指標나 過去 10年동안의 社會指標에 관한 關心과는 對照的으 

로 環境指標는 매우 最近에 開發된 分野이다. 이 指標의 必몇性을 認識하기 寫한 努力은 

1969年의 美國의 國家環境保護法(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을 起點A로 하는 

바 同法은 「環境委員會J (Council on Enviromental Quality:CEQ)로 하여 금 環境狀態測定

을 위한 -連의 指數를 마련하게 한 것이다. 이 委員會가 가진 任務로 말미암아 環境指標

의 開發이 刺!짧되었고 특히 大氣와 水質에 對한 指標開發의 認識과 必횟性이 加重되었다. 

이 외에도 環境의 全般的인 狀態를 評價하려는 暫定的 指標가 提案되었다 (49) 

美國에 있어서 環境指標開發을 寫한 努力은 公私立 船究所와 自然科學者들에게 힘업은 바 

컸다. 1971年 9月 「오크릿지 國立實驗所J(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의 맑究報告에 

의한 “오크릿지 空氣質의 指數"(Oak Ridge Air Quality Index)나 同年의「스탠포도핍究所」 

(Stanford Research Institute)의 “살충제 에 關한 環境指標"(Environmental Indicators for 

Pesticides)等이 있었고 1972年 4月「미를陽究所J (Mitre Corporation)의 一團의 짧究家에 의한 

“國家環짧指數-空氣質과 大氣園再生"(Air Quality and Outdoor Recreation)報告와 同年 4 

月 에 「스미소니 안맑究所J (Smithonian Institute)의 Jenkins가 主導하는 生態프로그램班에 의 

하여 짧究된 “野生動物과 自然環境에關힌- 指標및 指數"(Indicators and Indices of Wildlife and 

(46) E.B. Sheldon, and H.E. Freeman,“Notes on Socail Indicators: Promises and Potential," Policy 
Scieηces. 1. 1970, pp.97-11 I. 

(47) Ibid. 
(48) Department of HEW, Toward a ’ Social Report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 1969) 
(49) Office of Research and Monitoring,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Quality of Life 1ηdica

tors, op. cit. ,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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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ural Environment)에 關한 報告等은 生態問題에 關한 指標開發의 努力이 었다 (50) 

「國家 野生物聯盟J (National Wildlife Federation)은 “全體環境指數"(total enyironmental 

index)를 提示하였는데 이는 “EQ指數"(Environmental Quality lndex: 環境指數)로서 f흡f퓨 

發刊되었다 (51) 

環境質의 指數에 關한 해 마다의 報告碩向은 空氣質， 鍵物質， 水質， 生存空間， 野生物， ft

木 및 土質에 關한 環境指數들이 다 (52) 

이와 같이 美國에 있어서 여러 맑究所와 團體 및 環境學者들은 서로 異質的 勳理的 測定

과 結合過程을 通해서 水質， 大氣等에 關한 環境指數를 考案해.내려는 試圖를 보여왔지만 

아직은 全般的￡로 認定될 수 있는 水準에는 훨씬 未治한 實情인 듯하다. 

環境指標에 관한 하나의 有用한 調훌는 1971年 12月 26 日부터 31 日까지 美國의 「필 라델 

피 아」 市에서 열린「美國科學振與協會會議J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Meeting)期間中 取해 졌 다. 

이 심포지움의 절차가 William Thomas의 한 著書에 (53)記錄되고 있는데 이 會議節次와 여 

기 서 發表된 주제 는 環境指標의 開發에 關聯된 多樣한 現tE의 努力과 構想을 詳述하고 았 

다. 이 會議에서 取폈된 주제들을 보면 空氣， 水質， 魔홉에 대한 特定指標로부터 環境上의， 

여러 問題들에 관한 留意事項의 優先JI폈位들이 다루어졌다. 

環境의 質的 保存에 關한 우리들의 努力을 通해서 成就하고자 하는 所좋과 現在 우리가 

어느 時點에까지 외- 있느냐에 대한 단 하나의 가장 광범한 土臺에서 나온 해마다의 評價는 

美國「環境委員會」의 報告書들에 나타난다 (54) 

이 報告書는 3次에 걸친 報告가 있었는데 第l次 年間報告書(First Annual Report)는 聯

郭， ，'1、 1 ， 地方政府로 하여 금 環境問題와 그 改숱한策을 보다 잘 理解시 키 려 는 施策의 提案에、 

점중했다. 

第2次 年間報告書(Second AnnuaI Report)는 經濟學的 및 法的 測面을 環境의 質的問題

와 從的 o 로 결부시켜보려는 努力이었다. 1972年 8月애 나온 第3次 報告書(Third AnnuaI 

Report)는 以前에 맑究된 많은 分뿔i‘를 -新하고 새 로운 진전을 보다 廣範한 基盤을 包含하 

고 있다. 特히 環팽媒介指數(environmental parameters)에 關한 開發作業， 環境의 質에 관 

(50) Ibid. 및 Smithsonian lnstitution, “Development of a Continuing Program to Provide lndicators 、
and lndices of Wi1dlife and Natural Environment," Final Report to the Council on Environ
mental Qua!ity , (Apri1 15, 1972) , p.4 參照.

(51) Environmental Studies Board, Monitoring the Eηvironment NAE/NAS, (January, 1969) , p.12. 
(52) Ibid. 

(53) WilIiam A. Thomas, ed. , 1ηdicators of Em셔roηmental Quality, (Plenum Press, 1972) , pp.10-
18 參照.

(54) CounciI On EnvironmentaI Qua!ity, “Annual Reports" (U.S. Government Priniting Office , Wa
shington D.C. , 1971-1974)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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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國際的 쟁u面과 未來의 鍵測， 이것에는 未來環境에 대한 A 口， 資源， 科學技術의 충격을 

檢討하는 作業이 包含된다 (55) 

이와같은 事寶은 環境指標의 開發과 關心에 關한 主훨作業으로 看做될 수 있다. 

(2) 環境指標開發이 쫓求되는 優先的 關心分野

各國이 處한 環境的 條件과 狀態에 따라서 相當한 差異가 있겠으나 現代 盧業國家가 홉r 

E펀한 환경 지 표 개 발이 훨;求되 는 一般的 關心分野는 다음과 같다 (56) 

가) 空氣 및 水質펌梁의 測定(純햄뾰의 指數)

냐) 危險物質의 使用限界{直의 測定(危險指數)

다) 塵介處理(↑生質指數)

라) 土地利用과 土壞保存(土地管理指數)

마) 資源拍浪(資源消鏡와 再生에 關한 指數)

바) 野生物의 管理(保存指數， 管理쳤果f生指數〕等이 다. 

(3) 環境指標의 問題點

當面한 관심사인 環境指標의 開發에 關心을 集中하는 外에도 環境指標에 關한 폭넓은 規;

模의 接近이 現tE 進行中이 다. 指標擺念에 대 한 基本的 定立으로부터 地域間 및 國家間， 大

小의 各 강;元에 該當하는 環境R度 및 指標를 發展시 켜 야 하는 緊急한 問題들이 이 러 한 努

力에 屬한다 (57) 그러 나 環構指標에 對한 基本觀念과 方法論的 開發은 아주 初期狀態에 있 

다. 

環境指標觀念의 보다 根;本的인 開發에 對한 接近은 現훈 各國의 여러관계 學者들과 政府

機關들에 의 해서 積極的으로 推進되 고 있으나， 앞 o 로 解決해 야 할 問題點으로서 國家間의 

共通된 分野의 指標의 開發과 合意된 測定 手段우로서 指數의 算定等 問題點이 많다고 본 

다. 

(55) Ibid. 
(56) 最近의 社會的 잇슈로서 대두되는 環境問題는 훨씬 問題의 範圍를 縮小시켜 ~義의 環境問펄， 

例컨대 i쥔짧問題， 公홈， 폐기물처리문제， 放射線問題， 이를 鳥한 計劃j과 管理問題等으로 /關心
을 좁히는 碩向。l 있다. 盧隆熙， “環境論序說( 1 )" 環境論農. 第一卷， 第-號(서울大學校 環樓
大學院， 1974) , pp‘ 5-6 參照. W.A. Thomas, L.R. Babcock, Jr. and W.D. Schultz, Oak Ridge 
Air Quality 1ηdex.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Oak Ridge , Jan. September, 1971) 參照.
The Mitre Corporation, Deνelopmeηtal 1ηdices: 0μtdoor Recreational Resources and . Laηd Use 
Shift, Presented to the American Associati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December 26, 
1971) , pp.12-21 參照.

(57) 1個都市와 地域的 것元에 該當하는 環境指標 開發作業의 例에 屬하는 것 으로는 “ Environmental 
Quality Index.A Feasibility Study-County of Sandiego Regional Issues", Volume 1, -(June , 
1972) by McDonald and Malcolm of Research Analysis Corporation: “ The Qua!ity of Life in 
Metropo!i tan , Washington D.C. , Some Statistical Benchmarks", by M.V. Jones and M.J. Flax~ 

The Urban Institute, March, 1970) 參照.



134 

V 包括的 測定試圖로서의 “生活質의 指標”

(Quality of Life Indicators: QOL Indicators) 

(1) 生活質에 對한 關心과 試圖

環 境 論 홉쫓 

社템 및 環境指標의 開發에 關한 最近의 努力과 同時에 全般的 生活質의 指標를 開發하 

려는 試댐가 몇몇 發展펀 國家에서 일어났다. 이 陽究作業의 一部는 過去 10年間에 결친 社

會指標開發의 前後關係內에 部分的으로 包含된다. 그러나 “生活의 質的 水準”을 測定하는 

指標聞發을 寫한 關心과 包표的인 짧究作業의 大部分은 아주 最‘近의 일이다. 이른바 經濟，

社會， ~웠앓的 測面.틀이 여기에 包含된다. 

오늪날 發展된 國家나 그 途上國家의 關心은 經濟的 生存과 成長이 라는 根本的 問題를 克

服하므로써 “生活의 質”이라는 보다 더 人間的 愛素에 關心을 集中하지 않을 수 없는 狀況

에 處하였다. 이 歷史的 發展이 示浚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關發의 優先順位를 設定하는데 

있어 서 충격 적 인 必훨와 緊急性읍 몇했 다는 事實이 다. 이 것 이 바로 人本主製的인 開發政策

으로의 피편換융 示~하는 所以가 된다 (58) 

生活의 質的 構成을 論해보려는 試圖로서 몇가지 按近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 몇가지;接近方法의 例

Virginia 大學의 Fred Singer博土가 行한「生活指數開發은 可能한가 ?J 라는 最近의 한 심포 

지 움은 “生活의 質”에 對한 指數를 開發하기 위 한 接近法들을 說明했다 (59) 이 러 한 또는 

이와 비슛한 이밖의 심포지움은 “生活의 뒀”에 관한 搬念에 대히1 셔 現在 行해지고 있는 광 

염한 方法論的 檢證의 본보기들이라 할수 있다. 

1971年 4月 美國 緣算局 緣算管理室에서 나온 「白쩔館의 좁-年問題會議 報告書(The Re

port of the White House Conferencc on Youth)는 國家的 -:3\.元에 서 의 政策決定에 “生活의 

줬”이 라는 ;觀念윤 反뺏하는데 包含시 키 기 위 한 다음과 같은 基準을 提示하였 다 (60) 

1) 自然環펴 : 딩然美와 野生生物의 保仔 및 日 常的으로 황폐 하지 않는 들과 물을 接할 

수 있는 기희의 保첸. 

2) 生.活環핸 : 都rfi ， 째外， 시골生活 빚 動勞地l或에 對한 바맏직 한 生活環짧의 全面的인 

(58) 그려 나 開發途上國家에 는 資源問超 經濟的 成長에 의 急速한 );l(;잖에 集中한 나머 지 이 A間的 問

평의 基本的 解決이 라는 課題는 開發의 優先JI頂位에 서 脫落되 고 때 로는 이 것 이 當然한 것으로 正

랩化펀다‘ F.M. Milikan, “ Inquiry and Policy: The Relation of Knowledge to Action", The 
Hαηzaη Mea끼ηg of the SociaZ Sciences, D. Lerner, ed. , (Meridian Books, N.Y. 1959) , pp.158-
182 參照、.

(59)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Qμalíty of Life Indicators , op. cit. , p. 57. 
(60) Ibid. , pp.57-95. 



社혈開發의 j[j:策手段으로서 의 開發指標에 關한 E다究 135 

*찮持， 청결한 공기와 물， 用地， 一般衛生 및 保健， 住~ 및 建物의 安全， 갖휠藥과 道路

의 쫓觀에 대 한 最低條件의 維持.

3) 一폈保健 : 基本的 衛生과 安全維持， 充分한 健康保護，춤少年을 위한 첼저힌- 醫續拖設

4) 所{쟁과 基本的， 經濟的 安寧 : 個人의 經濟的 探取의 최소화， 最低保障 生活水準， 公平

한 듣룹의 分配와 向上펀 經i齊狀況을 추구하기 위 한 持續的 機會.

5) ]월續과- 生塵性 : 公zp:한 富의 分配와 向上된 經濟狀況을 추구할 수 있는 持續的 機會

와 生E훌的 機會틀- 위 한 全般的 對備.

6) 셉經팩的進步 消極的 빛 鐘행的 生塵(예 컨대 媒팽洗制考案)과 環;짧의 危害關係 경 비 

를 考-헬한 社會~l얀 總經濟的生盧.

7) 판修， 敎育 및 敎養 : 利用할 수 있는 技術問題解決能力 및 世界의 價f털觀을 習得-하는 

機합. 

8) 짧~gJ과 g뭘制에 관한 正義와 自 由 : 危害 或은 安寧을 威평하는 훨素의 最少化， 社會와 

個人間의 相互關係作用에서 行해지는 否定的 制載에 反하는 肯定의 範댐의 擬大.

9) 個A主義 : 自由로운 表現， “生活形態"(life style)의 選擇을 위한 機會， 社會的 옆容과 

표핑外의 지〈準. 

이터한 제각기의 基準들은 經濟， 社會， 環境의 씨가지 指標의 領域들 중의 하나로 範歸

가 定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範購規定이 相互 배타적인 것은 전혀 아니다. 

「自己期待成就를 위한 努力R度J (self-anchoring striving scale)를 말한 Cantril과 Roll의 

說明은 QOL測定에 있어서 大짧參與플 通한 價{直體系確位(開發規範의 탐색)의 重大性을 認

定한 接近方送의 卓越한 본보기 이 다 (61) 

、이들 報告書의 內容을 簡略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努力R度」의 技法에 있어서 應答者는 먼저 자기의 末來플 가정 밝은 각도와 가장 悲觀的인 각 

도에 서 상상했을 때 의 그의 삶의 形態플 記述해 보이 도록 要求된다. 이 質問은 생 각나는대 로 自 E섬 

롭게 應答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應答者의 論評은 質疑者에 의해서 말 그대로 錄音된다. 應答者는 

다음 相對方에게 다음과 같은 質問에 答하게 펀다. r가장 悲觀的언 각도에서의 그의 未來는 어떠 

한가 ?J 다시 그의 대립은 말그대로 錄音된다. 

R톨答者는 다음 사다리形態의 그럼을 보게되며， 이 사다리는 삶의 狀態를 상칭한다(그럼 1). 사 

다리 의 最上r.皆段은 應答者가 理想的 狀態라고 記述한 總體的 所望을 表示한다. 應答者는 現在 그가 

그의 所望얘 견주어 보아서 사다리의 어느 位置에 있으며 5年前에는 그가 어떤 位置얘 있었고 5年

後에는 그가 어디에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등의 質問을 받게 된다. (세가지 範廳의 質問과 應答，

ftn 過去， 現在， 未來의 狀態가 생u定됨) . 

應答者의 “사다리”式 評價는 自意的인 것으로서 “사다리”의 上下가 自身의 幸， 不幸의 條件으로 

(61) Albert H. Cantril and Charles W. RolI Jr. “The Hopes and Fears of American People" in 
studies conducted by the Institute of Internatinal Social Reserch, 1964, Ibid. , pp.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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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定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사다리”式 評價에서 f6J을 보인 뉴욕체外의 中上流層 主穩는 心理的

안 面에 시 美南西部의 小作農과 同等한 水準을 보일 수 있다. 물론 이 경 우 그들의 希望과 염 려 가 

本質的으로 현저한 差異를 나타낼 수도 있다. 나아가 應‘答者의 세가지 사다리식 評價(過去， 現훈， 

未來)의 狀態가 比較될 수 있는데 이것은 自身의 成就意識과 樂觀意諸에 관한;ìß，U定이다. 이와 똑같 

은 相互關聯的인 -連의 問題가 應答者가 國家에 대 해 서 느끼 는 希望과 不安을 알아보치 위 해 質

疑된다‘ 應答者는 國家에 대 한 가장 最上의 또는 最惡의 狀態를 記述하도록 質問받고 國家에 대 해 

서 過去， 現在， 未來， 各各에 關한 “사다리 ”式 評價를 내 게 한다. 

이을 돼究의 한 結果가 다음의 〈表 1)에 나타나 있다. 이 結果는 가장 ￡뜸가는 l 뚫先順位을 良

好한 건강과 보다 더 나은 生活水準의 希求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表 1> 個人의 希望과 不安(%)

個A的希望

1959 1964 1971 

‘自身의 良H한 健康 40 29 29 

보다나은 生活水準 38 40 27 

世界zp:쭈fl 9 17 19 

자식들에 대한 期待 成就 29 35 17 

$:福한 家짧1:活 18 18 14 

家族의 健康 16 25 13 

딩 4캉의 {主ε강윤 所경I 또는 더 나은것을 期待 24 12 11 

마음의 平和 : '1해-績的 템熟 5 9 8 

숱홉의 所有 2 5 7 

M< H얹 11 5 6 

老짧~;!tJl의 팍~福 10 8 6 

마음에 맞는 職業， 勞重h ‘ 7 9 6 

\'it 職 D 8 6 

언프폐이션으로부터의 解放 1 2 6 

';ië( 2릿에 對한 其f따 일 만관심 사 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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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的不安

1959 1964 1971 

自身의 健康惡化 40 25 28 

生活水準의 下落 23 19 18 

戰 爭 21 29 17 

家旅의 健康惡化 25 27 16 

失 業 10 14 13 

인프레이션 1 3 11 

자식들의 不幸 12 10 8 

家族의 마약중독 7 

2、;、’ 害 7 

政治的 不安定 1 2 5 

不安은 전혀 없다 12 10 5 

犯 罪 5 

都市環境에 있어서 “生活의 質”을 測定하는데 있어서 以上에서 소개한 Cantril과 Roll의 

方法論은 社會開發目標와 關聯된 政策決定에 있어서， 大꿨(grass roots)의 希‘뿔과 不安， 末

來에 期待， 現:tE의 狀態에 대 한 꿇識等 大架的 基隨를 政策에 反映함에 있어 아주 意味있 

는 示찢가 되고 있다， 이러한 方法은 開發政策의 方向을 이끌어내고 評價하는데 있어서 貴

重한 根源的 資料와 社會計畵.~을 德한 規範的 情報(normative information)로써 利用될 수 

있다. 

“生活의 質"(QOL)에 關한 닮究는 1972年 美國의 環境保護廳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調훌땀究班(Office of Research and Monitoring)에 의하여 “QOL"觀念의 發展，

“ QOL" 構成몇素를 經濟的 環境， 政治的 環境， 保健 및 自然環境等의 部門(sectors)으로 

大別하고 이들 部門 밑에 總 30個훨素(factors)와 下位훨素(sub-factors)로 分類하였다. 

이들은 이들 훨素들을 잘 定義된 方法 RP , 指標의 設定을 通하여 測定可能한 段階로까지 

構造化하려 고 맑究를 계 속中이 다 (62) 

그러나 보다 더 發展된 社會工學的 技法을 利用한 理論的 닮究의 成果는 QOL의 計量的

測定과 이것을 通한 最適資源、配分計劃의 樹立에 關한 맑究의 試圖가 最近 Peter W. House 

博土에 의하여 하나의 세미나에서 發表되었다 (63) 

發表된 論文은 QOL 測定을 薦한 理論을 다음과 같은 훨릅로서 展開하고 있다. 그는 먼저 

QOL를 構成하는 몇素， 껴j컨데 環境， 社會， 政治， 經濟等의 各 部分의 諸要素(約34個몇素) 

(62) Ibid. , p.64. 
(63) Peter W. House, “ How Do We Know Where We are Going", Presented to a Semeinar on 

Multiple Criteria Decision-Making at th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October, 26-27, (mimeo) 
1972. 金永燮， 前獨書. 附錄3-1.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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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包括的 目錄으로부터 一組의 指標(a set of indicators)를 開發하기 위하여 ; 첫째， 이 

들 要素로 부터 發展된 個別擔標(Ii)를 다음式으로 表現하고 있다. 郞， Ii=S(QOL構成횟素 

의 現在狀態/要素의 所쏠水準)， 플째 , 個個의 指標를 QOL指數로 組合코저 하는 原理릎 모 

색하기 위한 關係式을 QOL=S [Ii ... 'η〕로 表現하고， 그는 個別的 指標가 QOL의 탱、O面을 部

分的으로 構成하고 있으나 단순한 算術的 組合은 아니 략고 한다. 세 째 , 이 려 한 {Il~面을 單一

R度로 轉換하기 寫하여 또하나의 組合方法으로서 하나의 選好困數(a preference function) 

를 使用함으로써 QOL구성몇素들 相互間의 優先順位블 나타내는 훨素의 加重個(W)의 詩導

가 可能하고 各몇素의 加重{直기 유도되면 QOL指標는 다음과 같이 定義될것이라고한다. 텀n 

QOL= L; Wi (Ii) 

(Wi는 指標(I)에 의 하여 表現뭔 QOL의 構成愛素가 되 는 社會로 부터 由來하는 選好ßiI

數에 의한 健先뿔:擇機能 ß!P 加重{直(weight)를 意味하고 Ii는 QOL의 單位指標인 個別指標

를 뜻함) 

네째， 이렇게 定義펀 關係式을 利用하여 QOL.의 持續的인 維持와 보다 바람직한 水準으르 

改警키 寫한 最適資源配分의 方‘案을 모색코저하는 資源配分의 寶用 (resources cost, Rc,) 

과 指標(Ii)間의 關係함數를 유도하고(대개 힘數의 f生向은 限界效用체강의 l돼線 o 로 frJíE) 

QOL을 極大로 하기위한 效率的 資縣配分에 關한 數{直를 例題로서 說g꾀하고 있다. :u찢핵쉴線 

形計훤j技法(standard linear programming techniques)을 採用한 이 論文은 QOL構댔에 있 

어서 今後의 問題點부로서 “生活휩”을 構成하고 있는 客觀的 및 主觀的 媒介變數릎 한축성 

있게 測定하는 能力等을 開發해야 할 문제點으로서 指適하고 있다. 그러나 QOL測定과 資

源、配分方案윷 寶際的인 操作體系에 活用하는데 進一步펀 理論的인 技法을 提示한 이 認文

도 加重UI直圖式(weighting scheme)을 操作化하는데 首肯할만한 理論의 완벽 성 을 提示하지 

풋함으로써 寶際의 政策形成에 援用함에 있어서는 많은 制杓이 따블 것으로 보나 영J年財이1 

處한 이 部分에는 새로운 理論的인 開f감으로 불 수 있다. 

(3) 統合的 社會開發指標로서 QOL指標의 意義

짧在로서 는 “生活뒀”에 대 한 擺念構成이 政策形成에 훨入펠 段階로 까지 發많되 지 듯한 

것 같다. 그러나 QOL指標가 全面的으로 政策形成에 導入될 수 있을 程度로 그 操{'F1生과 

有效性이 發展될 段階가 멀지 않았으리라고 期待한다. QOL指標開發의 技術上의 隨路點에도 

不뻐하고 大架的인 所쏠괴 基盤위애서 成立된 經灣， 社會， 環평의 諸構成分子의 相互렘係의 

利用性을 認定하는데 서 생기 는 이 指標의 開發에 關聯된 問題點과 그 利益은 莫大하다고 ‘탤、 

料된다. 바람직한 統合的언 社會開發目標플 設定하는데 寄與한 가장 有效한 指標관 바로 이 

QOL의 指標가 펼수 있다. QOL指標가 가져오는 灌在力과 그 利益은 大體로 다음과 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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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純合的인 社會開發의 政策形成과 關聯하여 經濟指標， 社會指標， 環境指標等‘ 部門몽IJ 指

標는 當該部門에 대한 目標의 設定이나 政策決定에는 多小間 寄與할 수는 있어도 다른 部

門에 대해서는 問題解決에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러나 有效한 QOL指標는 政策決定者에게 社會， 經濟， 環境 等의 諸目標들 間의 相互함 

數關係를 容易하게 設定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지며 QOL指標는 이들 關係를 -目際然하 

게 나타난다. 

@QOL指標의 開發은 大꿨的 基隨에선 多樣한 利害關係， 그들의 希뿔 價{直體系上의 優先

度가 開發政策에 反映될 수 있다. 

@ 開發에 있어서 담標體系의 優先)1圓位와 QOL改善을 寫한 最適資源、配分을 解決할 수 있 

는 基準을 提示한다. 

끌으로 QOL指標의 開發은 오늘날 世界各國이 當面한 急追하고도 衝擊的인 F됨發 FJJ題에 

따른 A間的 要素륜 政策의 形成에 導入할 수 있는 設導指標(guideline indicator)의 繼能을 

할 수 있다. 했果的인 國家政策의 樹立은 國民의 位置， 쭉求 및 所쏠하는 바를 目標로서 設

定되어야 함은 自明한 휩理다. 그러나 政策決定者는 往往 開發의 戰略的 코오스를- 選定함 

에 있어서 單一한 開發基準에 의한 誤꿇를 犯하는 수가 많다. 特히 最近의 開發途上國家의 

經濟指標 一邊倒식인 開發計劃의 짧立이 바로 이러한 본보기다. 그러나 그들은 國家的 經

濟的 重흉§事項의 不均衝的안 彈調가 社會的 所得과 環境改善을 租止할 수 있다는 훨:寶 特

히 國民의 健康， 安寧 福社等 λ、間的 問題를 害치는 수가 있다는 事實을 看過하71 쉽다.政 

策決定者는 이들 諸問題에 대한 相互關係의 重몇性을 明白히 認識해야 한다. 相표關聯性에 

대한 認識이 容易치 않는 경우에도 政策決定者는 여기서 오는 衝擊을 認識해야 한다. QOL 

의 指標는 經濟， 社會， 環境指標等의 적합한 配列의 選擇問題에서 慧起되는 이와같은 어려 

움을 輕減시켜줄 수 있다. 結局 有效한 QOL指標가 筆出되자면 그 構成指標로서 經濟， 社

會， 環境等 各 部門에 關한 보다 有效한 個別指標의 開發이 先行되 어 야 한다. 왜 냐하면 QOL 

指標는 이들 個別指標를 從屬指數(sub-indices)로서 統合하는 總指標로서 機能하기 때둔이다 

W 우리나라의 社會開發指標

(1) 實際와 問題點

우리나라는 아직도 社會開發에 對한 學界나 政策立案者들의 一般的인 關心의 成長이 普

遍化된 段階가 아니 다. 따라서 開發指標에 對한 認識은 아직 도 빼年期의 狀態에 處해 있 o 

며， 指標의 構成과 廳展에 關한 理論體系가 整備되지 못한 狀態에 處해 있다. 이제 우리나 

라의 社會開發指標의 實際와 그 問題點을 훨略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廳存 統計를 土臺로 하여 短期的인 視野에서 短期的 作業으로 開發指標나 그 指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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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 測定하려는 것이 一般的인 順向이다. 社會開發計劃은 緣合的인 國家開發計劃의 位置에 

서 經濟開發計劃을 包括하는 性格을 띄어야하며， 따라서 長期的이고 巨視的언 視野에서 經

濟社會의 各部門에 결친 包括的언 領域에 결친 指標의 開發이 必훌하다. 그런데 이러한 短

期的인 1'f業에 依한 指標의 開發은 長期據測이 나 社會變動을 測定하고 該斷하는데 그 利用

度가 制約되고 있다 (64) 

들찌~ , 우리나라의 社會開發指標는 主體性이 不足하고 外來的， 模做的 性向을 脫皮하지 

끗하고 있는 것 같다. 한 나라의 開發指標는 그 나라의 社會經濟發展의 歷史的 發展段階를 

反映하고 있는 固有의 主體性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 國民의 바람직한 生活

의 質的 測面과 모든 國民의 所똘스러운 關心事項을 社會開發目標로 諸導하기 寫하여 開發

指標는 우리 에게 맞도록 定型化되 어 야 한다. 

그러기 寫해서는 指標를 構成하는 社會的 關心事項을 便宜的으로 發展된 國家나 UN의 

‘것을 그대로 移植模做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風士와 體質에 맞도록 創造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發展된 國家의 社會開發指標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移植하려고 模做한다면 이들 指

標는 몇몇 國家橫斷的(cross-national)性格의 普遍的 基準으로서 適用될 수 있는 指標를 除

外하고는 相當한 部分의 指標들이 우리에게는 그 有效性이 制約될 것이다. 

先進國指標의 無批判的인 移植은 社會統計作成家듭이 爾↑生的인 指標構成에만 一貴할 수 

았는 可能{生을 正當化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指標는 政策形成에 意味있는 情報가 될수 

없거나 政策을 誤導할 危險않을 가지게 된다. 예컨대 比較的 잘된 것으로 靈論되고 있는 

유엔社會開發핍究院(UNRISD)의 分類에 의한 42個 社會開發指標에서 보면 (65) 敎育에 關한 

4個指標中 所뿔스러운 國民의 敎育費쉴擔과 國民家計에 關한 指標는 (66) 찾아볼 수 없다. 이 

런 類의 指標의 開發없이 合理的 鼓품計劃은 實效를 거두기가 어렵다. 保健指標도 마찬가 

지다. 醫師 lA當 A口數가 몇명이냐의 情報도 意味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國民家計와 關

聯된 實際醫廳費支出얘 關한 指標의 開發이 보다 政策形成에 有效할 것이다. 

세째， 우리나라의 開發指標들은 우리들의 開發價뼈와 規範의 探索을寫한質的뼈tl面을 表

現하는 指標라기보다는 物量的 測面을 彈調하는 碩向이 高團되고 있다. 따라서 開發指標가 

(64) 韓國開發맑究I갚 朱’짧中博士에 의 한 「韓國의 經濟社會指標J (第一次試案)는 이 러 한 短期的 作業
의 하나의 본보기 이 다. 그러 나 이 指標들은 現在까지 나와 있는 우리 나라의 社會開發指標中 그 
어 느 것 보다도 比較的으로 廣範한 社會 各部門에 걸친 指標와 指數블 分類測定하고 體系化하 
였다는·點에 意義가 있다고 보겠다. 韓國開發%究院， 擔當맑究員 朱廳中. r韓國의 經濟社會指
標J. (未刊行油印物) 參照.

(65) 保社部 資料 111. 社會保障， 社會開發맑究 1974. p.21. 참조. 金永燮， 前揚書， 附緣 2-2參照.
~66) 敎育費외: 國民家計負擔에 關한 社會調훌는 文敎部의 主훨한 所管事項임 에 도 不狗하고 요히 려 「主

續크렵聯合會」같은 社會團體가 더 意味있는 調훌를 해 내고있다. 이 調호에 의하면 最近 150餘
名의 主續로부터 「家計에 서 의 敎育費가 차지 하는 設問調훌에 의 하연 調흉對象者의 74%가 全體
生活費의 30"'50%를 敎育費로 支出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74.1 1. 12-15일，“東 
亞日報" 74.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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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 所뿔狀態에 대 한 對比로서 現存狀態를 나타내 기 보다는 現存狀態에 대 한「分析表」같 

은 印象을 준다. 指標의 性質에 따라서는 이것으로서도 去來나 짧뿔의 水準을 推定的」ζ로 

接近해가고 있음을 間接的￡로 示浚하는 것도 있으나， 어떤 指標들은 짧뿔의 水準에 關한 

부다 높은 質的 構成이 形成되어야만 하고 規範的이어야 할때가많다. 따라서 開發에 意味

있는 情報가 되 는 指標로서 는 記術的 指標(事實情報， desèriptive information) 뿐만 아니 라 

規範的 指標(價f直 및 規範的 情報)가 또한 所뿔스러운 바가 많다. 

네 째 , 開發指標의 非行動化的 特質이 다. 開發指標가 開發計畵u과 行動의 指針(guideline)

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자연 指標를 發鋼할 當初부터 社會計劃이나 政策形成및 

行政行動으로 짧導될 수 있도록 指標는 操作性(operationality )과 信賴性(reliability)및 適實

性(relevance) 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자면 指標의 測定技術， 그 體系化에 關한 보다 갚 

은 昭究가 所뿔스러울 것이다 (67) 

끝으로 最近 새마을運動을 中心으로 하는 最小社會 共同體의 開發事業의 發抽을 馬한 推

進努力은 開發에의 中核的 關心과 目標가 國民生活의 質的 測面과 密接한 關聯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마을 事業을 寫한 政策手段으로서 指標의 開發이 理論的￡로나 實鐘的

우로나 아주 低級한 水準에 있다. 따라서 새마을 事業의 貝體的인 目標를 構想하고， 計劃

하고， 政策을 決定하며 行動化하고 事業의 成果를 評價하는 政策手段으로서 의 適切한 開發

指標의 發調 및 理論的 體系化가 末備하였다는 것은 (68) 事業의 쳤果的 및 能率的 逢行에 制

約을 가져올 수 있다. 

(2) 무리 나라의 J社賣開發指標떼 對한 改善策

앞서 본 우리나라 社會開發指標의 그 實際와 問題點을 分析 및 論究한 結果 우리는 다읍 

→과 같은 要冒의 그 改善策을 導出할 수가 있다. 

가. 主體的 指標의 開發必要性-社會開發의 主體的接近(Endogeneous Approach) 

우리 나라 社會經濟의 歷史的 發展段階의 諸事實을 反映하는 時代化와 場所의 價f直를 受

→容할 수 있는 內生的 및 主體的인 開發指標를 發握하고 體系化함￡로써 指標의 根幹에 후 

(67) 韓國의 社會指標의 體系化에 關해 서 最初의 模型理論的試圖는 韓國開發핍究院(擔當없究員， 洪
文信)， 社會開發의 擺念에 關한 liff究， (中間報告書 第 7411卷 1974. 12) 附緣， 參照.

(68) 새마을事業의 “主홈關心事項”은 相當히 잘 펀 것2..로 멀어진다. 그러나 第二次的인 關心事項에 
있어서는 그 基鍵的인 關心事項과 連結에 있어서 相當한 캡이 었다. t예컨대 “文化福社”라는 -
次的 關心事項은 그럴듯하게 되어 있지만 그 二次的 關心事項은 1. 文化農村具現 2. 農民健康
奇與， 3. 共同雄設의 據充等으로 分類되어 있고 그 開發指標가 될수 있는 細部事項의 分類內容
은 아주 單調롭고 負弱하다. 環境改善面을 보연 마을 앞길據張 。o }(M, 지붕改良 몇 練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指標는 操作性， 規範뾰 等을 찾기 어렵다. 愈求水準의 狀態가 얼마인지도 
表現없이 그것도 平方 KM가 아니고 漢然한 KM갱도로서는 操作性이 없다. 따라서 體系的인 計
홈j化와 行動化의 響出을 위한 測定， 評價機能이 힘j約된다. 새마을 運動 中央協議刊， 새마을 運
動(74計劃 .73決算)， p.56-58. 同會刊， 74 새 마을 運動 經合指針， p.151-174.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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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있는 主훌構成훨素에 우리 國民의 社會開發을 위한 바람직한 念願과 所뿔을 뿌리박게 

할수 있고 따라서 開發의 主體的 接近이 可能하다. 

開發의 主體的 接近이 란 우리들 나름대로의 開發패 턴을 意味한다. 主體的인 開發패 턴을 

成就시키기 寫해서는 “主體的안 社會福社觀念”의 새로운 形成이 緊要하다. 社會開發指標가 

이러한 바람직한 福社擺念을 反映하여 社會政策및 社會計劃에 導入이 될 수 있는 政策手段

이 되자연 보다 有效適實한 새로운 指標들이 發鋼되고 發展되어야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有效한 새로운 指標의 발굴은 可能한 限 指標構成에 있어서 大果的 利害와 總求가 充分히 反

映되도록 政策的인 課題와 技術的인 問題가 둬따라야만 된다. 政策的인 課題는 指標開發過

程에 있어서 社會共同體의 參與를 廣範하게 獲策하고 許容함으로써 소극적으로는 政策形成

者에게 이따금씩 보여지는 安易한 l續性이나 作業의 成果를 과시하기 寫한 官傑制的인 要求

에 의한 量的언 나열을 견제할 수 있는 利點이 있을 뿐만 아니라 積極的으로는 보다 바람 

직 한 “國民生活의 質”을 탐색 하여 이 를 새 로운 社會福社擺念의 形成으로 投入함에 공현할 

수 있다. 이와같은 社會共同體의 參與와 關心을 高빽시키는 制度的 方策으로는 社會報告制

度(Socíal Reporting System)를 確立하는 것이요， 政策的 및 技術的 方策으로서는 後述할 

效果的이고， 廣範한 社會調훌를 通하여 우리 國民의 基本的인 社會的 關心事項， ll.P 짧求事 

項을 調훌測定하고 이들 욕구事項의 優先順位， 相互關聯性， 그 比重等을 個別指標나 -組

의 指標(a set of indicators)및 指標의 體系(a system of indicators)로써 組織化함무로써 Jïtt 

會開發의 體系的이고 戰略的인 目標에의 接近이 可能하다. 

나. 規範的 質的 指標의 開發必要性-社賣開發의 規範的 接近(Normative Approach) 

社會開發指標가 單純한 物量的인 事實을 뼈Ij定하고 平價하는 指針以上의 것이다. 指標는 

보다 바람직한 國民生活의 規範的 價{直와 基魔的 愁뿔을 測定하고 이를 表現할 수 있는 政

策道貝가 되 어 야만 될 것이 다. 故로 指標가 構成코저 企圖하는 國民의 基鍵的 “關心事項”

(郞 開廢規範과 팀標)을 客觀的으로 探究하기 위 해 서 廣範하고도 織密한 社會調훌가 行하 

여져야 하고 이러한 調훌를 通하여 大架의 興쏠과 愈求를 하나의 社會體制의 規範으로 하 

여야만 할 것이다， 

開發의 規範을 우리 의 社會體系의 規範， ll.P 社會經濟體系의 最高의 秋序로서 꿇定하가 

寫해서는 비록 막연한 “이미지”로 存킬E하지만 우리 國民이 바라고저하는 固有의 本源的인 

價{直(willed values) (69) 를 보다 正體가 明白한 開發規範으로 形體化(confìgura tion)시 킬 必

(69) Hasan Ozbekhan은 willed values를 wiJIed future로써 表現하고 있다. 이것은 ideal future냐 
utopia도 아니 며 logical future도 아니 다. 이 것은 寶現可能性을 초월 하며 愈求의 理想、이 나 그 改
善과 最初로 關聯된 判斷과 選擇으로 結果하는 것 이 라고 한다. Hasan Ozbekhan, “ Toward A 
General Theory of Planning" in Erich Jantsch (ed) , Perspectψes 01 Plaπning (OECD, Paris 
1969) , pp.90-91.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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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가 있다 (70) 이것은 開發의 最高의 政策目標를 明白히함으로써 우리의 指向할바를뚜렷이 

하자는 것이다. 本源、的 價{直를 탐색하는 行寫는 반드히 實現可能性(feasibility)의 限界內에 

서 檢討될 것이 아니고 이를 초월하여 最高位의 政策決定者의 흉흥求(所信)와 大꿨的 훨求의 

調和에 의하여 決定되어저야만 할 것이다. 開發의 規範的 接近은 “우리는 어디로 向하여 나 

아가야만 할것인가?"에 關한 課題와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얼마만큼 와 있는가?"에 대한 

解答을 提示할 수 있는 規範的 情報(指標)가 作成됨으로써 可能하다. 故로 規範的 指標는 

現實의 世界와 情報를 記述的￡로 表現하는 以上의 意味를 지 니 며 , 指標는 愁求水準에 對

比한 現存狀態를 適切하게 反映함S로써 우리의 멸程表가 設定될수 있을 것이다. 規範的 指

標開發의 技衛的 難點은 어다까지를 만족할만한 짧求水準A로 評價하느냐에 있다. 指標

의 性質에 따라서는 國際間의 計測이나 共通된 基準야 있어서 거이 自明하게 愁求水準의만 

족{直가 決定되는 것 例컨데 A間生理의 zp:均욕구에 의 하여 一定한 水準의 만족{直인 l 日 lA

담백 질 섭 취 량， 等도 있지 만 文化的 價{直와 精神的 遺옳等으로 한나라의 社會的 問題에 있 

어서 價f直評價는 그 基準이 多樣한 規範에 의하여 多樣한 評價가 내려지게 마련이다. 그러 

나 個A의 評價基準， HP 價{直判斷은 多樣할지 라도 社會的 基準인 社會的 規範은 比較的 一

定하다 (71) 따라서 우리 는 보다 效果的인 社會調훌를 通하여 各部分에 결친 우리 國民들의 

짧求와 그 水準(만족)度을 調훌함a로써 社會的 規範(욕구意、識)이 무엇이겠는가도 調훌 確

認、 할수 있고 同時에 이 러 한 規範的 基準에 의 하여 해 석 될 各種의 開發指標들은 意、味있는 

質的 指標가 될 것이다. 지금 例를 들어 우리國民들의 소망하는 本源的인 價{直를 「人間다 

운 生活」이라고 假定할해， 이를 寫해서는 「安樂한 住居生活」과 「만족할 社會生活」의 2個의 

基本的 關心事項￡로 단순하게 分類하였을 해， 前者와 後者間의 價{直比重을 어떻게 選好하 

느냐 ? 또 「安樂한 住居生活」의 下位關心事項으로서 「만족할 生活환경」과 「住힘空間」두個， 

로 分類되였다면， 下位者間의 選好比重은 如何한가?等의 問題들은 우리國民들의 정얹求意識 

에 關한 社會的 規範의 問題들로서 社會調훌를 通하여서 만이 그 正體가 明白히 파악될 수 

있다. 이 경우에 開짧指標들을 理論的으로 技術的으로 發鋼정비함이 所훌스러움은 社會調

훌의 有效度를 높이기 짧한 前段階{'P業으로서 , 또 調훌以後의 結果를 指標에 反映함으로써 

完全한 意味의 質的 指標인 規範的 指標를 만들수 있다. 規範的 指標開發의 成敗는 理論的

인面 뿐만 아니 라 技術的인 面 特히 社會調훌와 關聯할 때 그 技法의 發展이 가장 重要視된 

(70) 現代의 政策科學의 碩向은 正體가 莫然한 價f直보다도 價f直가 보다더 形體化된 規範의 탐색 에 關
해 서 맑究를 하고 있 다. value configuration에 關해 서 는 Hasan Ozbekhan, ibid. pp.93-94. Erich: 
Jantsch, “ From Forecasting and Planning to Policy Sciences," Policy Sciences 1 (American 
Elsevier Publishing Co. 1970) , p.42. 參照.

(71) Ozbekhan은 個A的 價f直와 社會的 價個를 區分하는데， 前者는 사람들의 選好의 形態속에서 明
白히 밝혀 짐 으로 多樣한데 反하여 後者는 더 욱 安定的이 고 全體文化에 더 욱 公式的으로 關與하 
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社會的 規範을 社會的 價f直가 보다 形體化된 것으로 보면 社會的 規範
역시 社會的 價f直와 同-한 性質의 것으로서 示俊한다. H. Ozbekhan, ibid. , p.80.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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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겠다. 

다. 操作的 指標의 開發必要性-社寶開發의 行動化的 接近(Actua1ization Approach) 

指標가 社會計劃과 그 計劃의 逢行을 위한 行動化의 諸過程을 效果的으로 짧導하는 指針

이 되자면 指標는 高度로 定型化되고 計量化되고 操作化(operationaI)되어야만 된다. 그러므 

로써 實際로 社會計劃에 活用可能한 有效한 政策手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指標의 行動化

를 위한 理論體系의 模索은 지극히 重훨함에도 不힘하고 우리나라는 아직은 初期段階에 處

해 있다. 故로 우리는 作業의 成果를 올리기 위한 形式論的인 많은 指標를 量的으로만 羅

列할 것이 아니 라 보다 信賴性이 있고 操作性이 있는 有效한 指標를 開짧함으로써 社會開發

計劃의 行動化의 推進을 寫한 適切한 理論模걷낌을 發展시킬 수 있다. 指標의 操作化는 測定

하고자 하는 對象의 範圍와 屬性에 따라서 그 關聯된 服絡的 特徵을 가장 適切히 反映하면 

서도 計量化가 간련하고 容易한 것을 意味한다. 適實性은 測定코자하는 目的에 가장 附合

한 指標의 發抽을 意味한다. 우리나라의 社會開發指標의 發展段階는 아직도 指標의 操作性

과 適實↑生에 關한 評價나 맑究에 있어서 理論的으로나 實鐘的으로 未熟한 段階에 있다. 그 

러나 이 部分에 關한 隔究의 發展은 技術面에서 그렇게 어러운 點이 아니라고 보며 경우에 

따라서는 觀存의 統計資料를 많이 活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例를 들어 開發의 下位

關心事項으로서 “만족할 住켠空間의 確保”가 문제되었다면， 이는 @“펀리한 住흰規模와 施

設，@“유지 費를 考慮한 適正拖設과 規模”라는 2가지 問題에 次下位 關心이 集中될 것 이 다. 

이때 @의 경우블 寫한 指標는 地域別 1家口當 住힘投資像得領 對 住~건축費에 關한 指標

의 開發이보다 所뿔스럼고，@의 경우를 寫해서는 1家口當 可處分所得 對 住E효ZF均維持費 

에 關한 指標의 開發이 所뿔스럽 다. 이 러 한 指標들은 반드시 새 로운 社會練計의 作成이 라는 

時間과 莫大한 經費의 投下가 훨求되는 것은 아니다. 많存의 統計플 活用하여 再構成할수 

도 있을 것이다.다만 指標의 操ff性과 適實性을 確保키 寫한 關心의 集點은 우리들이 測定

코자하는 그 目的과 뼈IJ定對象의 關聯的 屬性을 如何히 適切하고도 간펀하게 連結시 킬 수 

있는 技術의 發抽에 있다고 본다. 

다음 圖表는 以上에서 論한 主體的， 規範的， 操作的指標의 發抽을 寫한 示圖로써， 假想、

的인 模型인 우리 나라 國民의 生活質(QOL)의 體系와 開發指標의 體系間의 關係를 例示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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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2) QOL의 體系와 開發指標의 體系圖

本源的價1基本的社會的| 下位關心 | 次下훌關心事項 j 開發指標의 構成CSDI)
↑直 (W.V)I關心事項(SC)I 事項(FSC)I (SSC) 

1. A間 11. 만족할 住IQ) 만족할 生!가. 道路의 정 비 10道路率에 관한 指標(住흰面積對道路面積) 
다운 { 居 生活 | 活환경 1나. 交通의 便利 !。交通소통指標 

生活 다.公害로부터 해 !OA 口 1. 000名當 自動車 保有台數

방 l。뻐스 l台當 1 日실제수용승객수 

O時間當 通過車輔等)

라. 上下水道풍 환!o各種 환경 指標(危險 및 펀榮指數) 
경시설의 원활1。各種 환경 및 시설에관한 指標CA 口 1.000名當

한 정비 io。의 上水量等)
@ 만족할 住!가.펀리한 주택규:0所得規模(投寶~得題)對 住~건축費에 關한 指

혐空間 l 모와 시설 | 標(地域別 : 都市 및 農村別)

j냐.維持費를 고려{。家口當 可處分所得對 주택유지비에 關한 指標

| 한 適正규모와I (또는 每人當 可處分所得對 住居費支出액 : 都市

1 시설 l 및 農村別)

\2. 만족할 社IQ) 마음에 맞}가.職場收入과 支:0就業A口當 zp.均每月收入 對 支出觸(均衝指數〉
l 會生活 1 는 職業 | 出의 均衝 iO職能別 平均저축액 

10바람직한 저축率과 現在의 저축率 

나. 失業保險과 職P退職金支給， 保險加入率과 支給率 等 制度의 寶

業安定制度 l 際成果를 可測하는 指標
다 將來의 希望 10上rPJ的 階層移動과 轉職率을 可測할 指標i 願體安全의뼈度的 및 行j。制度 및 그 운영의 실제成果를 可測할 指標

1 社會的保障| 政的 保障 1 

냐. 正當한 재j事治[0載判의 公正性을 可測할 指標(代用指標도 可함 

安 ! 例 : 1fIJ事補健費의 支給率)
다… ............ \ 

@ 參與 l가. 被選題權， 選醫}。制度의 實際운영 과 成果블 可測할 指標

權의 zp.等과公1 

:zp.한 機會의保 

障

나 

@子女교육의 l가.威功된 進學과「。每家口當 可處分所得 對 교육비 支給액의 指標

成就 | 正當한 교육비 10進學率에 관한 指標

負擔 i 
나. 후業後의 社會10各級 學校후業生數 對 就業者數를 比較한 指標

의 收容。바람직한 進學率， 황業率과 現存狀態의比較指標 

vn. 맺 노
」
 

디 L 
틀를 

社會指標， 環境指標， QOL指標等 開發指標를 發抽하거 나 이 를 改善하여 보다 有效하게 

發展시킴으로써 社會開發에 接近코자 하는 努力은 過去 10年以來로 學界나 專門家들에 의 

하역 구준혀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廣範한 社會調훌를 通하여 社會的 問題에 關한 國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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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鍵的 徵求와 關聯된 社會的 關心事項을 長期間에 결쳐서 測定하고 이를 開發指標로 作成

하는데 必要한 技術的 問題나 그 制度化가 아직은 未熟한 段階에 있다. 이들이 未熟한 段

階에 있는 以上 指標는 政策形成에 有效한 道貝로서 制約을 免치 못할 것 이 다. 그러 나 이 分

野에 關한 政策當局者-나 學界， 맑究機關等의 꾸준한 關心과 努力이 힘 입 어 별지 않아 社會및 

環境指標도 經濟指標가 갖이고 있는 魔力에 못지않게 社會開짧을 寫한 政策手段으로서 有

했하게 活用되리라 展쏠한다. 社會工學(social engineering)의 急速한 發展과 그 活用이 보 

다 有效한 開發指標의 發鋼과 改善을 寫한 科學的 技法의 發展에 도움을 주리 라 본다. 그 

려나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技術이 先行되고 制度化가 後續할것이 아니라 社會統計의 長

期作成과 그 改善을 寫한 制度化나 社會報告制度의 確立， 開發指標를 總括的으로 管掌할 機

關形成 等 그 制度化가 先行되 어 야만 技術의 發展에 보다 박차를 加할 것으로 본다. 이 點

은 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더욱 彈調되어야 할 問題點이다. 우리는 每年 最高政策

決定者에 의하여 어떼한 形式이든 間에 廣範한 社會統計를 通한 開發의 虛와 實， 國民生活

의 質의 改善을 寫한 過去 現在， 未來의 趣勢와 展뿔에 關한 事項等。1 報告됨으로써 國民

ξ로 하여금 그들의 關心事가 어느程度 改善되고 推進되고 있는가를 알게 되고 따라서 開

發의 實效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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