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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유형별 신뢰, 즉 사회신뢰와 정부신뢰가 행복
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식별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
는 한국 서울시, 시간적 범위는 2013년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사회자본이론의 핵심인 사회신뢰(social trust or
generalized trust)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서구의 연구결과가 한국
서울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정부신뢰
(trust in government)의 높낮이 수준에 대한 논쟁을 뒤로하고 이것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기존 정부신뢰 연구의 사각지대를 보완
하고자 하였다. 셋째, 사회신뢰와 정부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
적으로 포착하여 이들의 차별적 효과를 식별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연
구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신뢰유형에 따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차별적
일 것이다´라는 단일가설을 수립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사회신뢰와 정부신뢰는 모
두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기존 행복연구에서는
신뢰변수의 다양한 측면을 함축하여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맥락에 따라 분류하여 봄으로써 사회신뢰와 정부신뢰가 각기 다른 효과
를 지닌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사회신뢰는 행복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서구의 연구결과가 한국 서울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신뢰는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신뢰를 유형화함으로써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불신구조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통제변
수에 관련하여, 환경적 요인 중에서는 교통환경과 경제환경이, 심리적 요
인 중에서는 계층이동 가능성과 주관적 계층인식이,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에서는 소득과 통근통학여부가 서울시 주민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기존 행복연구의 명제들을 지지하는 한편,
서구의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서울시만의 역동적 세태를 포착하여
행복연구의 새로운 맥락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행복, 신뢰, 사회신뢰, 정부신뢰, 사회자본
학 번: 2013-2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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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배경과 목적
최근 행복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이 증가추세에 있다. 행복이 기존의
철학적·인문학적 범주에서 벗어나 과학적 연구대상으로 간주된 지 약 30
여년에 불과함에도 이에 대한 연구가 가히 폭발적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행복연구는 수많은 명제를 도출해
냈다. 한국사회의 최저생계보장의 문제, 비정규직 문제,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 학력인플레이션 문제가 어떠한 작동원리로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비교적 납득할만한 맥락을 밝혀낸 것이다. 행복연구에 의하면, 제반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못 명쾌하다.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양식이 스
스로를 더 행복하게 하리라 믿기 때문이며, 행복을 쟁취하기 위한 개인
적 합리성이 사회적 딜레마1)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사회자본론자들은 사회신뢰(social trust)의 확충을
통해 행복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으리라 주장한다(Putnam, 2000; Helliwell,
2003; 2006, Helliwell & Putnam, 2005; Bjørnskov, 2008). 요컨대 경제성장
의 과실을 개인이 체감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적자본 뿐만 아니라
무형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한국이 사회적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는 비관론이 난무하는 가운데,2) 이제는 다른 무엇보다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를 일구어야 할 때라는 학계의 주장 또한 힘을 얻고
있다. 동시에 한국·일본·대만 등 모범적 고도성장을 경험한 나라들이 같
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회자본의 결핍이 개인의 행복
체감을 떨어뜨린다는 견해는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들은 북유럽
국가와 유사한 경제수준을 달성했음에도, 이에 마땅한 행복의 체감은 매
우 뒤처진다는 공통적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3)
1) 혹은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2) 전환기(valley of transition): 더 높은 산에 올라가기 전에 만나는 계곡으로 비유되며, 사회
나 기술이 보다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는 시점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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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뢰에 관한 고민은 행정학에서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신뢰(trust in government)가 그것이다. 정부신뢰는 정부에 대한 시민들
의 신뢰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이를 우려하는 사회과학자들의
논쟁을 통해 개념이 확립되었고 그 기능에 대한 연구도 비교적 축적된
편이다(Miller, 1974; Fukuyama, 1995; Nye et al., 1997).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정부의 영향력은 확대된다. 오늘날의 정부는 제
도, 자원, 공공정책을 필두로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국민들 또한 삶의 많은 부분을 정부에 위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존
도의 비약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이 대단히 냉소적인 현실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고민이다. 정부의 정
의는 매우 광활하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행위자들을 아우르는 협력자이
자 매개자라는 역할인식에는 이견이 없다. 때문에 오늘날의 정부는 경
합·대립보다는 합의형성을 주요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뢰는
정부의 근본적인 존재이유이다(강형기, 1998: 82).
정부신뢰는 우선, 정치체제의 정당성과 사회안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상호협조를 촉진하여 행정부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거래비용
을 억제하여 전반적 정부성과 달성에 필수적이다. 셋째, 정부에 대한 높
은 신뢰감은 정부역량을 단기적 차원에서 장기적 차원의 정책관심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한다(이승종, 2010: 103). 이러한 이유로 적정수준의 정
부신뢰의 확보는 그 자체로 주요한 정책과제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행복
의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써의 정부, 그리고 이에 대한 신
뢰감이 정부운영의 동력으로 작동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의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는 주로 영향요인 규명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며, 이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한 연구가 드
물기 때문이다(김대욱·이승종, 2008). 또한, 정부신뢰의 수준에 대한 오래
3) 현재 한국의 행복수준은 영국 신경제재단(New Economic Foundation)의 행복지구지
수(Happy Planet Index; HPI)기준 68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더 나은 삶의 지
수(Better Life Index; BLI) 기준 37개국 중 27위 수준이다. 이는 2014년 기준 한국의
GDP가 세계 13위로 집계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결과로, 경제성장이 행복수준 증진
으로 직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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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논쟁은 명쾌한 답을 주지는 못한 채, 국내외를 막론하고 연구의 한계
를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유형별 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차
별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사회신뢰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외의 연구가 한국 서울시에
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정부신뢰의 수준에 대한 치열
한 논쟁을 뒤로하고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기존 정부신뢰 연구
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한다. 셋째, 사회신뢰와 정부신뢰가 행복에 미
치는 영향을 동시적으로 포착하여 이들의 차별적 효과를 식별하고자 한
다.

제 2절 연구대상과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차 자료인「2013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
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3년이다.
연구대상의 선정이유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자료의 접근성 때
문이다. 특정 변수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사회과학적 지표들이 필요하며, 동시에 믿을만한 자료여야만 한다. 그러
나 현재로서는 전국단위의 설문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체계적
으로 지역주민의 신뢰를 측정 및 공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
별시뿐이다. 둘째, 서울시의 특수성 때문이다. 한국인구의 1/4이 거주하
고 있으면서도 자치구간 특색이 명확하여 동질적이면서도 이질적인 집단
으로 연구가치가 충분하다. 셋째, 서울시가 최근 마을공동체사업, 자치구
단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4), 등 무형자본 양성에 정책적 노력을 기
4) 대표적인 사례로는 강동구청·시민단체·지역주민의 협의를 통해 결정 및 시행중인 ´강
동구 로컬푸드 사업´, ´성미산 마을공동체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 3 -

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무형자본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곧 정책적 시도로 이어졌으나, 그럼에
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서울시
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기존 연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유형별 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
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보다 전략적
으로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첫째, 이론적 논의에서는 행복(happiness), 사회자본(social capital), 신
뢰(trust)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다. 특히, 이들의 개념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실증한 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에 사용할 변수식별에 비중을 두어 정리한다. 이를 통하여 종속
변수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된 변수를 식별한다.
둘째, 분석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구축한 연구모형을 토대로 신뢰
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상황적 실증을 시도한다. 각 변수들의 영향정도에
대한 분석은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회귀분석, 분산분석을 사용한다. 앞선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이에 대한 가설을 구성하고, 가설검증을 위한 종
속변수는 행복으로 설정한다. 독립변수는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의 두 요
인을 채택하고,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크게 ´환경적 요인´, ´
심리적 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포함한다. 통제
변수의 경우, 성별·연령·학력·소득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혹은 사회경제
적 요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약 8∼15% 정도에 불과하다는 선행
실증연구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통제변수
로 분석에 추가하고자 한다(Diener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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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제 1절 행복에 관한 논의
1. 행복의 개념
행복의 개념은 매우 다차원적이다(Diener, 1984, 1994; Diener, Sandvik,
and Pavot, 2009; 최말옥·문유석, 2011; 이지은 외, 2014). Diener(1984)는
행복을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으로 조작화하여 크게 삶의
만족, 긍정정서, 부정정서의 세 가지 요소로 정의 및 측정하고 있다. 우
선, Layard(2005)는 행복을 ´인간의 삶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설명
의 여지가 없는 아주 명백한 선(self-evidently good)´ 이라 정의하였으
며, Frey와 Stutzer(2002) 또한 행복을 인간의 궁극적 목표라 서술하였으
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는 내리지 않았다.
반면 보다 구체적으로 행복을 정의를 내린 학자도 있다.
Veenhoven(1991)은 행복을 전반적 개념과 세부적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
는데, 전반적 개념으로는 삶의 만족감(life satisfaction), 만족감
(contentment), 쾌락감(hedonic level)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적 개념으
로는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자아존중감(self-esteem), 믿음의 통제수
준(control belief) 등을 통해 정의하고 있다. 또한 Veenhoven(1993: 17)
은 후일의 연구에서 행복(overall happiness)5)을 ´평생에 걸친 자신의 삶
의 질에 대한 주관적·긍정적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이들은 행복의
구성개념을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를 포괄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측정의 용이성을 이유로 주로 주관적 행복을 강조한다(Frey & Stutzer,
2002: 4).
그럼에도, 행복의 개념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행복을 과학적으로 측정
5) Overall Happiness: the degree to which an individual judges the overall quality of
his own life as-a-whole favorably (Veenhoven, 199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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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SWB),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등을 행복에 대한
조작적 정의로 혼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개념은 상이한 학문적 출발점에
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Graham, 2011).
그러나 조작화된 용어에 관계없이 측정의 지향점이 동일하며, 또한 측
정된 각각의 개념들 간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점을 통해 미루어 볼
때, 학문적 용어의 불일치는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닐 것이다. 이를 종합하
여 본 연구에서는 행복을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함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정서´라 정의하고자 한다.
2. 행복의 영향요인과 측정
1) 환경적 요인과 행복
(1) 주거·경제·사회환경과 행복
주거·경제·사회환경은 비교적 단위가 큰 요인들이다. 때문에 연구에 따
라 구체적인 측정이 매우 상이하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행복연구가 환
경적 요인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Bratt(2002)은 주거환경과 주택요인이 가족단위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정부의 주택보급 정책이 가장 근본적인 사
회계약이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환경적 요인들은 대체로 행복의 지표화 연구나 실증연구에서 주로 확
인된다. 임근식(2012)은 지역경제·사회복지·안전·주거·교통·정보환경이 주
민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특히 강원도 주민에게는 주거환경
이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임근식, 2012: 83). 또한 안산시의
행복결정요인을 탐색한 연구에 의하면, 생활환경요인, 공동체생활 요인,
도시행정요인 순으로 주민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하였다(김상곤·김성
중, 2008). 관련하여 최말옥·문유석(2011)은 부산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행복연구에서 자연환경·도시환경·교통·치안·교육·문화·의료·복지·경제·행
정·주거만족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에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만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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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만족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거주지역과 행복에 관해, 도농간, 혹은 행정구역에 따른 행복의 평균차
이에 대해 Hellevik(2003)은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반면 일본의 시계열적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행
복이 관찰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 변함없이 낮은 지역이 있어 지역별 행
복수준의 차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大竹文雄 외,
2010).6)
상기 연구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한국은 일본과 유사한 맥락을 보
이기 때문에 서구의 연구결과보다는 일본의 연구가 적합할 듯하다. 서울
시의 경우, 학력·소득·결혼·종교·주택소유 등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익히 알려
진 사실이다. 따라서 서울시 또한 지역 간 행복수준의 차이가 있을 것으
로 예측된다.
(2) 교육·문화·교통환경과 행복
교육환경과 행복에 관하여, 교육환경 요인은 개인의 학력과는 별개로
교육기회, 교육만족 등에 관련하여 그 자체로 개인에게 만족감을 부여한
다. 교육은 개인수준에서는 기회를, 가정수준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
성을 대비하는 기제로, 공동체와 국가 수준에서는 국가의 역량과 사회문
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Trewin, 2001).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국의 삶의 질은 34개국 중 27위로 매우
낮은 반면 학업성취도는 압도적 1위였음을 통해 볼 때, 한국에서는 교육
환경에 대한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학력 그 자체와는 다른 차원
일 것임을 짐작케 한다. 때문에선지 행복측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개인
의 학력수준과는 별도로 교육환경을 측정에 포함하고 있다(이성규, 2006;
황명진 외, 2008; 최말옥·문유석, 2011; UNDP, 2013).
문화환경과 행복에 관하여, 문화환경 요인은 여가·문화산업·문화활동·
예술참여 등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와 이에 대한 향유수준을 내포하는 요
6) 거주지역간 행복수준의 차이에 관해, 킨키(近畿)、칸토우(関東)、큐슈(九州) 지역은 행
복도가 높은 반면, 그 외의 지역인 시코쿠(四国)、코신에츠(甲信越)、토우호쿠(東
北)、홋카이도(北海道)는 행복도가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
다(大竹文雄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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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다(shin & snyder, 1983; Myers, 1987; Evans, 1990). 대구광역시와
인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측정연구에 의하면, 교육문화 여
건(교육서비스, 문화향유, 관광여건)의 측정수준이 대구광역시와 인근 자
치단체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지역성향에 따라 차별화된 부분에 정책
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송건섭 외,
2008; 송건섭 2011).
교통환경과 행복에 관하여, 우선 지난 2014년 7월 국토교통부에 의해
시행된 ´광역버스 입석금지조치´ 사례를 통해, 교통환경이 지역주민의 삶
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관련하여 강
원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한 연구, 성남시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 지리적 위치를 막론하고 교통환경은 개
인의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영균·김동규 2007; 임근
식, 2012).
2) 심리적 요인과 행복
소득, 학력, 직업 등 객관적 삶의 질 결정요인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이 행복연구의 계기를 제공했으나, 그럼에도 감정적 정향으로서 행
복에 대한 접근에 심리적 요인은 필수적이다. 특히 행복연구는 오랜 기
간 하향(top-down)요인, 즉 심리적·감정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
심리학에서의 주된 논지였기에,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수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를 수용하여 분석에 심리적 요인을 포함한다.
(1) 계층인식, 고향인식, 이념성향과 행복
주관적 계층인식과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스스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감으로, 이들은 행복에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와는 별개의 효과를 지닌다(Giddens, 1972; Bourdieu, 1986). 특히 김병조
(2000)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은 중간귀속의식(middle stratum identification)
이 매우 강한 편인데, 때문에 수입·학력 등 객관적 지표와는 다른 효과
를 지닌다고 하였다. 특히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자아존
중감(self-esteem)을 보이는데, 이는 곧 교육, 직업, 가정생활, 결혼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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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스스로의 삶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한다는 상관관계
가 확인되었다(Argyle, 1994, 2003).
고향인식과 행복에 관하여,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연구에 의
하면 농촌경험이 없는 귀농인보다 고향농촌 귀농인들의 삶의 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승태, 김소라; 2012). 또한 고향으로 귀농한 경
우는 건강과 활력, 정서, 자아실현 등 심리적 요인에서 더 높은 수준의
삶의 질 만족을 보였다고 한다.
이념성향과 행복에 관하여, Gilligan(2013)은 미국의 역대 정권과 범죄,
불평등, 실업, 그리고 자살률과 살인률을 분석하여 보수정당이 집권할수
록 사회적 불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도발적 연구결과를 제시하였
다(Gilligan, 2013). 이는 곧 정권의 정치성향이 개인의 행복수준에 직접
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반증하는 결과인데,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행
복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다수 존재한다. 예컨대 Di Tella & Mac
Culloch(2004)는 진보성향일수록 실업으로, 보수성향일수록 물가상승률로
인해 행복이 저하된다고 하였다. 한국의 연구에서도 소득불평등에 의한
행복저하가 정치적 이념을 경유하여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장승
진, 2011).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더 행복한지
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연구결과가 상충되기 때문에 일치된 견해는
없다.
(2) 이타적 행동(자원봉사, 기부)과 행복
자원봉사와 기부 등 이타적 행위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이들이 행복과
정(+)의 관계에 있다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다만 이에 관해서는 특정집
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 허성호·정태연(2010)
은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성숙과 진로의식에, 박준성·정태연(2012)은
봉사활동이 중년과 노년의 행복에, 권미애·김태현(2008)은 집단주의 가치
관이 높은 노년층일수록 자원봉사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기부와 행복에 관해, 강철희 외(2012)는
행복감과 사회적 신뢰가 기부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는
데, 구체적으로 행복감이 높은 집단일수록 기부동기가 강하다는 연구결
과를 제시하고 있다.
- 9 -

(3) 신뢰와 행복
신뢰와 행복에 관하여, 신뢰의 측정대상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연구
는 신뢰감이 행복과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우선,
Helliwell은 12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수준의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 사
회자본 요소들 중 사회신뢰가 웰빙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연구결
과를 제시하였다(Helliwell, 2003, 2006). Bjørnskov는 미국을 대상으로
사회자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이 또한 사회신뢰와 행
복이 정(+)의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Bjørnskov, 2006). 아시아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동일본대지진 직후 일본의 사회신뢰와 행복감의 관계
를 연구하여 재난 이후에는 도리어 사회신뢰와 행복감이 소폭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재난상황을 극복하는 주요한 동기가 된다는 연구도 있다
(Yamamura et al, 2014). 국내의 연구로는 도시위험인식이 행복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포괄적 신뢰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를 제시한 연구가 있다(이지은 외, 2014).
3)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행복
(1) 소득·학력과 행복
소득과 행복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규명한 Easterlin(1974)
의 연구는 행복연구의 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경제학자 Easterlin은
기존 경제학적 효용측정방식, 즉 GDP와 행복이 비례적이지 않다는 도전
적인 주장을 제시하여 활발한 후속연구를 촉진하였다. 또한 Easterlin은
후일의 연구를 통해 소득에 의한 행복량의 증가는 시계열관계가 아닌 특
정 시점에서의 상대적 증가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규명하였는데
(Easterlin, 1995, 2001), 이는 기존 경제학의 상대소득가설과 견지를 같
이한다(Veblen, 1899; Duesenberry, 1949).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 많
은 경제학자들이 소득과 행복의 관계가 정비례관계가 아님을 주지시키고
있으나, 일정수준까지는 다른 변수들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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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Easterlin, 1974; Hagerty & Veenhoven, 2003; Hellevik, 2003; Ball
& Chernova, 2008). 관련하여 Leu et al.(1997)은 유럽을 대상으로 한 연
구를 통해 소득증가에는 포화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소득의
역설이 주목받는 이유는 행복연구가 스웨덴, 독일, 미국 등 경제적으로
고도로 성장한 국가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학력과 행복에 관해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
적이다(Oswald, 1997; Clark & Oswald, 1994; Gerdtham & Johannesson,
2001; Trewin, 2001; Helliwell & Putnam, 2004; Ball & Chernova, 2008).
다만 초기연구에서는 학력 그 자체를 독립변수로 파악하였으나, 최근에
는 학력이 행복에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Clark
& Oswald(1994)는 학력이 높을수록 정신적 스트레스(mental stress)에
보다 능숙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Helliwell & Putnam(2004)은 교육이 건
강 등 행복에 미치는 다른 변수를 조절하는 기능을 지니기에 정(+)의 관
계에 있다고 보았다. 요약하면 1) 교육수준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2) 상황적응능력, 대처능력, 소득수준,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며, 3)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삶을 인식하여 사회신뢰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
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 성별·연령과 행복
성별과 연령은 외생적으로 부여되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자의적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大竹文雄 외, 2010). 본 특성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이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측은 긴 역사
를 가진다. 성별과 연령에 대한 논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
물학적 특성이 행복의 독립변수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한들 이는
인위적 변경이 불가능하기에 정책대상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다. 둘째, 생
물학적 특성은 행복에의 제 3의 설명변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생물
학적 변수에 의한 행복의 차이는 이에 대한 과도한 인식이 사회적 요인
을 경유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성별을 예로 들자면,
성별 그 자체가 아닌 성 역할(gender role)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이를
종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성별과 행복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여성이 더 행복하다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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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하고 있다(Inglehart, 1990; White, 1992; Oswald, 1997; Hellevic, 2003).
이는 70년대에 주로 이루어졌던 초기연구가 성별은 행복에 유의미한 변
수가 아니라 제시했던 바와는 상충되는 부분으로(Andrew & Withey, 1976;
Campbell, 1976), 시대적 맥락에 따라 연구의 적합성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Clark et al(2008)는 성별을 기준변수로 실업·결혼·이혼·사
별·2세 출생 시의 행복감을 각각 측정하여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제
시된다는 점을 실증하여, 성별 그 차이만을 행복의 독립변수로 보는 것
은 의미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연령과 행복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
령과 행복이 U자형 관계를 보인다는 견해, 둘째, 그 외의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Blanchflower & Oswald(2004)는 미국, Frijters
외(2001)는 러시아, Gerdtham & Johannesson(2001)은 스웨덴, Senik(2002)
은 독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각 연령과 행복이 U자형 관계에 있다고
실증하였다. 나아가 Frijters & Beatton(2012)는 연령변수에 따른 행복감
의 차이를 경제학적 논의에 따라 분석하였는데, 이 또한 U자형 관계에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반면 그 외의 견해로는 연령과 행복이 음(-)
의 관계에 있다는 연구(Cantril, 1965), 정(+)의 관계에 있다는 연구
(Bradburn, 1969; Campbell, 1976), ∩자형 관계에 있다는 연구가 있다
(Hellevik, 2003; 大竹文雄 외, 2010). Inglehart(1990)는 연령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각 연령대별로 매우 다르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연령변수에 대한 취급이 정교하지 못하여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해도 분
석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달라진다는 견해(Easterlin, 2001)와 견지
를 공유한다.
(3) 결혼·직업과 행복
인간관계가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는 추측은 당연하다. Diener
et el.(2000)은 심리학·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인간관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부관계와 가족관계라 하였으며, 42개국에 대한 비교연
구를 통해 결혼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했다(Diener et el.,
2000; Diener & Biswas-Diener; 2008). 이는 결혼이 인간관계의 기반이
라는 기존 서구의 가치관을 반영한 연구결과이다(Price and Mcken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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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결혼과 행복에 관해, 결혼한 사람일수록 보다 행복하다는 연구결과가
다수이다(Diener et el., 2000; Kahneman, 2003; Diener & Biswas-Diener;
2008, Eid & Larsen, 2008). 그럼에도 결혼이 행복을 유발하는 것인지, 반
대로 행복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결혼하는지에 대한 선택효과의 작용을
배제할 수 없어 보다 정확한 인과관계 규명이 필요할 듯하다(Veenhoven,
1989; Stutzer & Frey, 2006). 다만 최근에는 이는 결혼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는 시계열적 한계가 있다는 연구(色川, 1999; Diener & Seligman, 2004;
Lucas & Clark, 2006), 금전적 문제로 남성은 도리어 불행해진다는 연구
(Nickerson et al, 2007)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직업과 행복에 관해,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
복하다는(+) 연구결과가 압도적이다(Campbell, 1976; Inglehart, 1990;
Binder & Coad, 2013). Binder & Coad(2013)는 자영업자·정규직·비정규
직·실업자의 행복을 측정하여, 열거한 순서대로 높은 행복감을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대다수의 행복연구가 별다른 설명 없이도 직업
을 변수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직업유무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은 기정사실에 가깝다. 이는 직업이 수입, 사회적 관계, 직무만족
(job-satisfaction)을 통한 삶의 긍정정서, 자기존중감(self-esteem)을 고
취시켜, 인간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유인하기 때
문일 것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직업의 유무뿐 아니라, 직종에 따른 행복
감의 차이를 분석하는 등, 구체적 인과관계 규명이 계속되고 있다(大竹
文雄 외, 2010).
(4) 종교와 행복
이승종(2010)은 종교요인를 독립변수로 정부신뢰에의 영향에 대한 연
구를 통하여, 종교가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한국의 사회과
학에서는 종교변수가 실종상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종교는 편만한
사회현상이다. 이에 종교가 인간의 심리정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
우 높다(이승종, 2010: 104). 이러한 논지에서, 종교가 행복에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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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에서는 종교현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축
적된 편이다. Moberg & Taves(1965)는 종교적 공동체가 사회적 지원
(social support)을 통해 공동체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Inglehart(1990)는 전 유럽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종교 영위자
가 미영위자보다 행복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Inglehart, 1990). 다
만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Argyle, 2003). Frey &
Stutzer(2010: 59)는 다음의 이유로 종교가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첫째, 종교활동은 그 자체가 사교적 행위로써 사회생활을 유
지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둘째, 종교생활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반성하게 하여 인생에 대한 ´해석의 틀´을 제공한다(Ellision, 1991). 셋
째, 어려움을 곧 신의 뜻으로 여기며 역경을 보다 수월히 극복할 수 있
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넷째, 교회신자들은 음주와 흡연정도가 낮으며 성
생활이 건전하기에 평균보다 더 건강하게, 더 오래살기 때문이다(Jarvis &
Northcott, 1987).
그렇다고 종교가 반드시 행복과 정(+)의 관계에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유교, 이슬람교와 같은 위계적 종교의 경우 가족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신을 촉진한다는 견해도 있
기 때문이다(Fukuyama, 1995; 이재완, 2013).

제 2절 신뢰에 관한 논의
앞서 행복에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신뢰가 행
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러나 신뢰와 행복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측정지표가 매우 상이하며, 대상별
신뢰를 일괄적으로 합산하여 변수로 활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구체적
인 영향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신뢰의 개념이 불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거나, 사회자본의 요인이기 때문에 함축하여 영향을 미친다
는 가정 하에 분석을 실시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행정학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정부신뢰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연구는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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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었다. 예외적으로 제도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경
우는 있었으나(Hudson, 2005), 이 경우 제도의 성과 등을 위주로 제도신
뢰를 측정하고 있어 정부신뢰의 단일한 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를 토대로, 분석에 앞서 제 2절에서는 신뢰의 개념과 정의를 이론적
수준에서 검토하여,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
해보고자 한다.
1. 사회자본이론의 신뢰
사회자본이론은 그간 학계를 지배해 온 외형적 요인이 아닌, 규범·호
혜·신뢰·자발적 참여 등을 분석의 틀로 설정하여 사회구조에 대한 새로
운 시각을 제공했다(Woolcock, 1998: 184). 특히, 사회자본이론은 시장경
제와 세계화, 그리고 적자생존 방식의 경쟁력만을 강조하던 기존 학계의
통설을 반박하고 그 안에 살아 숨 쉬고 있는 사람의 존재와, 이들이 자
아내는 공동체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자본은 그 실체가 명확치 않아 끊임없는 비판을 야기하
고 있다. 무엇보다 구성개념의 모호성이 사회자본이론의 가장 큰 약점이
다. 때문에 사회자본의 실체를 부정하며 서둘러 폐기해야 할 개념이라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Fine, 2001). 이는 근본적으로 사회자본이란 개념
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어렵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즉 사회자본연구에
대한 비판은 모호성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네 가
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자본의 정의 그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자본이란 생산을
통해 또 다른 이익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거나 혹은 자연적으로 그러한
성격을 지닌 생산요소의 집합체를 뜻한다(Solow, 2000: 6)7). 본 정의를
따르면, 비단 사회자본이 경제적 효과를 지닌다고 해도 ´자본´이라는 용
어는 적합하지 않다(Solow, 2000; Arrow, 2000). 또한 Fine(2001)은 자본
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존재하는 경제적 요소이기 때문에 ´사회적
7) capital stands for a stock of produced or natural factors of production that can be
expected to yield productive services for some time(Solow, 200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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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이란 용어와 ´자본(capital)´이라는 용어는 형용모순(oxymoron)이
라 비판한다. 때문에 사회자본이라는 모호한 용어 대신 ´Behavior
pattern´ 혹은 ´Community Governance´로 바꾸어 호칭할 것을 권고하는
학자도 있다(Solow, 2000: 7; Bowles & Gintis; 2002: 429).
둘째, 사회자본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이론을 차용하여 사회자본이라는 새로운 개념이라 바꾸어 칭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상통한다. Fine은 대부분의 사회자본 연구가 기
존의 사회학적 지식을 통해 사례를 분석하고선, 이를 사회자본이 창출하
는 가치라 결론짓고 있다고 비판하였다(Fine; 2010). 또한 Putnam이 사
회자본의 측정지표로 사용한 결속형·교량형 네트워크(bonding·bridging
network)는 인류학자 Mary Douglas가 제시한 Grid-Group 이론과 매우
흡사하다. 그런데 Douglas에 의하면 이는 그저 사회현상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제로 해석하기에는 논리적 비약이 있다
는 것이다. 즉,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들은 사회를 분석적으로 해석한 것일
뿐, 부가가치를 생산한다는 발상은 추정에 불과하다고 한다.
셋째, 사회자본의 실질적인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사
회자본을 사회과학적 변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비
판이다. 대다수의 사회자본 실증연구는 1) 신뢰, 2) 참여, 3) 네트워크를
사회자본의 핵심요소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포괄적이며 단순화된 설문
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뢰(trust)의 측정에 관해서
는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generalized trust; social trust), 사람에 대한
신뢰(interpersonal trust), 공동체단위의 신뢰(community-level trust), 정
부신뢰(trust in government), 공공신뢰(public trust)등, 신뢰의 주체와
대상에 따른 영향이 차별적이리라는 기존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도하게 함축하거나 일부만 차용하고 있어 구체적인 효과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사회자본의 인과관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8). 이는 연구가설의
8) 사회자본의 인과관계 규명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설명의 논
리 중 ´공동변화의 연관성´만을 충족하여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시간적
선행´은 입증할 방법이 없으며, 이 때문에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이 작동한다는
점이다. 셋째, ´제 3의 설명변수의 통제´가 불가능하여, 명확한 독립변수의 채택이 어
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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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자본이 실질적인 효용을 창출
하는가?´, ´혹은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행복감을 보이는가?´ 등의
일반적인 연구가설을 설정한다고 했을 때, 인과관계의 모호성은 구체적
인 분석에 큰 어려움을 준다. 이는 Putnam의 사회자본 측정에 관한 연
구(2000)에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 또한 사회자본이 국가에 미치는 영
향을 오직 산점도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Putnam, 2000). 즉, 사회자본
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은 행복감을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행복감
이 높기 때문에 사회자본의 축적이 용이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기에,
이를 독립변수로 채택하기에는 내생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사회자
본은 정착하여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이 때문
에 연구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인과
관계 식별을 한층 더 어렵게 한다. 예컨대, Putnam의 미국의 시민참여활
동과 사회자본의 측정지표가 그것이다. Putnam(2000)은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항목을 사용하여 조사의 일관성은 확보했으나, 이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시민참여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Arneil, 2006).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에 대한 비판을 고려하고, 특히 사회자본 전반
에 대한 실질적인 측정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 착목하여 그 구성요소
중 하나인 사회신뢰만을 독립변수로 채택한다. 또한, 기존에는 혼재된 형
태로 사용되던 신뢰를 사회과학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1) 사회신뢰
(social trust)와 2) 정부신뢰(trust in government)로 나누어, 개별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신뢰의 개념
지난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삶의 질 지수에서 한국은 27
위를 차지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집단 간 포용력 즉, 사회신뢰가 특히 낮은 것
으로 밝혀졌다. OECD(2012)에 의하면, 삶의 질이 낮은 국가는 소득격차가 매우
크거나, 사회 전반적으로 경쟁이 지나치게 높아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많
았다고 발표하였는데 이 두 가지 측면 모두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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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신뢰의 정의를 제시한 선행연구
학 자

신뢰의 정의

Deutsch

- 어떤 행위자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다른 행위자

(1958: 266)

가 특정한 행위를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
- 한 행위자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타 행위자를

Gambetta

감시 혹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행위자나 행

generalized

(1988: 217)

위집단이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이라 판단하는 주관적

institutional

Rousseau et al

확률.
- 의도·행동을 지닌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기대에 기반

particularized

(1988: 395)
Putnam
(1993: 170)
Yamagishi
& Yamagishi
(1994)
Offe
(1999)
Fukuyama
(1995: 153)
Doney et al
(1998: 604)

하여 취약성을 감수하려는 의도가 있는 심리적 상태.
- 특정한 대상의 행동에 대한 예측을 수반하는 것9)

-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협력의 가능성.
-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다른 대상에 대한 믿음
- 한 공동체 내의 규범적 가치의 집합체. 상대방이 계
속해서 정직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감.
- 어떤 행위가 상대방에 대해 자신을 취약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기꺼이 상대방에게 의존하여 행위하려는 자
발성.
- ´A는 B가 X할 것을 신뢰한다´ 로 도식화. 신뢰대상의

Hardin

어떤 행위나 속성 등을 신뢰의 근거(X)로 하여 신뢰대

(1998: 12)

상(B)에 대해 형성하는 신뢰주체(A)의 심리상태(혹은

Krishna
(2000)
Coleman
(1988)
Ostrom
& Walker
(2003)

신뢰대상
generalized

generalized
particularized
generalized
particularized
particularized
generalized
particularized
generalized
particularized
generalized
institutional

행위정향).
- 가족, 친지 등 좁은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다른 사람
에 대한 기대심리. 작은 단위에서부터 발생하여 넓은
범위로 확장되는 대상에 대한 공통적인 기대감.
- A가 B를 위해 특정행동을 취하면, B가 미래에 보답
을 할 것이라 믿는 기대심리. 이 때, A는 기대를, B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 다른 사람(혹은 집단)이 특정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
는 평가를 통해 형성되는 주관적 기대치의 정도.

particularized
particularized
generalized
particularized
generalized
institutional

9) "Trust entails a prediction about the behavior of an independent actor"(Putnam,
1993: 170):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Putnam에 의한 신뢰의 정의를 1995년에 출간된
「Bowling alone」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체의 구성개념으로
협력을 촉진하여 사회전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도구´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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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는 사회자본의 핵심요소이다(Coleman, 1988; 2000; Putnam, 1995;
2000, Fukuyama, 1995; 1999 Uslaner, 1999). 그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개인·공동체·조직·시장·정부에 이르는 모든 사회는 단위를 막론하고
관계를 기반으로 작동하며, 관계는 반드시 신뢰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둘
째, 신뢰는 단순한 규범적 차원을 넘어 생산적 효과를 내포하기 때문이
다. 신뢰는 감시비용을 포괄하는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효율을 향상시키면서도 감가상각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
는다(Kankc & Keefer, 1997; Zak & Knack, 2001). 셋째, 신뢰가 창출하
는 관계는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완충장치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Rodrik, 1998).
다만 신뢰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들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정확히 무
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때문에 신뢰를 사회작동의 근간으
로 가정하고10), 원론적인 수준에서부터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수많은
학자들이 신뢰를 사회성숙의 주요한 요인으로 여기지만 신뢰의 개념은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성향이 있어 그 본질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불
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뢰를 조작화하기에 앞서 선행연
구에 의한 신뢰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신뢰를 규범이나 절대
선으로 바라보는 정의는 배제하고, 주체·대상·방식·근거 등이 명확한 정
의에 한해서만 발췌하였다.
<표 2-1>을 참고로 신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Hardin(1998)에 의
한 정의가 신뢰의 구성요소를 가장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Hardin은 신뢰를 주체·대상·근거의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는데, 대
부분의 논자들이 공통적으로 신뢰의 ´대상´만큼은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신뢰의 세 가지 요소를 3차원적으로 조합하면 그 종
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기에,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분석대상으
로 선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류태건, 2014: 304).
신뢰에 대한 정의와 분류는 명확히 일치되지 않고, 견해에 따라 혼용
Putnam이 사회자본을 이론화하기 위해 규범적으로 정의한 것으로, 이전 1993년의 연
구에서는 신뢰를 위와 같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10) "Trust is the chicken soup of social life"(Uslaner, 2001: 1). 신뢰가 매우 기본적인
속성이며, 또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점에서 Uslaner는 신뢰를 치킨수프에
비유한다.
- 19 -

되는 등 정확한 틀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 다만 대부분의 신뢰의 정의와
분류가 신뢰의 대상을 고려하고 있어, 대상에 따른 분류가 가장 파악하
기 쉬운 것으로 여겨진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뢰의 대상에 주목
하여, 신뢰를 ´주민이 특정 대상과의 관계와 정보·인지를 근거로 판단한
주관적 기대심리´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의 개념
앞서 신뢰의 정의를 살펴보며, 신뢰를 대상에 따라 분류하여 볼 필요
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뢰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신뢰를 사람에 대한 신뢰인 사회신뢰(social trust)와 제도에 대한 신뢰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추측되는 정부신뢰(trust in
government)로 대별한다. 다음은 이들 개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사
회신뢰와 정부신뢰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 3장 연구설계 - 제 2절 연구
가설´ 부분에서 연구가설의 도출과정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사회신뢰(social trust or generalized trust)
사회신뢰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 3의 사회구성원 즉, 타인에 대한
신뢰유형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신뢰´라 정의할 수 있다. 보다 자
세하게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일반적 인식과 정보에 기초한, 잘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확장된 믿음이다. 특히 사회신뢰는 사회자본의 주요 구성
요소로 꼽히며 특정화된 신뢰의 폐단과는 대조적으로 민주주의체제의 공
고화와 사회성숙을 촉진한다고 하여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Gambetta, 1988; Putnam 1993; Fukuyama 1995). 본 사회신뢰 정의의
특성상, 사회신뢰는 대상을 타인으로 설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상보다는
추상적인 제 3자를 신뢰의 대상으로 한정하여, 미시적 수준을 넘어 개인
11) 이 때 사회신뢰(social trust)는 일반신뢰와 제도신뢰를 합친 것으로, 대인신뢰
(interpersonal trust)는 특정신뢰와 일반신뢰를 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신뢰에
대한 정의가 연구자들에 의해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신뢰의 요소 중
사회신뢰, 제도신뢰의 요소 중 정부신뢰에만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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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속에 공유된 집합적이며 사회적 수준의 신뢰를 관찰할 수 있다(박
병진, 2007: 77).
사회신뢰는 행정학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때문인지 사회신뢰는 다양한 용어로 재생산되고
있다(Delhey & Newton, 2003). 구체적으로는 수평적 신뢰(horizontal
trust), 옅은 신뢰(thin trust), 대인신뢰(interpersonal trust), 일반화된 신
뢰(generalized trust)등으로 호칭하기도 하나 그 내용물은 동일하다. 특
히 사회자본을 통해 주요한 개념으로 제기된 이래 꾸준히 활용되고 있어
학문적 합의가 명확한 개념이다(Putnam, 1993; Fukuyama, 2001; Adler
and Kwon, 2000).
2) 정부신뢰(trust in government)
사회신뢰가 사회구성원인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면, 제도신뢰는 정부,
정치 등 제도적 집단과 선거, 민주적 절차 등 과정과 성과에 대한 믿음
이다. 정치사회적으로 형성된 제도에 대한 믿음이다(Newton, 2007). 때
문에 제도신뢰는 ´정치사회적으로 형성된 외형적 대상에 대한 신뢰´라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 선거제도, 정부, 정치 등에 대한
신뢰로 볼 수 있다. 앞선 사회신뢰가 민주주의·경제발전에 따라 발생한
내면적 신뢰라면 제도신뢰는 사회를 구성하는 외형적인 규칙과 기제에
대한 신뢰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정부신뢰에 초점을 둔다. 이는 분석사례인 한국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한국은 행정부의 영향력이 막강하며 실질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일 정당으로 구성될 뿐 아니라, 사법부의 주요 기
관에 대한 임명권 역시 행정수반인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이수인,
2010: 166).
그러나 정부신뢰의 개념화는 쉽지 않다. 정부의 범위에 대한 인식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Miller(1974)는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정부는 정치체제는 물론 제도와 정부기관을 아우르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Citrin(1974)은 좀 더 좁은 시각에서 정부를 집권당국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체제나 제도와는 별개로 정권과 정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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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만을 의미한다. 나아가 Hetherington(1998)은 정부신뢰가 정부산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평가 정향이라 규정하였는데, 이는 곧 ´정부신뢰
는 정부성과의 함수´라는 명제로 연결된다.
비교적 합의가 명확한 사회신뢰와는 달리, 정부신뢰의 측정은 정부의
다양한 측면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판단하여 그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
다. 연구자에 따라 측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김대욱·이승종(2008)의 연구와 같이 단일조작을 통한
측정으로 타당도를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Mishler &
Rose(1997)의 견지를 수용하여, 정부신뢰를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그 자
체에 대한 신뢰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 3절 신뢰와 행복의 관계에 관한 논의
1. 신뢰와 행복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신뢰가 사회에 미치는 거시적·미시적 영향에 관하여, 초기연구는 주로
사회자본이 사회성숙, 민주주의, 경제발전, 거버넌스 등과의 관계를 규명
하려 했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는 사회자본이 더
나은 사회체제를 형성에 요구된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규명하기도 했다.
사회자본과 민주주의의 성숙에 관해, 이를테면 A. Tocqueville(1996)은
미국의 시민참여(civic engagement)를 통한 사회자본 형성이 민주주의
형성의 결정요인이라 보았으며, Putnam(1995), 그리고 Fukuyama(1995)
는 이를 발전시켜 사회자본의 개념화에 공헌하였다. Hall(1999)은 영국에
서의 시민참여, 선거참여가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것이 영국의 정치체제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데에 일조하
고 있다고 하였다. 종합적으로, 사회자본이 국가의 성숙과 이에 따른 국
민들의 직접적 효용, 즉 행복의 결정요인이라는 점은 정설에 가깝다.
사회자본과 경제발전에 관해, 이 또한 사회자본이 경제발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Ostrom(1999)은 공유지의 성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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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에 근거한 집단행동´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꾸준히 주장하던 순수한 시장가격에 대한 믿음과는 다분히 괴
리되는 관점이다. 사회자본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초석이 ´
참여´라면, 사회자본과 경제발전의 관계는 주로 ´신뢰´에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이는 특히 신뢰가 고전경제학의 합리성에 대한 논리적 공백을
보완하기 때문일 것이다. 요컨대 Arrow(1972)는 고전경제학에 등장하는
합리적 바보(rational fool)를 효율적 협력자(effective cooperates)로 만들
어주는 것이 신뢰의 기능이며, 또한 경제발전이 뒤처진 국가들은 대부분
상호신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Arrow, 1972:
357; 1974: 26).
사회자본과 행복의 관계를 논한 연구를 보면, Putnam(2000)은 미국의
주 단위 사회자본이 학교기능(school works better), 아동복지(child
welfare index), 범죄율(murder rate), 건강(health state index), 탈세(tax
evasion), 관용(tolerance), 경제적 형평성(economic equality), 시민 형평
성(index of civic equality)과 연관이 있음을 도식화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인데, 뿐만 아니라 주관적 행
복(self-assessment of happiness)과도 정(+)의 관계에 있다는 결론을 제
시하고 있다(Putnam, 2000: 13)12).
2. 신뢰와 행복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자본과 행복이 관련이 있다면, 그 중심개념이자 주요지표인 신뢰
와 행복의 관계 또한 충분히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2>는 신
뢰와 행복의 관계를 실증한 연구들을 요약한 것이다. 선행연구정리는 신
뢰만을 독립변수로 다룬 연구결과는 물론, 신뢰를 영향요인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도 포함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핵심인 유형별 신뢰와의 맥락
을 찾아보기 위해, 신뢰의 측정문항을 확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을
다루고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12) 다만 Putnam은 사회자본과 다른 지수와의 관계를 주별 평균값을 통해 도출한 산점
도를 이용하여 추세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는 방법론적인 비판을 야기하지만, 그
럼에도 사회자본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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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신뢰와 행복에 관한 실증연구
학 자
Hudson
(2006)
Inglehart &
Klingemann
(2000)
Bjørnskov
(2006)
Bjørnskov
(2008)
Helliwell
(2003; 2006)
Mensink
(2014)
Putnam
(2000)
Yamamura 외
(2014)
이동진·유병희
(2011)
박희봉
(2005)
Tokuda 외
(2010)
정명은 외
(2014)

주요
독립변수
제도신뢰
유전성향, 문화,

신뢰유형13)
사회 제도 연구대상 분석방법
신뢰 신뢰
Ｘ

○

Ｘ

○

사회자본

○

Ｘ

사회자본

Ｘ

○

민주주의 제도

사회자본

○

Ｘ

일반신뢰

○

Ｘ

사회자본

○

Ｘ

신뢰

○

Ｘ

Ｘ
○

도시생활의
질 영향요인
사회자본
경제·사회적
요인

유럽
15개국
전 세계

○

정(+)의 관계
유의미

64개국
80개국

회귀분석
상관분석

정(+)의 관계
유의미

(WVS)

회귀분석
시계열분석

정(+)의 관계
유의미

회귀분석

정(+)의 관계
유의미

미국
12개국
(WVS)
유럽
33개국
미국
(Needham)

도구변수에따라

(도구변수)

결과가상이

산점도
상관분석
회귀분석

○

한국

상관분석

Ｘ

한국

회귀분석

개국

○

서울
(서울서베이)

정(+)의 관계

회귀분석

일본

(ABS)
사회자본

회귀분석

(동일본대지진 전후)

Ｘ

유의미

상관분석

아시아29
사회신뢰

회귀분석

연구결과

정(+)의
상관관계
유의미
정(+)의 관계
유의미
정(+)의 관계
유의미
정(+)의 관계

산점도

유의미

회귀분석

정(+)의 관계

상관분석

정(+)의
상관관계

13) 대상에 따른 신뢰의 유형분류는 측정문항을 준거로 판단했다. 따라서 연구자 본인이
지칭했던 것과는 다르게 조사된 유형도 있다. 예컨대 Putnam(2000)이 측정한 신뢰가
그것이다. Putnam이 활용한 Needham설문의 경우 "당신은 타인을 신뢰하는가? (Do
you trust other people?)"를 통해 신뢰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대상에 대한 신
뢰와 대인신뢰(interpersonal trust)가 혼재된 측정문항이다. 때문에 Michael Woolcock
은 Putnam의 측정은 정확한 사회신뢰가 아니라고 비판하였으며, Putnam 본인도 이
를 인정하고 있다(Putnam, 200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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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행복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사회자본과 행복의
관계를 다룬 연구를 포괄하여 본다면 신뢰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연구는 Putnam의 연구와는 달리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신뢰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독립변수 설정의 초
석을 제공하였다.
다만 <표 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의 동
시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는 미미하다. 대부분의 연구는 이들 중 하나만
을 차용하고 있어 상기 두 가지 유형의 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동
시에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근본적으로 신뢰라는 행위
그 자체를 단일한 차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신뢰
를 단일한 차원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하는 신뢰가 있는 반면(예: 일반신뢰, 사회신뢰), 그렇지 않
은 종류의 신뢰도 있다고 보고 있다(예: 특정신뢰, 사적신뢰). 또한, 정부
등 제도신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정부신뢰의 감소
를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 바라보
는 견해가 경합하고 있는 실정이다(Miller, 1974; Fukuyama, 1995; Nye
et al., 1997). 즉, 신뢰변수는 기존의 행복연구에서도 영향요인으로 그 분
석에 포함되고는 있으나, 단일한 차원에 대한 측정으로 인해 한계를 드
러내고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앞서 신뢰를 1) 사회신뢰, 2)
정부신뢰로 구분하고, 이들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동시적으로 탐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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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설계
제 1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행복, 독립변수는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이다. 또
한 통제변수로는 크게 환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3-1>은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3-1> 연구모형

독립
변수

사회신뢰
행복

정부신뢰
종속
변수

환경적 요인
통제
변수

서울시 주민의
주관적 행복

심리적 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

본 연구는 ´유형별 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
해 회귀모형 중 하나인 최소자승추정(Ordinary Least Square; OLS)방식
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모형의 회귀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Happiness = α + β1 (social trust) + β2 (trust in government)
+ β3 (environmental factors) + β5 (psychological factors)
+ β6 (demographic factors) + 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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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가설
앞서 신뢰와 행복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이에 부수되는 실증연구를 살
펴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사회신뢰(대인신뢰: interpersonal trust)가 행복
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이와는 다른 축으로 정부신뢰(제도신뢰:
institutional trust)가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다
만, 사회신뢰와 정부신뢰를 각기 다른 차원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는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과연 사회신뢰와 정부신뢰는 배타적 요소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
신뢰와 정부신뢰는 어느 한 쪽이 원인으로 작용하는가, 혹은 차별적 효
과를 지니는가?
이에 대하여 서구의 연구는 Uslaner, Bjørnskov는 각각 제도, 단체참
여, 그리고 이로 인해 형성된 정부신뢰가 사회신뢰로 전환된다는 경험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사회신뢰와 정부신뢰를 나누어 보고 있다
(Uslaner 2002; Bjørnskov 2006). 또한 한국의 연구에서는 이희창·박희봉
(2010)은 문화이론과 제도이론을 통해 신뢰가 미치는 효과를 쌍방향으로
분석하여 이들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다음은 이를 요약한 것이다.
첫째, 문화이론이다(사회신뢰→정부신뢰). 문화이론은 대인신뢰(사회신
뢰)가 제도신뢰(정부신뢰)를 야기하는 것으로 본다(Inglehart 1990;
Putnam, 1993; Fukuyama 1995; Almond & Verba, 1963). 이들은 신뢰
수준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자발적·
단체참여를 통한 공동체 내외의 교류를 통한 신뢰가 증가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즉, 문화이론은 사람에 대한 신뢰, 즉 내면적 신뢰가 제도라는
외형적 신뢰보다 우선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곧 사회자본이론과 상통한
다.
둘째, 제도이론이다(정부신뢰→사회신뢰). 제도이론은 제도(정부)의 성
과가 대인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Dasgupta, 1988; Coleman
1990, Newton, 2007). 이들은 제도(정부)의 단기적 성공이 제도신뢰는 물
론 대인신뢰의 수준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즉, 제도론
자들은 무엇보다 제도와 정부의 역할이 우선적이며, 제도신뢰가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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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면 사회신뢰 또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석결과, 한국에서는 대인신뢰(사회신뢰)가 제도신뢰(정부신뢰)에 우
선한다고 한다. 다만 제도신뢰는 민주주의체제의 공고화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사적신뢰14)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희창·박희봉, 2010: 151). 이는 제도에 대한 불신이 사적신뢰로의 회귀
를 촉진한다는 명제와도 일치한다(Newton, 2007: 348). 또한, 유석춘 외
(2002)의 연구에 따르면 덴마크·스웨덴 등 고신뢰국가에서도 사회신뢰와
제도신뢰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사회신뢰와 정
부신뢰를 별개의 차원으로 여기고 있다. 이들을 고려하여, 기존 행복연구
와는 달리 사회신뢰와 정부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이라는
가정 하에,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신뢰유형에 따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차별적일 것이다.

제 3절 연구설계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서울시의「2013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연구자료
로 활용하였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1년차에 이르
는 서울시의 도시정책지표를 조사 및 공표하여, "서울의 현재 상태에 대
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서울의 현재 도시발전 수준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시정의 변화에 따른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보다 발전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서베이, 2012: 4).
14) particularized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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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는 2013년 10월 12일부터 11
월 9일까지 서울시 약 2만 가구(15세 이상 인구 47,384명)를 방문조사
하였으며, 표본추출은 서울특별시가 시의 주민등록과 과세대장 데이터베
이스를 연계하여 구성한 모집단으로부터 층화 2단 집락추출법을 사용하
였다(서울특별시, 2012: 16). 세부적인 도시정책지표는 12개 분야, 42개
영역, 21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가구원 47,384명을 분석의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단일 행정구역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음에도 표본이 매우 큰 편에 속하여
연구의 타당성 확보에 기여하리라 여겨진다. 또한 2012년도부터 추가된
서울서베이 사후가중치(가구원 표준화가중치; wtb2)를 본 연구의 분석에
적용하였다.
2.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행복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주민행복은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을 통해
산출하였다. 행복의 세부 측정요소는 1) 자신의 건강상태 행복, 2) 자신
의 재정상태 행복, 3) 주위 친지·친구와의 관계 행복, 4) 가정생활 행복,
5) 사회생활 행복에 대한 주관적 행복감으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자기
기입식 측정치를 종속변수인 행복으로 조작화하였다.
2) 독립변수: 사회신뢰, 정부신뢰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사회신뢰와 정부신뢰는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람 또
는 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합니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을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신뢰는 처음 만난 사람에 대
한 신뢰를, 정부신뢰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통해 측정 및 조작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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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1)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 중 주거·경제·사회·교육환경은 "귀하의 현재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만족정도를 아래의 평가기
준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생활환경 설문을 활용했다. 세부적으로
주거환경은 상하수도·주택·전기·통신·교통·녹지, 경제환경은 생활비·소득·
근로시간, 사회환경은 복지·질병·의료시설, 교육환경은 교육비·교육여건,
문화환경은 문화시설·문화프로그램·문화비용에 대한 측정치로 구성되어
있다. 교통환경은 주거지 보행환경만족도와 교통이용 만족도를 통해 주
거지 보행환경·도심지 보행환경·버스·지하철·택시에 대한 환경만족도를
통해 추산하였다. 거주지역변수는 5개 광역권에 대하여 도심권을 더미
기준변수로 설정하여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으로 구분하였다.
(2) 심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 중 계층이동 가능성, 주관적 계층인식은 각각 "귀하는 우
리사회에서 개인이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귀하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위치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측정했다. 고향인식과 이념성
향은 각각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서울이 고향과 같이 느끼시는지
요?", "귀하는 어느 정도 보수적 또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를
활용하여 측정했다. 자원봉사, 기부, SNS는 모두 경험없음을 기준변수로
(=0), 그 외의 응답을 1로 측정하였다.
(3) 인구통계학적 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성별은 여성을 기준변수(=0)로 측정하였다. 연
령은 응답자의 나이를 ①10대, ②20대, ③30대, ④40대, ⑤50대로, 학력은
①중졸이하, ②고졸이하, ③전문대이하, ④대학교이하, ⑤대학원이상으로,
소득은 ①100만원 미만, ②100∼200만원, ③200∼300만원, ④300∼400만
원, ⑤400∼500만원, ⑥500만원 이상으로 연속형 변수로 설정하여 측정하
였다. 결혼과 종교는 각각 미혼과 종교없음을 기준변수로(=0) 설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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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경우를 1로 측정하였다. 직업은 무직자를 기준변수로(=0), 정규
직과 비정규직을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측정하였다. 주택소유여부는 월세
및 기타를 기준변수로(=), 자가소유와 전세를 더미변수로 조작화하였다.
거주기간은 서울시 거주 년 수를 통하여 측정하였으며, 통근통학은 통근
및 통학을 하지 않음을 기준변수로(=0), 그 외의 모든 값은 1로 설정하
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설문문항은 <표 3-1>을 통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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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연구의 측정문항
변수
종
속
변
수

행복

독
립
변
수

신뢰
유형

환
경
적
요
인

주거환경
경제환경
복지환경
교육환경
문화환경
교통환경
거주지역
계층이동
가능성
주관적
계층인식

사용된 문항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
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1) 자신의 건강상태 행복
2) 자신의 재정상태 행복
3) 주위친지, 친구와의 관계 행복 4) 가정생활 행복
5) 사회생활 행복(직장, 학교, 종교, 취미, 계모임 등)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
뢰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사회신뢰
3) 처음만난 사람
정부신뢰
5) 정부 공공기관
상하수도, 주택, 전기, 통신, 교통, 녹지 등의 만족도
생활비, 소득, 근로시간 등의 만족도
복지, 질병, 의료시설 등의 만족도
교육비, 교육여건 등의 만족도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한 만족도
보행환경, 버스, 지하철, 택시에 대한 만족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 도심(=기준), 서북, 서남, 동북, 동남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개인이 노력하면 사회경제
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귀하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위치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서울을 고향과 같이
느끼시는지요?"

심
리 고향인식
적 이념성향 "귀하는 어느 정도 보수적 또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
"귀하는 지난 1년 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
인 자원봉사 이 있으십니까?"
기부
SNS이용
성별

인 연령
구 학력
통 소득
계 직업
학 혼인상태
적 종교
요 주택소유
인 거주기간
통근통학

"귀하께서는 지난 1년 간 이용한 적이 있는 기부
형태는 무엇입니까?"
"귀하께서 주로 이용하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응답자의 성별
응답자의 나이
응답자의 최종 학력
가구 월평균 세전 소득
정규직(전일제), 비정규직(시간제, 기타), 무직(=기준)
기혼, 미혼(독신, 이혼, 사별=기준)
있다(개신교, 불교, 천주교, 유교, 기타), 없다(=기준)
자가주택소유, 전세, 월세/기타(기준)
서울시에 거주한 총 기간
"귀하는 통근이나 통학을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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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가장 불행한 상태 (0점)
… 보통 (5점) …
… 가장 행복한 상태 (10점)

매우 신뢰한다 (5점)
… 전혀신뢰하지않는다(1점)

매우 만족 (5점)
… 매우 불만족 (1점)

해당 (=1), 비해당 (=0)
매우 높다 (5점))
… 매우 낮다 (1점)
①하하 … ⑥상상
해당 (=1), 비해당 (=0)
매우 진보적 (5점)
… 매우 보수적 (1점)
있다 (=1), 없다 (=0)
있다 (=1), 없다 (=0)
있다 (=1), 없다 (=0)
남성 (=1), 여성 (=0)
①10대 … ⑥60대 이상
①중졸이하 … ⑤대학원이상
①100만미만 … ⑥500만이상
해당 (=1), 비해당(=0)
해당 (=1), 비해당(=0)
해당 (=1), 비해당(=0)
해당 (=1), 비해당(=0)
거주 년 수
해당 (=1), 비해당(=0)

제 4장 분석결과
제 1절 기술통계분석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대상은 서울시 2만 가구 중 15세 이상 인구로, 총 표본 수는
47,484명이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1>과 같다.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성별

연령

학력

소득

고향
인식
SNS
이용

구분

빈도

여성
남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만원 이상
인식
미인식
이용
미이용

24,596
22,788
1,877
8,057
11,817
13,373
12,260
1,856
3,359
17,032
10.426
13,766
945
1,111
2,679
6,382
12,734
11,476
12,998
39,983
7,401
25,208
22,176

비율(%)
51.9
48.1
4.0
17.0
24.9
28.2
25.9
3.9
7.1
35.9
22.3
29.1
2.3
2.3
5.7
13.5
26.9
24.2
27.4
84.4
15.6
53.2
46.8

변수
혼인
종교
직업
주택
소유

거주
지역

거주
기간
자원
봉사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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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미혼
기혼
무교
유교
무직/기타
비정규직
정규직
월세/기타
전세
자가소유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20년 미만
20~30년
30~40년
40년 이상
경험없음
경험있음
경험없음
경험있음

9,960
37,424
24,137
23,247
17,999
2,825
26,560
8,450
14,867
24,067
3,708
17,444
4,381
13,714
8,137
13,665
13,125
11,404
9,189
37,785
9,599
30,563
16,821

비율(%)
21.0
79.0
50.9
49.1
37.9
6.0
56.1
17.8
31.4
50.8
7.8
36.8
9.2
28.9
17.2
28.8
27.7
24.1
19.4
79.7
20.3
64.5
35.5

성별은 남성이 22,788명 여성이 24,596명으로 각각 48.1%, 51.9%를 차
지하고 있으며, 연령은 10대 4.0%, 20대 8,057%, 30대 24.9%, 40대
28.2%, 50대 이상이 25.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중졸이하 11.0%,
고졸 35.9%, 대졸 51.4%, 대학원 이상이 2.3%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은
100만원 미만 2.3%, 100∼200만원 5.7%, 200∼300만원 13.5%, 300∼400
만원 26.9%, 400∼500만원 24.2%, 500만원 이상이 27.4%로 거주인구의
대다수가 최소 200만원 이상의 월평균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혼인비율은 미혼자 21.0%, 기혼자 79.0%이며, 종교는 무교가 50.9%,
유교가 49.1%로 약 절반이 종교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비정규
직이 6.0%, 정규직이 56.1%였으며, 주택소유여부의 경우 월세 및 기타가
17.8%, 전세가 31.4%, 자가소유가 50.8%인 것으로 드러났다.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도심권 7.8%, 동북권 36.8%, 서북권 9.2%, 서남
권 28.9%, 동남권 17.2%인데 이는 전반적인 서울시의 지역별 거주인구
비율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20년 미만 28.8%, 20∼30년
27.7%, 30∼40년 24.1%, 40년 이상 거주자가 19.4%로 비교적 장기거주자
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는 <표4-2>와 같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행복은 50점 만점에 34.30점으로 평균적으로는 약간
행복한 수준인 것으로 여겨진다(100점으로 환산 시 평균 68.8점 수준).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사회신뢰와 정부신뢰는 5점 만점에 사회신
뢰 2.49 ± 0.89점, 정부신뢰 3.13 ± 0.86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
주민은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보다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간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환경적 요인은 주거환경 3.60, 경제환경 3.24, 사회환경 3.47, 교육
환경 3.34, 문화환경 3.56 정도로 전반적으로 환경요인에 대한 서울시 주
민의 만족도가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통환경은 7점 만점
에 3.58점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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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분석
변수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환경
요인

심리
요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행복

34.30

5.53

0

50

사회신뢰
정부신뢰
주거환경
경제환경
사회환경
교육환경
문화환경
교통환경
계층이동가능성
주관적계층인식
이념성향

2.49
3.13
3.60
3.24
3.47
3.34
3.56
3.58
2.99
3.04
2.93

0.89
0.86
0.72
0.79
0.79
0.80
0.70
0.52
0.96
0.82
0.91

1
1
1
1
1
1
1
1
1
1
1

5
5
5
5
5
5
5
7
5
6
5

47,384

심리적 요인의 경우,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으로도 볼 수 있는 계
층이동 가능성이 5점 만점에 2.99점, 현재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으로 볼
수 있는 주관적 계층인식이 6점 만점에 3.04점으로 나타나, 서울시 주민
의 심리적 만족감이 환경적 요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
다. 이념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2.93점으로 나타나 표본의 정치적 견해
가 크게 치우쳐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주요변수의 신뢰도분석
본 연구 중, 두 가지 이상의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조작화한 변수는 행
복, 교통환경의 두 가지이다. 다음의 <표 4-3>은 본 변수들의 세부 측정
도구들에 대한 신뢰도를 Cronbach´s α검정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연구의 종속변수인 행복의 경우, 다섯 가지 유형의 측정문항의 신뢰는
0.855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통제변수인 교통
환경은 0.657로 나타나, 다수의 문항으로 구성된 조작화된 개념들이 일관
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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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주요변수의 신뢰도분석
요인 및 변수

종속
변수

통제
변수

행복

교통환경

측정문항
-

건강행복
재정행복
관계행복
가정생활 행복
사회생활 행복
대중교통-버스 이용환경
대중교통-지하철 이용환경
대중교통-택시 이용환경
거주지 보행환경
도심지 보행환경

Cronbach´s α

.855

.657

제 2절 행복 및 신뢰의 수준
1. 행복의 수준
1) 서울시의 전반적 행복수준
2014년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세계 행복지수15)에 의
하면, 한국은 6.0점으로 34개국 중 하위권인 27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GDP 순위가 세계 13위라는 점을 통하여 볼 때, 행복의 체감수준은 경제
수준에 비해 상당히 미약하다. 이는 최근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은 스페
인(24위), 이탈리아(26), 슬로베니아(27)와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한국과
유사한 맥락을 공유하는 일본은 28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두 국가의 세
부 11개 측정치의 분포마저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15) 더 나은 삶의 지수(The Better Life Index; BLI):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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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서울시의 전반적 행복수준
구분

평균

표준편차

1) 건강상태 행복 (10)

7.15

1.45

2) 재정상태 행복 (10)

6.23

1.48

3) 대인관계 행복 (10)

6.95

1.35

4) 가정생활 행복 (10)

7.03

1.32

5) 사회생활 행복 (10)

6.94

1.33

34.30

5.52

행복

(50)

<표 4-4>는 서울시의 전반적 행복수준을 요약한 것이다. 본 연구의 표
본을 통해 조사된 행복도 OECD가 발표한 BLI지수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
다. 2013년도 서울시 주민의 행복은 순서대로 건강행복(7.15), 가정생활행
복(7.03), 대인관계행복(6.95), 사회생활행복(6.94)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상
태행복이 6.23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세부 측정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OECD의 조사결과 또한 건강(5점), 환
경(5.3점), 직업만족(7.6점)등으로 확인되어 그 평균과 분포가 동일했으며,
특히 소득부문의 측정치가 2.3점으로 가장 낮다는 점 또한 유사하였다.
행복의 총점은 50점 만점에 34.30점으로, BLI 척도인 10점 척도로 환
산할 경우 6.86점인데, 이는 서울시의 조사결과가 OECD의 조사보다 전
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의 경우 경제활
동인구의 비율이 높아 전반적인 소득수준 또한 높은 편이며, 교육환경,
문화환경, 교통환경 등의 요인으로 거주를 희망하는 인구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인구통계학적요인에 따른 서울시의 행복수준
<표 4-5>는 서울시의 행복수준을 인구통계학적요인에 의거해 평균차
이를 확인한 것이다. 분산분석 결과, 성별을 제외한 모든 인구통계학적
요인별 집단별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른 행복연구
에 비해 전반적으로 표본이 크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집단차이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n=4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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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인구통계학적요인에 따른 서울시의 행복수준 (분산분석)
변수

구분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거주지역

주: *p<0.1,

**

여성
남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만원 이상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p<0.05,

빈도
24,596
22,788

1,877
8,057
11,817
13,373
12,260
1,856
3,359
17,032
10.426
13,766
945
1,111
2,679
6,382
12,734
11,476
12,998
3,708
17,444
4,381
13,714
8,137

행복의
집단평균
34.33
34.27
34.03
35.18
34.97
34.89
32.49
28.92
30.98
34.01
34.78
35.78
35.01
26.93
30.88
33.26
34.73
34.97
36.02
31.96
34.29
33.42
34.61
35.35

유의확률
.212

.000***

.000***

.000***

.000***

***

p<0.01

한편, 학력과 소득은 그것이 높을수록 더 높은 행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의 경우 Easterlin의 소득의 역설(∩자 분포)은 나타
나지 않았으며, 평균차이를 통해 짐작컨대 서울시 주민은 더 높은 수입
을 확보할수록 더 큰 행복감을 지닌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거주지역에 따른 행복감의 평균차이 또한 기존의 통설과 유사한 것으
로 드러났다. 순서대로 동남권(35.35), 서남권(34.61), 동북권(34.29), 서북
권(34.42), 그리고 도심권(31.96)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광역별 평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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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검증한 것으로, 지역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는 25개 자치구 단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한편,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평균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평균 측정
치는 남성이 34.27점, 여성이 34.33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신뢰의 수준
<표 4-6>은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서울시의 사회신뢰와 정부신
뢰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산분석 결과, 대부분의 인구통계학
적 요인에 따른 집단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각 요인별
신뢰경향에 편차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1). 다만 성별에
따른 행복과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른 정부신뢰는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발견되지 않는 동일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과 신뢰에 관해, 사회경험이 적은 10대의 경우 사회신뢰와 정부신
뢰가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2.51점), 20대는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후
연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신뢰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연령에 따른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의 평균차이는 아주 흡사한 분포를 보
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학력과 신뢰에 관해,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신뢰와 정부신뢰가
모두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중졸의 경우 사회신뢰는 높은 분포
를 보이는 반면(2.50점), 정부신뢰는 가장 낮다는 특이점이 나타났는데
(3.10점), 이는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의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첫
번째 근거이다.
소득과 신뢰에 관해,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정부신뢰와 사회신뢰가
모두 낮은 분포를 보였다. 반대로 보면 가난할수록 사회와 정부를 보다
믿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서구의 경험적 연구결과와는 정확
히 반대되는 경향으로서, 본 연구의 주요 논점을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거주지역과 신뢰에 관해, 동남권은 사회신뢰(2.26점)와 정부신뢰(2.96
점)가 모두 최저를 기록했다. 따라서 동남권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가장 신뢰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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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북권은 사회신뢰는 매우 낮은 반면(2.39점) 정부
신뢰는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3.27점),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의 전반적
인 경향이 일치하지 않고 차별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표 4-6> 인구통계학적요인에 따른 서울시의 신뢰수준 (분산분석)

여성
남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만원 이상

24,596
22,788
1,877
8,057
11,817
13,373
12,260
1,856
3,359
17,032
10.426
13,766
945
1,111
2,679
6,382
12,734
11,476
12,998

사회신뢰의
집단평균
2.48***
2.50***
2.51***
2.53***
2.48***
2.49***
***
2.46
2.37***
2.50***
2.48***
2.48***
2.52***
***
2.54
2.65***
2.56***
2.49***
2.51***
2.53***
2.41***

도심권

3,708

2.51***

2.98***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17,444
4,381
13,714
8,137

2.61***
2.39***
2.50***
2.26***

3.20***
3.27***
3.15***
2.96***

변수

구분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거주지역

*

주: p<0.1,

**

p<0.05,

빈도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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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신뢰의
집단평균
3.13
3.13
3.13*
3.15*
3.13*
3.13*
*
3.11
3.12*
3.10*
3.14*
3.12*
3.14*
*
3.15
***
3.17
3.25***
3.18***
3.10***
3.13***
3.12***

제 3절 분석결과
1. 상관분석
회귀분석에 앞서, 종속변수인 행복, 독립변수인 사회신뢰와 정부신뢰,
그리고 주요 설명변수(통제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4-7>은 상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회신뢰와는 -0.14
로 음의 상관관계를, 정부신뢰와는 0.19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p<0.01, 양측검정). 또한 독립변수인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의
상관관계는 0.235 수준으로, 다소 상관성이 있으나 그 수준은 높지 않았
다. 이를 통하여 사회신뢰와 정부신뢰가 행복에 차별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큰 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관분석은 제 3의 혼란변수
를 통제할 수 없기에 회귀분석을 통한 엄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할듯하
다.
그 외의 대부분의 변수들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러나 소득과 행복의 관계가 0.31로 가장 높고, 그 외에는 모두 이보다 낮
은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분석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
다.
한편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통해 회귀식에
포함될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사회신뢰 1.148, 정부신뢰
1.141 등으로 설명변수 간 공선성의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 후 추가적
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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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주요변수간 상관관계 (상관분석)
1.

1. 행복
2. 사회신뢰
3. 정부신뢰
4. 주거환경
5. 사회환경
6. 교육환경
7. 문화환경
8. 교통환경
9. 위험인식
10. 계층이동
11. 계층인식
12. 고향인식
13. 이념성향
14. 연령
15. 학력
16. 소득
17. 거주기간
주: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

-.014

**

.019

**

.195

**

.225

**

.208

**

.186

**

.145

**

.219

**

.200

**

.205

**

-.106

**

.144

**

-.141

**

.266

**

.310

**

-.107

1
**

.235

*

1

-.010

-.003

1

.003

-.001

.353

*

.002

**

-.010

**

-.018

**

.014

**

.000

-.002
*

-.010

**

-.031

*

-.011

**

-.020

**

.028

-.007
.004

**

.353

**

.008

.446

**

**

.018

.032

**

.003

.214

**

**

.015

.148

**

-.006

.037

**

**

-.014

-.151

**

**

-.017

.042

*

**

-.010

.019

*

**

.009

.060

**

**

-.015

.146

**

-.005

.042

1
**

.264

**

.299

**

.098

**

.189

**

.147

**

.154

**

-.063

*

.011

**

.020

**

.078

**

.138

-.001

1
**

.419

**

.074

**

.214

**

.088

**

.042

**

-.098

**

.034

-.007
**

.080

**

.182

**

.013

1
**

.013

**

.210

**

.142

**

.035

**

-.169

**

.016

**

.018

**

.051

**

.133

**

.030

1
**

.178

**

.019

**

.071

**

-.035

**

.022

**

-.047

**

.072

**

.092

**

-.029

*

p=0.01수준에서 유의(양측), p=0.05수준에서 유의(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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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77

**

-.038

**

-.153

*

.011

**

.026

**

-.034

**

-.017

.009

1
**

.199

**

1
**

-.031

.039

1

.008

.000

-.019

*

-.010

**

.072

**

.090

**

-.050

.009
**

.230

**

.339

-.007

**

**

.015

**

-.012

-.008
**

-.066

1
**

-.189

**

.160

**

.067

**

-.166

1
**

-.508

**

.018

**

.398

1
**

.314

**

-.216

1
*

-.009

1

2. 회귀분석
1) 연구모형의 타당성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신뢰유형에 따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차별적
일 것이다´이며, <표 4-8>은 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이다. 연구모형의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Happiness = α + β1 (social trust) + β2 (trust in government)
+ β3 (environmental factors) + β5 (psychological factors)
+ β6 (demographic factors) + ε

연구모형의 R2 (Adjusted R2)는 0.283 (0.283)으로, 본 연구모형의 기초
적인 설명력은 28.3%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행복연구모형
의 R2가 10% 초반이라는 점에 비하면 비교적 높은 수치라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사회신뢰와 정부신뢰가 종속변수인 행복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R2는
문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추가적으로 모형 전체의 F값은 603.29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p<0.01).
또한 성별, 종교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높은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2) 분석결과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사회신뢰와 정부신뢰는 모두 행
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먼저 사회신뢰
는 행복에 부(-)의 영향을, 정부신뢰는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두 가지 유형의 신뢰가 유사한 영향력을 행
사하면서도, 동시에 상반되는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사회신뢰와 정부신뢰는 행복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
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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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사회신뢰의 계수가 음수로 드러나(β=-0.022) 사회신뢰가
공동체와 개인 수준의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실증연구
를 반박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서울시 주민은 타인(제 3의 사회구성
원)을 믿지 않을수록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통제변수 요인들과의 동시적인 해석을 통해 서울시의 전
반적인 경향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다만 서울시 주민들
속에서의 ´사람에 대한 불신´ 풍조만큼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부신뢰 감소현상에 대한 학계의 전방위적 우려 속에서(Nye et
al, 1997), 정부신뢰는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β=0.026). 이는 정부신뢰가 정부존립의 도덕적 근거이며, 정부재량권과
책임성의 요구 간 긴장을 해소시키는 기능(Cooper et al, 2008), 정부성과
를 향상시키는 요인이라는 연구결과를 반추해보면(이승종, 2010: 103),
서울시민의 정부에 대한 믿음과 지지가 다분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목표모호성의 제약 속에서도 정부조직의 존재
이유와 성과에 시민들이 대체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
할 것이다.
통제변수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성별과 종교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에서는 1)
교통환경(β=0.161), 2) 경제환경(β=0.083), 3) 사회환경(β=0.054), 4) 문화
환경(β=0.041), 5) 교육환경(β=0.034)의 순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환경과 경제환경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의 비
중이 매우 높아 경제인구와 이에 따른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의 역동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주지역별 행복은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이
유사한 수준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도심권과 서남권은 이보다 낮았다. 다
만 지역별 행복에 대해서는 구 단위의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심리적 요인에 관하여, 계층이동 가능성(β=0.114)과 주관적 계층인식
(β=0.067)이 큰 값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별개로 스스로가 자신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갖는
낙관적 희망이 개인의 행복수준을 증진시키면서도, 동시에 타인과의 비
교를 통해 행복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서울을 고향으로 인식할수록(β=0.044), 정치적 견해가 진보적일수록(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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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2), SNS를 활용하는 사람일수록(β=0.070) 더 행복한 것으로 드러났
는데, 이는 모두 기존의 연구와 합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기부는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데에 반하여(β=0.037), 자
원봉사활동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31). 이는
2012년 서울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복을 분석한 이지은 외(2014)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기부행위와 자원봉사가 대체적 관계(substitutive
relationship)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강철희, 2012). 보다 구체적
으로, 본 연구의 표본은 월 200만 원 이상 소득자가 92%, 20대 이상이
96%,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취업자가 66%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경제활
동 및 학업활동으로 인하여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시간이 금전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며, 이러한 경우 기부는 행
복을 증진(+)시키지만 경력쌓기나 사회적 강요에 의한 비자발적 자원봉
사는 행복수준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관하여, 성별과 종교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행
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낮
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기혼자일수록 더 행복한 것
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득은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에서는 가장 강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데(β=0.129), 이는 소득이 행복의 몇 안 되는 결정요인
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Easterlin, 1974; Hagerty &
Veenhoven, 2003; Hellevik, 2003; Ball & Chernova, 2008). 그러나 계층
이동 가능성과 주관적 계층인식 또한 행복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한다면, 소득만을 행복의 결정요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Easterlin이 지적한 것과 같은 소득의 역설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서울시
의 경우 소득 그 자체보다는 자본(asset)에 의해 부의 수준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여 소득의 역설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직업의
경우, 무직자에 비해 정규직이 더욱 행복했으며(β=0.053), 비정규직은 도
리어 무직자보다 덜 행복한 것으로 나타나(β=-0.019) 서울시 주민들이
미래의 소득보장에 대해 크게 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매일
같이 통근통학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덜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β
=-0.798), 교통환경이 서울시 주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반증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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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회귀분석 결과 (다중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종속변수: 행복
독립
변수

유형별
신뢰

환경적
요인

B

*

**

- .022

- 5.375

***

.027

.026

6.228

.035
.036
.031
.083
.031
.054
.032
.034
.032
.041
.044
.161
.086
.135
.107
.045
.093
.141
.100
.118
.023
.114
.029
.067
.062
.044
.025
.062
.054
-.031
.046
.037
.051
.070
.084
-.004
.026
-.052
.025
.085
.008
.129
.078
.075
.043
.006
.053
.053
.099
-.019
.071
.073
.068
.079
.002
-.013
.044
-.086
.037
47,384
0.532 / 0.283 (0.283)

7.682
19.104
11.989
7.391
10.155
38.635
18.124
8.073
18.522
17.233
28.206
15.307
10.770
15.214
-7.867
9.447
15.123
-.830
-9.450
16.875
26.545
12.934
1.404
11.040
-4.500
11.416
13.810
-2.736
-18.264
41.001

.166

고향인식
이념성향
통제
자원봉사
변수
기부
SNS이용
성별
연령
학력
소득
결혼
인구
종교
통계
학적 직 정규직
요인 업 비정규직
주 자가
거 전세
거주기간
통근통학
상수
관측치
R / R2 (adjusted R2)
p<0.05,

***

t

.026

정부신뢰

심리적
요인

β

***

- .140

계층이동 가능성
주관적계층인식

주1: p<0.1,

S. E.

사회신뢰
주거환경
경제환경
사회환경
교육환경
문화환경
교통환경
거 동북권
주 서북권
지 서남권
역 동남권

표준화 계수

***

.272
***
.584
***
.377
***
.235
***
.322
1.702***
1.550***
***
.862
***
1.716
***
1.725
***
.656
.447***
.671***
***
.374
***
-.427
***
.433
***
.779
-.070
-.249***
***
.415
***
.221
***
1.015
.061
.591***
-.445***
***
.807
***
.937
***
-.005
***
-.798
12.601

p<0.01

주2: 더미변수 거주지역(=도심권), 성별(=여성), 결혼(=미혼), 직업(=무직), 주택소유(=월세), 통근통학(=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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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분석
앞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유형별 신뢰가 모두 행복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이들의 효과가 차별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추가적
으로 첫째, 유형별 신뢰수준에 따른 행복의 평균차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종합적으로 행복수준에 따른 소득, 학력, 주관적 계층인식과 정부
신뢰, 사회신뢰의 집단평균을 확인하여 서울시의 행복감 형성경향을 보
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행복수준에 따른 요인별 집단평
균을 확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집단의 신뢰수준이 낮은지를 식별하고
자 한단. 분석에는 집단별 평균차이와 이에 따른 유사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보수적인 Scheffe 사후검정방식을 활용하였다(p<0.01).
행복수준은 50점 만점에 1점부터 32점까지를 저행복군(n=14,222), 33점
부터 37점까지를 중행복군(n=19,748), 38점부터 50점까지를 고행복군
(n=13,414)로 분류하여 집단화를 시도하였다. 신뢰란 신뢰대상에 대한 신
뢰주체의 주관적 정향으로서 이에는 사회적 맥락이 반영되어 있음을 고
려할 때, 보다 구체적인 저신뢰집단 식별은 향후 정책대상 선정에 기여
하리라 여겨진다.
1) 신뢰수준에 따른 행복의 차이분석
유형별 신뢰(독립변수)에 따른 행복(종속변수)의 분산분석결과는 각각
<표 4-9>, <표 4-10>과 같다. <그림 4-1>은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 간 관계를 도표로 표현한 것이다.
사회신뢰 수준에 따른 행복의 집단평균을 살펴보면, 사회신뢰가 가장
높은 집단(매우높음, n=8,001)의 행복평균은 33.8964점으로 전체평균인
(n=47,384) 34.30점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신뢰가 가장
높은 집단의 경우, 그들의 행복감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
서 타인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행복하지 않다는 역설적 경향이 포착되었
다. 반면 그 외의 집단(매우 낮음∼높음)의 행복평균은 Scheffe 사후검정
결과 동일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음(-)의 선형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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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사회신뢰수준에 따른 행복의 차이분석 (분산분석)
사회신뢰

빈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8,001
12,630
4,005
22,502
244

행복
평균
34.4388b
34.3827b
34.2056b
34.3411b
33.8964a
3.998***

F
*

주1: p<0.1,

**

표준편차
5.3592
5.5503
5.6346
5.1669
5.6835

p<0.05,

***

p<0.01

주2: Scheffe 사후검정 결과, 매우 높음(a)<그 외(b)로 분류되었다.

<표 4-10> 정부신뢰수준에 따른 행복의 차이분석 (분산분석)
사회신뢰

빈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2,200
6,600
23,002
13,891
1,691

행복
평균
34.3159a
34.1958a
34.2203a
34.4114a
34.9112b
8.367***

F
*

주1: p<0.1,

**

표준편차
5.6232
5.4606
5.5475
5.5117
5.4919

p<0.05,

***

p<0.01

주2: Scheffe 사후검정 결과, 그 외(a)<매우 높음(b)로 분류되었다.

<그림 4-1> 신뢰유형에 따른 행복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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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신뢰와 행복의 관계와는 반대로, 정부신뢰가 가장 높은 집단(매우
높음, n=1,691)의 행복평균은 34.9112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정부신뢰 수준에 따른 행복감의 평균차이는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나,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정부신뢰가 매우 높은 집단이 그
외의 집단들과 다른 집단으로 분류되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
러났다. 정부신뢰수준에 따른 행복수준 또한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
로 전반적인 정(+)의 선형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사회신
뢰와는 달리 정부를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행복감을 보이는 경향
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행복수준에 따른 소득·학력·주관적 계층인식의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뿐 아니라, 종속변수인 행
복에 따른 종합적인 경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행복수준에 따른 소
득·학력·주관적 계층인식의 집단평균 차이는 <표 4-11>와 같다. 분산분
석 결과, 행복수준에 따른 소득의 집단평균 차이는 1) 고행복군(9.37점),
2) 중행복군(8.53점), 3) 저행복군(7.18점)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1) 고행복군(4.01점), 2) 중행복군(3.77), 3) 저행복군(3.35점)의 순서로 나
타났다. 또한 주관적 계층인식은 1) 고행복군(3.22점), 2) 중행복군(3.06
점), 3) 저행복군(2.83점) 순으로 확인되었다.
사후분석 결과,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체감하는 행복수
준이 높을수록 소득·학력·주관적 계층인식의 집단평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행복연구의 명제들이 서울시에도 동일하
게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를 가시화하면 <그림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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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행복수준에 따른 소득·학력·주관적 계층인식의 차이분석 (분산분석)
행복수

소득
평균 표준편차
9.37c
3.04
b
8.53
2.98
a
7.18
3.39
1611.770***

빈도

준
고행복군
중행복군
저행복군

13,414
19,748
14,222
F

*

주1: p<0.1,

**

p<0.05,

학력
평균 표준편차
4.01c
1.01
b
3.77
1.09
a
3.35
1.20
1253.623***

계층인식
평균 표준편차
3.22c
0.78
b
3.06
0.78
a
2.83
0.88
799.955***

***

p<0.01

주2: Scheffe검정결과, 소득·학력·주관적 계층인식 모두 저행복군(a)<중행복군(b)<고행복군(c)으로 분류되었다.

<그림 4-2> 행복수준에 따른 소득·학력·주관적 계층인식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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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복수준에 따른 사회신뢰·정부신뢰의 차이분석
행복수준에 따른 사회신뢰·정부신뢰의 집단평균 차이는 <표 4-12>과
같다. 분산분석 결과, 행복수준에 따른 사회신뢰의 집단평균은 1) 저행복
군(2.5058점), 2) 고행복군(2.4889점), 3) 중행복군(2.4807점)의 순서로 나
타났으며, 보수적인 Scheffe 사후검정 결과 고행복군과 중행복군이 동일
집단으로 묶였다. 반면 행복수준에 따른 정부신뢰의 집단평균은 1) 고행
복군(3.154점), 2) 중행복군(3.146점), 3) 저행복군(3.093점)의 순서로 나타
났으며, Scheffe 사후검정 결과 고행복군과 중행복군이 동일한 집단으로
묶였다. <그림 4-3>은 이를 가시화한 것이다.
<표 4-12> 행복수준에 따른 사회신뢰·정부신뢰 차이분석 (분산분석)
행복수준

빈도

고행복군
중행복군
저행복군

13,414
19,748
14,222
F

*

주1: p<0.1,

**

p<0.05,

사회신뢰
평균
표준편차
2.4889a
0.88
a
2.4807
0.89
2.5058b
0.88
**
3.338

정부신뢰
평균
표준편차
3.1540b
0.86
b
3.1457
0.86
3.0935a
0.85
***
21.028

***

p<0.01

주2: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사회신뢰는 고·중행복군(a)<저행복군(b)으로 분류되었다.
주3: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정부신뢰는 저행복군(a)<고·중행복군(b)으로 분류되었다.

<그림 4-3> 행복수준에 따른 사회신뢰·정부신뢰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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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분석 결과, 행복수준에 따른 정부신뢰의 집단평균은 소득·학력·주
관적 계층인식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선형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반면 사회신뢰의 집단평균은 저행복군이 가장 높았으며, 역설적으로
중행복군이 가장 사람을 불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고행복군은
중행복군보다는 약간 높았으나, Scheffe검정결과 동일한 집단으로 분류
되어 중·고행복군의 사회신뢰가 일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앞에서의 회
귀분석에서 사회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계수가 음수로 나타난 것
은 무엇보다 중·고행복군의 불신풍조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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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제 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유형별 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탐색하기 위하
여, 신뢰를 각각 사회신뢰와 정부신뢰로 구분하고 이것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13년, 공간적 범위는 서
울시, 표본은 서울시 주민 47,384명으로, 기존의 행복연구에 비해 표본이
매우 큰 편이다. 분석자료로는 2013 서울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상관분석, 분산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유형
별 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1> 유형별 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독립
종속
행복

사회신뢰

정부신뢰

부(-)의 영향
***

정(+)의 영향
***

(β=-0.140 , t=-5.375 )

***

***

(β=0.166 , t=6.228 )

첫째, 사회신뢰와 정부신뢰는 모두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기존연구와는 달리, 서울시에서는 사회신뢰가 행복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정부신뢰 또한 행복에 영
향을 미치며, 정부신뢰 저하현상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행복연구에서는 단일한 차원으로
다루어지던 신뢰를 맥락에 따라 구분하여 봄으로써 새로이 발견된 사실
이며, 이를 통하여 신뢰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통제변수 중 환경적 요인에서는 경제환경 요인과 교통환경 요인
이, 심리적 요인에서는 계층이동 가능성 요인이, 인구통계학적 요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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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득 요인과 통근통학 요인이 서울시 주민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자본주의적 성
향이 짙은 서울시의 특성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기부는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자원봉사는 부정적인 영
향을 준다는 결과는 서울시에서만 확인되는 현상으로(이지은 외, 2014),
서울시 주민들이 시간의 기회비용을 높게 여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
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계층이동 가능성·주관적 계층인식 등 타인과의
비교경쟁요인들의 영향력이 소득·학력 등 객관적 지표들과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수준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
실은 서구의 행복연구와는 다른, 한국 서울시 특유의 맥락적 특성이라
할 수 있겠다.
셋째, 추가적인 분석을 통하여 사회신뢰가 행복에 부(-)의 영향을 미
치는 것은 특히 중행복군(n=19,748)의 불신풍조가 팽배하기 때문인 것으
로 밝혀졌다. 그리고 고행복군(n=14,222)은 중행복군 보다는 약간 높았지
만 유사한 수준으로 타인을 불신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행
복감이 가장 낮은 집단군인 저행복군(n=13,145)의 사회신뢰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사회신뢰가 행복에 정(+)의 관계에 있다는 해외의
연구(Putnam, 2000; Helliwell, 2003; 2006; Bjørnskov, 2006; Tokuda et
al, 2010; Yamamura et al, 2014)와 크게 대조를 이루는 측면이다.

제 2절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1.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와 행복 등의 규범론적 연
구대상을 막연한 이상향으로 바라보지 않고 실증분석을 통해 그 실태와
인과관계의 규명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하여 신뢰의 높낮이 수준에 관계
없이 실질적인 개인의 효용, 즉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규범적
논의의 한계를 탈피하고 지식의 간극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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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신뢰의 저하현상에 대한 학문적 우려와는 달리, 정부신뢰는 행복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적 근거를 얻을 수 있었다.
둘째, 기존 행복연구에서는 주로 단일변수로 취급되던 신뢰를 이론적
틀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여, 사회신뢰와 정부신뢰가 주민의 행복에 미치
는 효과가 차별적임을 발견하였다. 서울시 주민의 사회신뢰수준(2.49 ±
0.89)과 정부신뢰수준(3.13 ± 0.86)은 외면적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
었으나, 분석결과 사회신뢰는 행복에 부(-)의 영향을, 정부신뢰는 정(+)
의 영향을 준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는 사회신뢰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존연구의 명제를 반박하는 것으로, 신뢰를 맥락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어떠한 집단의 신뢰가 낮은지를 탐색하여
정책대상 식별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사후검정 결과, 서울시 주민 중에서
도 소득·학력·계층인식이 높은 축에 속하며, 또한 보다 행복한 사람들일
수록 사람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한국을 ´전형적
인 저신뢰국가´라 규정한 Fukuyama(1995)의 연구를 다른 측면에서 지지
하는 결과이다. 신뢰가 사회의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사회전체의 효율성
을 향상시킨다는 명제를 고려해보면(Kankc & Keefer, 1997; Zak &
Knack, 2001), 높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체감하는 행복수준이
낮은 것은 이로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근원적으로, 살만한 사람들일수록
사람을 불신한다는 점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자본주의적 성향이 짙은
사회구조가 야기하는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의 만족도 혹은 행복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공동체적 요인
도 분명히 있다(Putnam, 1993: 114). 만약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그
간 한국의 제도적 성취, 즉 정부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상
쇄하여, GDP의 상승은 있을지언정 진정으로 살만한 공동체 건설에 장기
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기존 행복연구의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하여 서울시의 행복수준
을 탐색함으로써 서울시의 현실을 진단할 수 있었다. 통제변수 중 환경
적 요인에서는 교통환경 요인이, 인구통계학적 요인에서는 통근통학 요
인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지난 2013
년 2월의 택시파업 사태, 2014년 7월 경기광역버스 입석금지 대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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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 사태를 반증하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들이 교통정책
에 극도로 민감히 반응하는 원인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기존과 같
은 정부주도적 정책결정이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동일선상에서, 자원봉사는 행복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반면 기부는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점 또한 현 서울의 세태
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서울시 주민들의 시간에 대한 비용인식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적절한 형태의 사회공헌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분석결과 전반을 통해 서울시의 불신구조와 극심한 생존
경쟁, 비교경쟁 세태를 찾아볼 수 있었다. 금전, 학벌, 사회적 지위를 둘
러싼 과시적 비교경쟁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만들어낸다(우창빈, 2013:
6). 이를 논거로 때로는 과도한 생존경쟁(rat race)에 대한 사회구조적
인식변화가 필요한데, 이는 개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수준을 저하시
키기 때문이다(Layard, 2005).
상기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낮은 행복수준에 대한 원인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신뢰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나아가 개인의 행복수준에
도 영향을 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 한국 서울시에서는 사회신
뢰가 도리어 행복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보다 살만한 사람
들일수록 사회를 더욱 불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계층
이동 가능성과 주관적 계층인식 등 비교경쟁세태가 행복에 큰 영향을 주
고 있다는 점과 병행하여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이 때, 정부신뢰가 행복
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하여 낙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이 지속된다면 갈수록 정부의존도는 커지는 반면, 타인에 대한 불신팽조
는 악화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행복연구를 개인에 대한 국가의 직접개입 논거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Frey & Stutzer, 2009). 이는 사적신뢰와 일반신뢰의 관계를
통해 증명된 것과 마찬가지로, 신뢰의 비대칭 현상을 가중시킬 뿐이다.
행복연구는 기존의 제도, 행태, 조직, 결정과정, 재정 등 사회과학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지식의 간극을 보완할 때 비로소 의의가 있다. 보다 다각
적인, 보다 학제적인 추후의 연구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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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행복연구의 고질적 문제인 내생성을 해결하
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를 활용한 2단계 최소자승(two stage least squares; 2SLS) 분
석을 적용하려 시도하였으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특성상 명확한 내
생변인(도구변수)을 발굴할 수 없어 기초적 수준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였
다. 향후 보다 진보된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좀 더 치밀한 인과관계의
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단일조작화의 문제이다. 독립변수인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의 경
우, 타인과 공공기관에 대한 단일 측정으로 한정하였다. 신뢰의 현상이
다차원적임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신뢰정도의 문항보다는 정교하게 설
계된 다수의 측정문항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단일시점의 횡단면 자료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했다는 점
이다. 본 연구는 유형별 신뢰의 차별적 효과를 규명하여 기존연구의 명
제를 반박하는 결론을 제시하였으나,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일반화
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점에 걸친 패널데이터를 토
대로 유형별 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적인 경향을 보이는지 분
석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
로도 확장하여 접근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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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文要旨

信頼が幸福に与える差別的効果
- 社会信頼、政府信頼を中心として -

姜慜誠
行政大学院行政学科
政策学修士
国立ソウル大学
本研究の目的は類型別信頼、具体的にいうと、社会信頼と政府信頼が個
人の幸福に与える差別的影響を識別することである。研究の空間的範囲は
韓国ソウル市、時間的範囲は2013年である。
検証する内容は以下となる。第1に、社会資本論の核心概念ともなる社
会信頼(social trust or generalized trust)が幸福に影響を及ぼすという欧
米の研究結果が、韓国ソウル市にも同様に適用されるのかを確かめようと
した。第2に、政府信頼(trust in government)の高低レベルに関する学問
的論争から離れ、政府信頼そのものが幸福に影響を与えているかどうかを
確認することで、政府信頼変数への新たなアプローチを提示しようとし
た。第3に、社会信頼と政府信頼が幸福に与える影響を同時的に捉え、こ
の二つの信頼における異なる効果を探ろうとした。以上の研究目的を達成
するために、「信頼類型により、幸福へ及ぼす影響は差別的であろう」と
いった単一仮説を立て、それの検証を行う研究を進めた。
研究結果は以下のようにまとめられる。第１に、独立変数である社会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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頼と政府信頼は両方とも幸福に影響を与えてるという統計的結果が導出さ
れた。第２に、既存の幸福研究は測定の問題により、信頼変数の多様な側
面が内包された単一変数として扱っているが、本研究では信頼自体を類型
化し、それを脈絡によって分析したため、社会信頼と政府信頼の幸福へ及
ぼす影響が異なることが確認できた。まず、社会信頼は幸福に負(-)の影響
を与えているという分析結果より、欧米の研究結果は韓国ソウル市には適
用されないことが発見された。また、政府信頼は幸福へ正(+)の影響を与え
ていることが明らかとなった。このような結果は、信頼変数を類型化する
ことで新たに確認できたものであり、この点が本研究の特徴となる。最後
に、従属変数に関連することで、環境的変数の中では交通環境要因と経済
環境要因が、心理的変数の中では階層移動可能性要因と主観的階層認識
が、人口統計学的変数の中では所得要因と通勤通学要因がソウル市の住民
幸福に大きな影響を及ぼしているという分析結果が出された。
以上により、本研究は、既存の幸福研究の命題を部分的には支持しなが
らも、欧米の研究では探れなかったソウル市の力動的幸福形成の傾向を把
捉し、幸福研究の新しいコンテクストを提示しようとした。

キーワード: 幸福、信頼、社会信頼、政府信頼、社会資本
学籍番号: 2013-2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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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fferential Effects of
Types of Trust on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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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in the study of happiness has been on the rise among social
science scholars. Happiness has only recently become the focus of
research outside the realm of philosophy and other humanities
disciplines; and although scientific research on happiness began only
about 30 years ago, it has gained relatively immense popularity
among academics. In spite of its short history, scientific research on
happiness has led to notable findings. Specifically, this research has
revealed the basic principles behind various social issues, including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problems arising from
temporary employment status, low marriage and fertility rates, and
academic inflation. Happiness research clarifies reasons why social
problems occur: people act according to certain behavioral patterns,
because they believe that doing so will increase their happiness; and
social dilemma is directly associated with an individual’s
personal sense of rationality related to happiness.
In this context, this study is designed to analyze the differ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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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trust on happiness according to the type of trust. It strives
to determine whether conclusions drawn from overseas research on
the impacts of social trust on happiness are also applicable to the
case of Seoul. Furthermore, instead of joining the intense argument
surrounding the idea of trust in government, I take a different
research approach by studying the influence of trust on happiness
and seeking to revive the dead zone of research on this subject.
Lastly, I aim to simultaneously detect the effects that social trust and
trust in government have on happiness and identif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ypes of effect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research
analysis shows that both social trust and trust in government
(independent variables) influence happiness(dependent variable).
Secondly, while existing happiness studies only imply the various
aspects of social trust, this research clearly distinguishes the different
aspects of social trust according to context. By doing so, I pointed
out that social trust and trust in government have different effects on
happiness. Specifically, this research found that social trust negatively
influences happiness, indicating that the findings of related Western
studies are not applicable to the case of Seoul. On the other hand,
trust in government positively effects happiness. This was discovered
as a result of embodying the concept of trust in research. Thirdly,
the following control variables had significant effects on Seoul
citizens’ happiness: traffic conditions and economic conditions (among
environmental variables), possibility of elevating one’s social class and
subjective perception of one’s social status (among psychological
variables), and income and whether one is a commuter(among
demographic variables). As a result, while still supporting the findings
of existing happiness studies, this research detects dynamic social
conditions exclusive to Seoul and puts forward a new context in
which to approach happiness research.
Key Words: happiness, trust, social trust, trust in government, so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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