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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Frey(2008)의 주장처럼 최근 우리 정부 내에서도 국민 행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
고 있다. 이런 인식 변화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2006년 영국의 White 교수가 작성한
Map of World Happiness 순위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2위로 아주 저조한 행복 순
위를 기록했으나, 이후 2009년 영국 New Economic Foundation의 Happy Planet Index에서는
68위로, 또한 Columbia 대학교의 Earth Institute가 발표한 2013 World Happiness Report에서는
전 세계 156개 국가 중 41위로 평가되는 등 국민행복 순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
이번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를 ‘국민행복’으로 삼았고, 이를 구현하
기 위해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 국민안전, 사회통합 같은 세부국정과제들을 도출하여
추진하고 있다(국무조정실, 2014). 즉, 국민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행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공익, 즉 국민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해 지는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
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학문분
야에 비해 행정학에서는 개인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현국･이민아, 2014).
물론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개인의 행
복 추구에 정부의 개입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이슈를 두고 여전히 논쟁의 소지를 안고 있
는 상황이다. 우창빈(2013: 298)은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에서는 개인의 행복은 궁극적으로
그 자신이 선택하여 책임지는 것으로 국가가 간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전통이 대세
라고 지적한다. 이와 달리, Lane(2000; 298)은 국민들이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는데, 이에 우창빈(2013: 290)은 행복 추구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은 제시할 필요가 있
고, 한 발 더 나아가 자유 온정주의적 개입과 같은 다양한 정책수단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
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거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 아직 찬반 의견이 공존하는 상태이기는 하지
만, 최근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방면에서 양극화라는 바람
직하지 못한 현상을 고려한다면, 이 글은 Layard(2005)가 지적하듯이 국민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국민의 삶의 질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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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증진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고, 정책은 사회 및 생활환경을 개선
하는 것에 기여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Costanza et al. 2008, Rossi et
al. 2004, 허만형 2014).
그렇다면, 정부는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노력이 실
제로 개인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과 같은 질문에 대해 대답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 실제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고 노력해 왔다.
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민행복에 대한 실증연구들이 주
로 개인이나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자치단체 혹은 커뮤니티 단위의 행복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국민 행복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포함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
함으로써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말한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행복
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 역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선행연구검토 및 이론적 논의
1. 국민 행복
철학적 관점에서의 행복에 대한 관심은 Bentham에서부터 시작되었다(Prycker, 2010). 이후
로 행복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왔는데,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은 학문마다 상이한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행복은 ‘자신의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라는 심리학적 견해
(Diener, 1984)가 있는 반면, 행복은 주관적이기보다는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
회학적 관점도 있다(Veenhoven, 2001). 이렇듯 행복에 대한 견해는 주관적, 객관적이라는 관
점에서 나뉘어 상충되는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다.
Layard(2005)는 완전정보 상황이라는 고전적 경제학의 가정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취하면
서 개인의 선호는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의 비교, 즉 지위 경
쟁(status race)에 의해 정해지는 경향이 있고, 사람들은 안전하기를 바라며,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개인은 사회 속에서 존재하며,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감정은 사회적인 부문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일 수 있다고 지적했
는데, 이 주장처럼 개인은 사회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또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이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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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역할이 필요해지는 여지가 발생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헌법 제 10조는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는데,1) 이재승(2008:127)은 다양한 사회권과 함께 행복추구권 또한 적극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가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정책적으
로 중요한 역할을 할 필요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관점에서 본 국민 행복 연구를 시
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조금 더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으로 대두되고 있는 ‘국민
행복’은 발전(progress)이라는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부터 나타났다(이승종･오영균,
2013)고 할 수 있다. 기존에 강조되었던 산업발전 이후 시민사회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요구
가 분출되기 시작하였고, 경제성장만이 아닌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
이다. 세계적으로 소득의 성장세에 비해 행복 수준의 향상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중 이례적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뤄낸 우리나라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고 할 수
있으며(구교준, 임재영, 최슬기, 2014; 이재열, 2015 등), 최근에서야 국민의 행복에 대해 관
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의식 변화에 발맞추어 국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발전모델에서 국
민 중심, 즉 수요자 맞춤형 국정모델을 추구하면서 이를 ‘국민행복 모델’로 명명하였는데(이
승종･오영균, 2013), 이러한 관점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Bentham이 주장한 ‘가장
좋은 사회(the best society)란 시민들이 가장 행복한 곳(Layard, 2005:5)’이라는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국민이 가장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새로이 눈을 떠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행복에 대한 정의는 사회과학의 모든 개념들이 그렇듯이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Layard(2005)는 행복을 인간의 삶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써 부연설명이 필요 없는
자명한 선(self-evidently good)이라고 정의했고, 이지은･강민성･이승종(2014)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함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감정으로 정의했다. 본 연구는 지자체에 눈
높이를 맞춘 연구이므로 그 맥락에서 최영출(2014)이 정의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거주
지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적용하고자 한다.

2. 국민행복에 관한 선행연구검토
1) 개인 수준의 연구

국민행복에 관한 개인수준의 연구는 대체로 개인의 인식을 주요 관심변수로 삼고, 공공서
1)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이 국민이 국가에게 요구할 권리가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즉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설
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승(2008:127)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다양한 사회권을 명시하
고 있는 바, 행복추구권 또한 적극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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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만족도와 개인의 삶의 만족에 관해 진행되었다. 이현국, 이민아(2014), 고명철(2013),
Dimian & Barbu(2012)는 개별 서비스영역에 대한 성과인식과 개인의 삶의 질 간의 관계를
측정했고, Sirgy et al.(2008)은 공공서비스가 지역만족도에, 지역만족도는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Dreher & Öhler (2011)의 연구는 정부와 시민의 정
치적 성향 간의 일치 여부가 개인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Sirgy et al.(2010)
은 지역 만족도와 삶의 질을 측정하고, Frey, Luechinger, & Stutzer(2009)는 테러와 지역 갈
등과 같은 부의 공공재(public bads)가 개인의 삶의 만족수준을 낮추고, 이를 상쇄하기 위한
경제적 비용은 물론, 경제적 비용보다 더 큰 심리적 비용이 들고 있음을 지적했다.

2) 국가 수준의 비교 연구
국가수준의 연구는 국가별 정부의 거시적인 특성에 따른 시민의 행복도를 측정하는 연구
가 주를 이룬다. 국가수준의 연구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인 World Bank의 ‘좋은 정부’2)의
개념을 이용하여 배정현(2014)은 아시아 8개국을 대상으로 정부의 질은 시민의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그 세부 요인은 국가마다 다른 것을 밝혔다. 이와 함께 Ott(2011,
2014)는 정부의 질이 행복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행복의 불균형 정도를 줄인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최영출(2014)은 사회복지지출예산 비율, 실업예산 비율, 지니계수를 사회정책적 요
인으로 보고, 해당 요인이 국민 행복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Ram(2009)은 145개국을
대상으로 GDP 대비 정부지출이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지만, 이와 달
리 Perovic & Golem(2010)은 정부지출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Gainer(2013)는 복지수준이 국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복지수준은 행복
수준을 높이지만, 높은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행복의 불균형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3) 중범위 수준의 연구
중범위 수준의 연구는 국가 간 도시를 비교하거나 가정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하는 방식
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Coggburn & Schneider(2003)는 주정부의 관리 능력이 전반적인 삶
의 질을 높이지만, 관리능력이 단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허만형
(2014)은 광역정부를 분석단위로 정보화 수준, 지역경제, 복지수준, 문화시설 수 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각각이 우울감, 건강수준 인지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였다. Michalos & Zumbo(1999)는 캐나다 British Columbia의 34,000개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2) World Bank는 거버넌스 지표를 정부의 참여와 책임성, 정치적 안정성, 정부 효과성, 규제의 질, 법의
준수, 부패통제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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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도서관, 공원, 여가시설, 쓰레기 수거 등 18개의 공공서비스
영역이 지역 주민의 해당 지역에서의 삶의 질을 판단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선행연구 검토의 결론
아래 <표 1>은 국민행복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관심변수와 분석단위를 기준으로 재배치한
결과인데, 이 표를 통해 기존 연구의 빈자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단위의 경우, 삶의
질에 관한 연구의 분석단위를 개인(individual), 지역사회(community), 주정부(state), 국가
(nation)로 분류하고 있는 Sirgy et al.(2000)의 연구를 토대로 분류하였고, 연구의 관심변수
측면에서는 후술할 Welsch(2009)의 연구를 기준으로 사회경제적 요인들인 부의 공공재
(public bads), 제도적 조건(institutional conditions), 환경적 편의성(environmental amenities), 거
시경제적 조건(macro-economic conditions)을 포함하였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행복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분석단위가 개인이거
나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은 개개인의 심리상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
므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고, 국가 간 비교연구는 World Happiness Report나 Happy Planet
Index처럼 비교적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반해, 선
행연구 중 분석단위를 상대적으로 중범위(middle-range)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기초단체)
나 주정부(광역정부)로 설정한 연구는 비교적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더
욱 그러한데, 연구자들이 전국 23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전부 조사하는 것이 경제적/시간
적 이유로 불가능했을 수도 있고, 행복은 개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정부(특히, 지자
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
로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강력한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실제로 거주지에 따라 대중교통, 편의시설, 녹지조성 등에 대한 만족도가 차이가 있다는 강
인순(2013)의 지적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의 국민 행복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고
할 것이다. 즉,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 25년 이상 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 위임사무와 더불어 지방의 수요를 반영한 지자체 고유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단
계에 이르러 있는데, 복지, 생활환경, 문화체육 등 지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이 고유
사무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므로(허만형, 2014: 231-232) 더더욱 지자체 단위 같은
중범위 수준에서의 국민 행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본 연구에서 원용할 예정인 Welsch(2009)가 주민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사
회경제적 요인으로 제시한 네 가지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연구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 각 연구들이 영향요인들을 총체적으로 포함하기

거시적 사회경제요인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분석: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03

보다는 특정 요인들을 범주별로 연구에 하나씩 포함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역사회
(community)는 이웃, 지역, 도시 등으로 두루 사용되어져 왔는데(Sirgy et al., 2000), 본 연구
는 지역사회를 기초자치단체로 조작화하여 이 네 가지 사회경제적 요인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 1> 선행연구의 관심변수 및 분석단위

부의 공공재
(public bads)
제도적 조건
(Institutional
conditions)
환경의 편의성
(environment
al amenities)
거시경제적 조건
(Macro
economic
conditions)

미시 수준(Micro-Level,
개인)
이경태 & 권영주(2010),
Frey, Luechinger, &
Stutzer (2009)
Park &
Blenkinsopp(2011)
Dreher & Öhler(2011),
Schneider(1975),
Widgery(1982)
고명철(2013),
이현국/이민아(2014),
Dimian & Barbu(2012),
Gandelman, N., Piani,
G., & Ferre, Z. (2012)
Sirgy, et al.(2008,
2010),
Techatassanasoontorn &
Tanvisuth(2008)

중범위 수준(Middle-Range)
거시
수준(Macro-Level,
지역사회
국가)
(Community) 주(State)

최영출(2014),
Gainer(2013),
Perovic &
Golem(2010),
Ram(2009)
Michalos &
Zumbo(1999)
허만형(2014),
Gyourko & Coggburn & 배정현(2014),
Tracy(1991) Schneider Ott(2011, 2014)
(2003)

3. 행복의 형성과정: 상향 확산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국민의 행복을 연결해 주는 이론적인 매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 본 연구는 상향 확산이론의 시각에서 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예측하고자 한다. 기존
의 많은 연구들은 개인의 행복이 개별 영역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하향적 관점을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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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는데(예를 들면, Morgeson & Petrescu, 2011 등), 본 연구는 이와는 달리 개별적인 사건이
누적되어 해당 영역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된 개별 영역의 만
족이 개인의 궁극적인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상향 확산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Sirgy et
al., 2001).
1970년대 직업과 삶의 질(Quality of Life) 간의 관계에 관한 관심이 늘면서 확산(spillover),
보상(compensation), 분할(segmentation)에 관한 이론이 등장하였다(Loscocco, 1991). 확산은 삶
의 한 부분에서의 만족이 다른 부분에의 만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한다. 보상은 삶
의 각 영역에서의 만족 수준의 균형에 관한 것인데, 한 영역에서 불만족할 때 다른 영역을
통해 이를 보상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직업에 불만족할 때 여가시간에 다른 활동에 참여함
으로써 그 불만족을 보상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분할은 전술한 이론과는 다른 관점을
취하는데, 해당 이론은 개인이 각 영역에의 만족 수준을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리시
킨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직업에 불만족할 때 그 감정을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있다(Loscocco, 1991).
Sirgy et al.(2001)은 이상의 논의 중 확산에 대해, 특히 확산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를 진
일보시켰는데, 확산의 유형을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확산으로, 또한 수직적 확산을 상향 확
산과 하향식 확산으로 구분하였다. 수평적 확산(horizontal spillover)은 삶의 각 영역, 즉 직
업, 가정, 커뮤니티 등의 분야에서의 만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수
직적 확산(vertical spillover)은 상위수준의 만족과 하위수준의 만족 간의 관계에 주목하는데,
상위 수준 만족과 하위 수준 만족 간의 상호영향관계를 상향 혹은 하향식 확산으로 묘사하
고 있다. 상향 확산(bottom-up spillover)은 각 하위 영역의 만족이 그보다 상위 수준의 만족,
즉 삶 전반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고,3) 하향식 확산(top-down spillover)은
이와 반대의 개념이다. 즉, 하향식 확산은 삶 전반에 대한 만족이 삶의 각 영역에 대한 만
족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다. 수평적 확산 연구의 예는 직장에서의 만족이 직장 이외의 만
족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Orpen(1978)의 연구가 있고, 하향식 확산에 대한 연
구의 예로는 삶 전반에 대한 만족 수준이 직장에서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Schmitt and
Mellon(1980)의 연구가 있다. 또한, 상향 확산에 대한 연구의 예로는 정보통신기술의 지속적
인 활용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Techatassanasoontorn & Tanvisuth(200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Sirgy et al.(2001)이 논의한 확산의 유형 중 상향 확산은 Andrews and Withey(1976)와
3) Sirgy et al.(2001)는 삶 전반에 대한 만족이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개인의 행복(personal happiness),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으로 쓰이며, 이들은 서로 비슷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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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bell et al.(1976)이 최초로 언급했다. 이러한 수직적 확산은 ‘삶의 만족’이라는 개념에
계층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가장 상위에 있는 개념이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이며, 그
하위 체계로는 가정, 여가생활, 직업 등에 대한 만족인 ‘영역별 만족(domain satisfaction)’이
있다. 그보다 하위에 있는 만족에는 삶의 영역 안에서의 개별 사건에 대한 만족을 뜻하는
‘개별 영역에서의 정서적 반응(affective responses within life domains)’이 있다. 따라서, 상향
확산이론은 가장 하위체계에서부터 만족의 수준이 축적되어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에 이른
다고 상정한다(Sirgy et al, 2010). Sirgy et al.(2000)은 상향 확산이론의 영역을 세 가지로 분
류했는데, 은행, 호텔, 방송국, 사립학교 등에 대한 만족인 기업 관련 서비스의 만족
(satisfaction with business-related services), 법원, 소방서, 공립학교, 공립병원 등에 대한 만족
수준인 정부 관련 서비스의 만족(satisfaction with government-related services), 그리고 종교
기관, 청소년, 미혼모 등의 보호시설 등에 관한 만족인 비영리 서비스의 만족(satisfaction
with non-profit services)이 그것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향 확산이론의 기본 가정인 ‘개별 영역에 대한 개인의 만족 수준이
개인의 궁극적인 행복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기초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여기서
개별 영역에서의 개인의 만족은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범주의 구체적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고, 개인의 궁극적인 행복이란 개인이 느끼는 총체적인 행복감을 의미한
다. 상향 확산이론의 관점으로 행복 연구를 시행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많은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개별 영역에 대한 만족도 등과 같은 인식 조사를 통해 개인의
정부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그리고 정부는 개인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뿐
만 아니라 정부의 어떤 부문이 개인의 행복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함으로
써 국민행복증진을 위한 정부의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정부 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행복의 관계
상향 확산이론에 의하면, 삶의 개별 영역에 대한 개인의 만족이 가장 상위 체계인 전반적
인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Sirgy et al.(2000)은 상향 확산의 영역이
정부 관련 서비스의 만족, 기업 관련 서비스의 만족, 비영리 서비스의 만족으로 분류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 중 정부의 차원에서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행복의 영향요인을 확인
할 것이다. 이 때 정부의 개별 영역에 대한 만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이 존재하
는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범주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본 연구는 Welsch(2009)가 제시한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범주화를 이용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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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 본 연구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하므로 미시적 차원은 제외하고 거
시적 차원의 네 가지 요인 범주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표 2> Welsch(2009)의 행복요인의 범주화

차원
내용
미시적 차원 취업, 임금 등
(Micro-level)
부의 공공재
(public bads)
제도적 조건
행복
(institutional
(happiness) 거시적 차원 conditions)
(Macro-level, 환경적 편의성
societal level) (environmental
amenities)
거시경제적 조건
(macro economic
conditions)

세부내용
부패, 테러리즘, 시민전쟁 등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 법규 준수 등
(환경) 정책 평가 및 만족도
실업률, 물가상승률, 성장률 등

위의 표에 나타나 있듯이, Welsch(2009)는 행복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요인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happiness)에 관한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이 행복에의 영향요
인을 미시적 그리고 거시적 차원으로 분류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미시적 차원의 영향요인에
는 개인의 고용상태나 임금 등이 속한다. 반면, 거시적 차원의 영향요인은 사회적 차원의
영향요인이라고도 불리는데, 크게 부의 공공재(public bads), 제도적 조건(institutional
conditions), 환경적 편의성(environmental amenities), 그리고 거시경제적 조건(macro-economic
conditions)으로 나눠진다고 한다. 부의 공공재의 예로는 부패나 청렴 문제, 테러, 시민전쟁
등의 사건을 들 수 있고, 제도적 조건에는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 법률 준수 등이 포함되며,
환경적 편의성에는 환경 정책 만족도 혹은 평가 정도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거시경제
적 조건의 예에는 실업률,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의
영향요인에 대한 Welsch(2009)의 분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라는 분석단위에서
다양한 정부 제공 재화와 서비스의 질(혹은 만족도)과 국민의 행복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
추는데, 위에서 분류한 영향요인 범주별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고자 한다. 앞서 언
급한대로 본 연구는 상향 확산이론을 이론적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제공하는 개별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높으면 국민 행복도 증진된다고 가정한다.
첫 째는 부의 공공재(public bads)와 행복의 관계에 대한 예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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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에는 부패, 테러, 전쟁 같은 것이 예로 포함되는데,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부패 문제
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Frey, Luechinger, & Stutzer(2009)의 연구에 의하면, 테러나 지역
갈등 등과 같은 종류의 위협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비용을 유발하여 스
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삶의 질을 하락시킨다고 한다. 즉, 부의 공공재가 증가할수록
행복이나 삶의 질이 하락한다는 의미이다(Frey et al., 2009). 이러한 지적은 부패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부패 문제는 세금 낭비
라는 경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정신적인 비용을
유발하여 스트레스 증가나 삶의 질 하락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Park & Blenkinsopp
(2011)은 정부의 부패가 시민의 만족도를 낮춘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패가 시민의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정부의 청렴도는 반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이
경태 & 권영주, 2010). 부의 공공재가 증가할 때 삶의 질이 하락한다면(Frey et al., 2009), 이
와 마찬가지로 부의 공공재의 감소, 즉 정부 청렴도의 증가는 행복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예
상할 수 있다. 물론 후술하는 것과 같이 정부의 부패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부패와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첨렴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
과 같이 정부의 청렴도에 대한 인식과 국민 행복 간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설정한다.

가설 1: 정부의 청렴도는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는 제도적 조건(institutional conditions)인데,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 법규 준수 정도를
의미하는 범주이다. 즉, 제도적 조건은 정부의 다양한 제도의 수준을 의미한다고 이해 가능
한데,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 법규 준수 정도를 총체적으로 파악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가장 포괄적인 대리변수(proxy)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
에 대한 신뢰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chneider, 1975).
Widgery(1982)의 연구는 정부와 정치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영향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크게 나타났고,
백인보다 흑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본 연구는 단위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국민행복 간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다음
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2: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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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환경적 편의성 범주이다. Welsch(2009)는 환경적 편의성(쾌적성)이라는 범주를 정
부의 환경 관련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 혹은 만족 정도로 조작화 하였는데, 본 연구
는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서 다양한 정부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 선호도나 정책 만족
도 등으로 조작화하고자 한다.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너무나
다양하다. 이현국, 이민아(2014)의 경우 차도나 보행자 전용도로의 관리부터 문화활동시설
제공에 이르기까지 총 24가지 공공서비스의 행복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고, 경찰, 경제활성
화, 교육 등 개인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록 개인의 행복수준이 높음을 증명하였다. 반면 고명철(2013)은 가로등이나 도로 관리부터
노인 혹은 청소년 복지까지 총 12개 공공서비스를 도로유지서비스, 여가서비스, 공공안전서
비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라는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삶의 질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다. Dimian & Barbu(2012)는 출산율감소와 노동인구의 감소 때문에 공공의료서비스와 노
인 중심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해당 요인들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밖에도 정부의 정보통신기술의 지속적인 활용이 삶의 질을 증대시킴을 증명한
연구(Techatassanasoontorn & Tanvisuth, 2008), 전기, 수도 등의 기본적인 공공재의 제공이 삶
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Gandelman, Piani, & Ferre, 2012), 공공서비스 등의
개별적 요인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연구(Sirgy et al., 2010) 등이 존재한다. 이
상의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국민 행복이나 삶의 질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
스와 국민행복 간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가설 3: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마지막 범주는 거시경제적 요인(macro economic conditions)인데, 실업률, 물가상승률, 경제
성장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허만형(2014)은 지방정부의 삶의 질에 관한 영향요인 중 지
역 경제에 관한 독립변수로서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s)과 경
제활동참가율을 선정하였고, 행정･재정에 관한 독립변수로서 재정자립도와 공무원 수 등을
선정하였다. 지역내총생산은 스트레스 인지율을 줄이고, 우울감 경험율을 줄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Perovic & Golem(2010)은 거시경제요인으로서 물가상승률, 실업률, 정부지출 등을
선정하여 정부지출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거시경
제적 요인 또한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거시경제적 변
수가 국민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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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거시경제적 요인은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Ⅲ. 연구 설계
1. 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13년도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조사 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삶의 질
과 정부역할에 관한 조사’ 데이터를 이용한다. 해당 연구의 표본은 2013년 주민등록 인구통
계에 준거하여 지역, 성, 연령을 고려하여 할당표본추출방법(quota sampling)을 통해 선정한
총 21,050명에 대해 한국갤럽이 RDD(Random Digit Dialing) 방법으로 서베이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가구재택률을 감안해 오후 2~6시 동안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시행되고, 저녁
6~9시에는 가구 유선전화를 이용해 시행되었다. 전화면접은 응답자가 전화를 통해 접촉할
수 있고, 설문에 기꺼이 응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탈락한 응답자들에
의해 편의가 발생하여 편향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김병섭, 2008).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전화를 소유하고 있지만 전화번호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응답자에 포함시키는
방법인 RDD는 표본추출 과정에서의 편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휴대폰 번
호로는 지역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응답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살
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라는 개방형 형태의 질
문을 이용하였다. 지역으로 보면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
집하였다. 단, 청렴도 변수와 거시경제 변수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하
였다.
기존 연구의 한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개인이나 국가 간 행복연구에 비해 중범위 수준
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연구 자료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분석하였다.4) 즉, 우리나라 229개의 기초자치단체(시, 군, 자치구)가 분
석 단위이며, 각 질문 문항의 수치를 평균한 것이 각 기초자치단체의 관측치가 된다. 수집

4) 개인에게 수집된 자료를 지자체 단위로 환원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개
인 차원의 연구와는 별도로 지자체 차원의 연구가 차별성을 갖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것을 통계적
으로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개인 수준에서 수집되어 지자체 단위로 환원된 여덟 가지 변수(행
복, 신뢰도 3개, 공공서비스 4개)에 대해 지자체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Kruskal-Wallis test를 실시
하였고,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이 유의수준 .10에서 모두 기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
자체 수준의 변수도 지자체 간에 서로 차별성을 가지므로 독립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110 ｢행정논총｣ 제53권 제2호
된 데이터는 stata 13.1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2. 변수측정

1) 독립변수의 측정

앞서 언급한 것처럼 Welsch(2009)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사회경제요인으로서 부
의 공공재, 제도적 조건, 환경적 편의성, 거시경제적 조건을 제시했는데, 본 연구는 이 네
가지 요인을 다음과 같이 조작화 하였다.
<표 3> 조작적 정의

Welsch (2009)
부의 공공재 테러, 시민전쟁, 부패 등
제도적 조건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 법률 준수 등
환경적 정책 선호도, 정책 평가 등
편의성
거시경제적 실업률,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조건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
청렴도
기초자치단체 신뢰도
신뢰도 광역정부 신뢰도
중앙정부 신뢰도
복지서비스 만족도
공공서비스 생활환경시설 만족도
만족도 교육 체육 문화 예술서비스 만족도
소방안전서비스 만족도
재정자주도, 세출액, 사업체 수

첫째, 부의 공공재는 부패 변수에 초점을 두고 부패와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는 각 기초
자치단체의 청렴도로 조작화 하였다. 청렴도는 부의 공공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2012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결과 자료를 이용하며, 부정
부패의 발생이나 민원인에 대한 금품요구 등의 사건이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청렴도의 수
치는 낮아진다. 청렴도는 10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청렴도가 높을수록 부의 공공재 수준이
낮고, 청렴도가 낮을수록 부의 공공재 수준이 높은 것이다(국민권익위원회, 2013).
둘째, 제도적 조건은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정부의 제도적 특성에
관한 것이다(Welsch, 2009). 본 연구는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 법규 준수 정도와 같은 제도
적 조건의 수준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을 대리변수(proxy)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서베이는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신뢰수
준을 각각 측정하였는데, 각 단위 정부의 신뢰도에 대해 ‘귀하는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
체, 중앙정부에 대해서 각각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라고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신뢰도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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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관한 모든 대답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설문문항에 대한 대답은 ‘매우
신뢰’는 5점으로, ‘전혀 신뢰하지 않음’은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앞서 설명한대로 본 연구에서 환경적 편의성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로 조작화 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구역･조직･
행정관리 등에 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의 산업 진흥에 관
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체육･문화･예
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와는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덜한 행정관리 등에 관
한 사무와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사무를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라고 판단하였고, 설문에서는 응답자 본인이 속한 기초지자체의 공공서비스가 평가의
기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귀하가 사시는 ㅇㅇ구(시/군)의 다음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을 통해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네 가지 공공서비스 만족도 중 첫 번째 영역은 복지서비스 만족
도이다. 이 복지서비스에는 사회복지 시설 만족도와 보육여건 만족도가 포함되며, 두 문항
간의 크론바흐 알파계수는 0.7245로 나타났다. 두 번째 영역은 생활환경시설 만족도인데, 쓰
레기 수거 및 거리 청소상태 만족도, 자연환경 만족도, 대중교통 만족도, 도로상태 만족도,
상하수도 서비스 만족도를 포함하였다. 해당 영역에 속하는 다섯 문항 간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0.7142로 조사되었다. 세 번째 공공서비스 영역은 교육･체육･문화･예술 서비스 만족
도이다. 이 공공서비스에는 공공도서관 만족도, 문화활동 여건 만족도, 공원 및 여가시설 만
족도, 초･중･고 교육여건 만족도가 포함되며, 크론바흐 알파계수는 0.7921이었다. 마지막 네
번째 공공서비스 영역은 소방안전서비스 만족도이다. 해당 영역은 119소방방재 서비스 만족
도의 단일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상의 공공서비스 만족도에서 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 둘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문항들의 응답 평균을 측정치로 이용하였다. 공공서비스
만족도 질문에 관한 모든 대답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설문문항에 대한 대
답은 ‘매우 신뢰’는 5점으로, ‘전혀 신뢰하지 않음’은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거시경제적 조건들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제활동과 재정능력 정도를 파악하는 데 도
움이 되는 재정자주도, 세출액, 사업체 수로 구성하였다.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은 산업과 고
용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등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므로(조상필, 1995), 궁극적
으로는 지역주민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수의 연구들이 재정자립도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허만형, 2014), 본 연구는 재정자주도 변수를 선택하였는데, 재정자주도는
세입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등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방정부
의 자체재원 뿐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재원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세입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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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재원의 비율만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재원을 포괄하지 않
아 진정한 자치의 정도를 나타내지 않으며(배인명, 2000), 재정자주도는 해당 정부의 자주적
인 지출능력을 의미하므로(주만수, 2014) 재정자주도가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대표하기 위
해 더 적절한 변수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세출액은 지자체가 1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비
를 의미하는데, 이는 지자체의 서비스 제공과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므로(박응격, 2012:405),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국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어 거시경제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거시경제적 요인 중 지역경제활동에 관한
변수로 각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사업체 수를 선정하였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산업단지나 공
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사업체 조성을 유도하고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체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부흥에 관한 노력을 보여주는 변수로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변수들을 위한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2011년도를 기준으로 수집하였다.

2) 종속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국민의 행복으로, 국민의 행복 정도는 ‘귀하는 요즘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라는 단일 질문을 대한 응답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행복이
라는 질문을 여러 항목으로 분류하였을 때, 어떤 항목으로 질문하느냐의 가치관 문제가 있
고, 이를 행복이라는 하나의 지표로 나타낼 때에도 가중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기
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예를 들면, Widgery, 1982; Michalos & Zumbo, 1999; Frey, et al, 2009;
이현국･이민아, 2014)도 행복이나 삶의 만족 등에 대해 단일 항목으로 측정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된다. 행복에 대한 문항 또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매우 행복’은 5점으로,
‘전혀 행복하지 않음’은 1점으로 점수화되었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결과
아래 표는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자료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행복’은 정규분표평균형태를 띄지 않아 자연로그(ln)를 취했는데, 평균이 1.3, 최솟값이 1.17
이며 최댓값은 1.39로 적은 수준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청렴도 지수는 평균이 7.63, 표준편
차는 0.43이다.5) 각 단위정부 신뢰도는 중앙정부의 신뢰도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아 중앙정부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이 대체로 낮으면서 비슷한 수준으로 대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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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네 가지 범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중 소방안전서비스 만족도를 제
외한 세 가지 만족도는 개별 문항의 값을 표준화하여 더한 값을 변수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각 변수의 평균은 0이 되며, 표준편차는 각각 복지서비스 만족도가 0.89, 생활환경서비스 만
족도가 0.68, 교육･체육･문화･예술 서비스 만족도가 0.78로 나타났다. 소방안전서비스 만족
도 또한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평균이 1.53, 표준편차가 0.03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조건
으로 선정된 변수들은 모두 비교적 높은 수준의 편차를 보이고 있었는데, 도시별 경제적,
행정적 특성에 따라 각 지표의 값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실
제로 재정자주도, 세출액, 사업체 수의 왜도(skewness)는 각각 -0.698, 2.574, 6.728로, 이는 기
초자치단체별 격차가 크고 정규분포 형태를 띠지 않음을 의미하여, 이는 곧 OLS의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자연로그(ln) 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6)
<표 4> 기술통계결과

변수
종속변수 행복(ln)
부의 공공재 청렴도지수
신뢰도
제도적 기초단체
신뢰도
조건 광역단체
중앙정부 신뢰도
복지서비스 만족도
만족도
환경의 생활환경서비스
체육 문화 예술
편의성 교육
서비스 만족도
소방안전서비스 만족도(ln)
%)
거시 재정자주도(ln,
세출액(ln,
천억)
경제 조건 사업체수(ln, 개소)

관측치
229
224
229
229
229
229
229
229
229
227
226
227

평균
1.3009
7.6254
3.5323
3.3583
2.9495
0
0
0
1.5327
4.1146
1.2291
4.2560

표준편차
0.0333
0.4254
0.1830
0.1642
0.3140
0.8854
0.6831
0.7848
0.0303
0.1930
0.5306
0.2783

최솟값
1.1747
6.1000
2.9653
2.7844
2.2548
-2.4741
-2.5826
-2.4459
1.4418
3.4965
-0.0490
3.7448

최댓값
1.3913
8.4900
3.9537
3.9221
3.8417
3.0257
2.2633
3.1599
1.6214
4.5196
3.0337
6.1031

2. 회귀분석 결과
아래 표는 네 가지 범주의 거시 사회경제적 요인과 국민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5) 청렴도의 결측치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해당연도에 경상북도 예천군, 충청북도 보은군, 제주도 서귀
포시, 제주도 제주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청렴도지수가 존재하지 않아 발생하였다.
6) 거시경제적 조건의 결측치는 경상남도 창원시,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였다. 세출
액은 앞의 두 도시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결측치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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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Welsch(2009)의 분류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환경적 편의
성의 일부와 거시경제조건의 일부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밖에 다른 영역, 특히 정부 신
뢰도나 청렴도는 국민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통계적 분석 결과7)

분류
부의 공공재
제도적
조건

종속변수(국민행복)
회귀계수
청렴지수
0.00257
기초단체신뢰
0.01535
광역단체신뢰
-0.00040
중앙정부신뢰
0.00551
복지서비스 만족도
-0.00008
만족도
0.00896
환경적 생활환경시설
교육
체육
문화
예술
편의성 서비스 만족도
0.00713
소방안전서비스 만족도(ln) 0.21349
%)
0.02094
거시 재정자주도(ln,
세출액(ln,
천억원)
0.00210
경제 조건 사업체수(ln,개소)
-0.00646
_cons
0.82397
N=222, F(11, 210)=3.09***, R2=.1466
(* p<.1, ** p<.05, *** p<.001)

표준오차
0.00565
0.01796
0.02059
0.00831
0.00398
0.00526
0.00341
0.09397
0.01211
0.00519
0.00740
0.19014

t
0.45
0.85
-0.02
0.66
-0.02
1.71
2.09
2.27
1.73
0.41
-0.87
4.33

P값
0.650
0.394
0.984
0.508
0.984
0.090
0.037
0.024
0.085
0.686
0.384
0

*
**
**
*

표준회귀
계수
0.03368
0.08563
-0.00194
0.05236
-0.00212
0.18847
0.17383
0.19668
0.12495
0.03343
-0.05585
.

환경적 편의성 영역에 속한 공공서비스 만족도 변수 중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은 생활환경시설 만족도, 교육･체육･문화･예술 서비스 만족도, 소방안전서비
스 만족도로 분석되었다. 생활환경시설 만족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국민 행복은 0.8% 정도
증가하고, 교육･체육･문화･예술 서비스 만족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행복은 0.7% 정도 증가
하며, 소방안전서비스 만족도가 1% 증가할 때 행복은 0.21%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중 소방안전서비스는 표준회귀계수가 약 0.2로 모든 변수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
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이 환경시설 만족도로 0.19의 영향력을, 교육･체육･문화･예술
7) 본 연구에서는 이분산성을 해결하기 위해 robust 표준오차 방법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는데,
해당 방법은 정규분포와 동분산성, 지나치게 큰 잔차 등의 본래의 회귀분석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다(Bruin. J, 2006). 해당 방법을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는 OLS의 회귀계수와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절한 연구모형으로 보여진다. 또한, VIF 값이 평균 1.85(최저
1.17 ~ 최고 2.81)로 조사되어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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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만족도는 0.17의 영향력을 행복에 각각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편의성 영역에서 복지서비스 만족도는 공공서비스 중 유일하게 국민행복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서비스였다. 2005년부터 지방사무로 이양된 사회복
지서비스는 지방정부의 대응력에 따라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예상(김병수, 이곤수 & 조덕호, 2008:88)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정부에는 재정압박으로 인
하여 오히려 사회복지가 악화될 것이라는 견해(김미혜, 정진경, 2003 등)가 동시에 존재하였
다. 그런데,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복지서비스는 국민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로 복지사업의 불안정성을 들 수 있는데, 2012년도부터 0~2
세 무상보육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시작하면서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거나(황옥경, 2013: 82), 부족한 재정
문제와 재정자립도의 하락 등이 빈번하게 거론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매일경제, 2015. 5. 12)는 점 등을 불안정성의 예로 들 수 있다.
이밖에도 소방안전서비스만족도가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
과는 현 정부가 국민행복 및 안전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
난 해 세월호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이지은, 강민성･이승종(2014)의 연구에서 위험인식이 개인의 행복감을 낮
춘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은 위험할수록 덜 행복하다고 느끼며,
이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소방안전서비스에 만족할수록 행복감을 더 느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임현진 외(1997)의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있어 ‘과거의 안전사고 경험’과 ‘미래의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안전사고의 원인이 피해자의 개인적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요인이라는 인식이
있을수록 삶의 질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Layard(2005)가 행복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던 이유 중 하나는 개인은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
우에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었다. 현대사회에서 발전이 증대된 만큼 개
인의 주변에서 위험요소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요소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
문이 많은데, 이러한 때에 정부의 역할이 재조명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동기이론에서 측
면에서 보더라도 안전에 대한 욕구는 매슬로우(Maslow)가 주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차원의
욕구이므로 국민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닌
가 생각된다.
거시경제조건 중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재정자주도였다. 재
정자주도가 1% 증가할 때 행복은 0.02%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표준회귀계수는
0.12로, 환경적 편의성의 세 변수 다음으로 큰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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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필(1995:124)은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산업입지, 고용촉진, 민간투자 유도 등의 기능을
하여 지역 발전에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지방의 세입 중 자체수입이 크면 재정
의 자율적인 활용성이 커질 것이고, 지방교부세 등의 중앙정부의 도움이 크면 자체수입이
낮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충 가능한 재정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행정학 분야에서 소홀했던 국민의 행복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인식에서 시작
하여 정부가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기
관의 청렴도, 각 단위정부기관의 신뢰도,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거시적 경제조건 중 어떠
한 요인이 국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향 확산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의 관
점에서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서비스 중 생활환경시설, 교육･체육･문화･예술
서비스, 소방안전서비스 만족도와 거시 경제변수 중 재정자주도가 국민의 행복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향 확산이론은 개별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행복에 연결됨을 전제로 하는데,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
로 한 본 연구결과는 다양한 거시적 사회경제변수 중 기초지자체가 제공하는 세 부문의 공
공서비스 만족도와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국민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
을 보여준다.
국민행복을 종속변수로 시행했던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정부 신뢰도나 공공서비스 등의
특정 영역만을 독립변수로 한정하여 연구를 했기 때문에 행복에 관한 정부의 종합적인 영
향요인을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면, 본 연구는 Welsch(2009)의 연구를 분석틀로 선정
하여 행복에 관한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차별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의미가 있다고 알려져 있던 여러
변수들을 독립변수에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그 통계적 유의미함이 나타나
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그 중 특히 눈 여겨 봐야 할 것은 정부의 청렴도와 신뢰도에 관
한 것일 것이다. 청렴도와 신뢰도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Park & Blenkinsopp, 2011:
Widgery, 1982)은 이 변수들이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
와 같이 경쟁하는 다른 영향요인들을 포함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해보니 그 효과가 나타나
지 않았다는 것은 청렴도 및 신뢰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국민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공공서비스 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간접적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비록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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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렴도와 신뢰도가 국민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
는 않았지만, 이들은 정부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가치이므로 특히 기초 지자체 정부는 청
렴도와 신뢰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라는 중범위 수준을 분석단위로 선정하여 정부의 청렴도 및 신뢰도
나 공공서비스 만족도와 같은 요인부터 사업체수, 재정자주도와 같은 요인까지를 영향요인
으로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국민행복에 대한 차별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기초지자체라는
중범위 수준에서의 분석단위 선정은 국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서비스 제공 단위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행복에 대한 기초 지자체 정부의 향후 역할을 정립할 수 있
다는 점에서 행정학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기초자치단체가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 중앙정부 만큼의 자율성은 가지지 못해서 지자체의 노력과 의지로 어
찌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점은 인정되는 바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
2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우리 지자체도 지역의 국민 행복을 위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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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Macro Socioeconomic Factors
on Public Happiness: A Study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Byong-Seob Kim, Sunmin An and Soo-Young Lee

This research intends to identify the effects of macro-socioeconomic factors on public
happiness. A bottom-up spillover theory that supposes that each socioeconomic factor
affects individual overall happiness is adopted to support this idea. Local government
was selected as the unit of analysis, and OLS regression was used while choosing
probity of government, trust of central･metropolitan･local government, satisfaction
with several public services, and macro economic condition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average individual happiness as the dependent variable. When the survey data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satisfaction with environment, education･sport
s･culture･art service and safety, and ratio of financial independence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public happiness. In conclusion, this research is worthwhile in
that the result proposes the empirical solution of what government should do for
public happiness, and provides guidance for e local government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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