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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요 약

일과 행복을 주제로 2015～2017년 3개년에 걸쳐 수행한 협동연구과
제는 행복경제학의 주요 논의를 검토하여 다양한 경제학적 요인과 행
복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틀걸이를 만드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목적은, 최초의 연구계획서에 따르면,
한국노동패널조사 등 기존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일과 여가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과 정책이 행복 또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행복경제학의 흐름 및 연구결과
를 공유하여 노동경제학 측면의 행복경제학의 연구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실태조사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적확한 지표 및
관련 변수를 변별하기 위한 실태조사 모듈을 개발하고 이를 ‘일과 행
복에 관한 실태조사’(가칭)와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적용하여 과학적
인 실증분석을 실시함과 아울러 ‘일과 행복에 관한 국제콘퍼런스’(가
칭)를 개최하여 국내외 연구자들의 소통을 통하여 국내의 일과 행복
에 관한 연구를 진작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3년의 협동연
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당초 설정한 연구목적의 대부분을 달성한 것
으로 파악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조사(2015년)의 ‘삶의 인식 부가조사’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을 포함하였으며 이
를 통하여 1～10점 척도의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정보를 구
축하였으며, 연구 2차년도(2016년)에는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삶
의 만족도뿐 아니라 행복도와 이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가능해졌다.
또한 연구 3차년도인 2017년 8월 31일～9월 1일 ‘일과 행복 국제콘
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k and Happiness)’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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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국제콘퍼런스는 5명의 행복 관련 저명 연구자의 기조강
연과 12명의 국내외 연구자들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성황리에 진행되
었다. 본 보고서는 국제콘퍼런스에 발표된 기조강연과 연구논문 중
일부를 정리하고 있다.

1. 행복경제학의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지난 40년 동안 발생한 경제학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주관적
변수 전반에 대한 관심, 특히 주관적 안녕의 측정과 이의 활용에 대
한 관심이 커졌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일과 행복 제3차년도 보고서의
첫 장은 행복경제학 40년을 돌아보면서 주요한 연구의 결과와 논의
및 이를 통하여 향후 행복경제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주관적 건강은 오랫동안 경제학에서 사용된 반면 직업, 생
활, 소득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경우 심리학과 사회학에서 주류화되
었지만 1970년대 경제학에서는 미개척 분야였으며, 주관적 안녕과
관련된 연구 자체는 1990년대까지 거의 소멸 상태에 있었음을 밝히
고 있다.
행복경제학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로 그 이
후 행복 관련 데이터의 구축과 함께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들이 쏟
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행복 관련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차적이고 단순한 목적을 가진 첫째 부류는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것으로. 특히
고용 상태와 소득의 관계에 주목했다. 둘째 부류는 주관적 안녕이 행
복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으로, 소득과 생산
성에서부터 노동 시장 행위, 결혼, 자녀, 이혼율과 사망률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났다. 셋째 부류는 경제학적으로 풀기
어려운 의문점에 대한 대답을 찾는 데 행복 관련 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자영업자가 피고용자보다 더 행복하다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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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고용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나 ‘업종별, 직업별로 임
금수준이 각기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한 사회에 불평등이 얼마만
큼 존재해야 하는가?’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첫째 주제인 주관적 안녕의 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여기에서는 개인 차원의 요인으로 개인이 지닌 다양
한 특성과 일자리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소득과 상대적 소득의 역할, 실업의 부정적 영향, 정책적 개
입이 불가능한 요인들 - 성, 연령, 인종, 출생국가 등 - 과 국가별 주관
적 안녕의 순위, 건강, 가정생활, 교육수준이 안녕에 미치는 효과 등
에 대한 논의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어 종합적 요인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 실업상태 등 노동시장
상황과 인플레이션, 소득의 분배와 불평등(당연한 불평등과 부당한
불평등, 불평등의 인식과 실제, 상대소득 또는 상대의식 등), 기후나
오염 등 환경 요인, 정부의 규모와 복지정책 및 정부서비스의 질 등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다양한 분야를 언급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타
인의 행동 또는 의사결정이 미치는 효과 역시 주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로 범죄, 신뢰, 부패, 이타주의, 사회적지지 등이 이러한 영역에
속한다.
사회적 비교 역시 주관적 안녕의 주요 결정요인인데 이에는 주관
적 안녕이 개인의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반면 일부 준거집단
의 소득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상대적 소득 또는 소득 비교, 실
업에 대한 사회적 비교, 개인의 건상상태의 사회적 비교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적응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생애사건(실직, 결혼, 이혼, 자녀 출산, 배우자 사별 등)의 효
과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줄어들거나 일정시점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선험적 인식을 실제 자료를 통해 분석한 연구들을 소개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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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둘째 주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는데, 행복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수입의 예측에 도움이 되며, 건강상태도 양호
하게 하며, 미래의 결혼 가능성을 높이는 등 자신에게 긍정적 효과를
미치며, 더 나아가 타인의 성과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결과들을
소개하고 있다.
셋째 주제와 관련하여, 주관적 안녕에 대한 자료의 활용을 통한 연
구가 다른 근원에서는 얻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경제적 효과의 추정
치를 제공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음을 밝히고 있다. 효용
을 상대적 측정단위로 사용하여 둘 이상 재화의 상대가격(또는 그림
자가격)을 구하듯, 삶의 만족도 방정식의 추정을 통하여 이를 결정하
는 두 요인에 대한 상호보완의 상대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
를 통하여 통상적 경제학적 이론으로 대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행복의 관점에서 추정한 소음 공해 및 공기 오염의 방해효과의
가치 등을 들 수 있으며, 상상에 따라 다양한 질문과 대답이 가능해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복 연구의 첨단과 관련한 현안으로, 상대적으로 협
소한 조사 자료의 존재와 이들 자료의 외부적 타당성, 평균 개념에서
의 주관적 안녕에 대한 효과의 추정으로부터 이들의 분포에 대한 효
과의 분석으로의 이행의 필요성, 성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
청소년기의 생애사건이 당시 그들의 주관적 안녕뿐 아니라 성인기의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선택의 결
과로 나타나는 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변수의
모색, 과거 사건의 그림자 - 과거 실업의 오점 효과, 소득 및 빈곤의
프로파일, 일반적 의미에서 일정 상태(예를 들면, 혼인상태) - 가 현재
및 미래의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효과라는 측면에서 적응과정 및 적
응기간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소득 증가와 소득 감소 또는 실업
진입과 실업 탈출이 행복에 미치는 상이한 효과와 같은 특정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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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서의 비대칭성에 대한 연구,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와 부정
적 정서, eudaimonia, 그 외 안녕의 측도에 대한 연구와 측도 개발의
필요성, 보고함수의 차이로 인한 개인의 안녕점수의 편의를 회피하
기 위한 행복과 뇌활동의 연계와 같은 뇌과학과의 융합적 연구와 유
전학과의 연계 등의 필요성 등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2. 직업안정성과 직무만족도 :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 근로자
비교
제2장에서는 직업안정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공공부문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의 확산과 함께 공공부문
에서 임시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공공부문 근
로자의 직무만족도는 이들이 시민에게 전달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직무만족도는 정부의 효율성과 밀
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공공부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
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장은 직업안정성이 공공부문 근로자의 직
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는 직업안정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공공부
문 근로자와 민간부문 근로자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
본다. 공공분야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공익
에 봉사하고자 하는 동기(공공봉사동기)를 가지고 공공부문에 진입
한다고 하더라도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할 기회가 제한된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공공봉
사동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정규직 여부가 직
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현실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공공부문의 직업안정성이 요인별 직무만족도
중 직무내용에 관한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이 결과는 민
간부문 근로자에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이에 본 연
구는 공공부문 근로자와 민간부문 근로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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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불가능한 시간불변(time-invariant)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개
인고정효과모형(individual fixed-effects model)을 이용해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에는 패널자료가 필수적이므로 본 연구는 동일 근로자의
정규직 여부, 직무만족도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한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며, 분석 대상 표본은 2006∼2015년 동안 2년 이상 동
일한 직장에서 연속 근무한 18세 이상 임금근로자이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시 전반적 직무
만족도가 상승하며, 이러한 효과는 공공부문 근로자에게서 주로 나
타난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자원의 제약 상황 하에서 자신의 직
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직장 내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을 받기 어렵고,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제약은 개인적으로 업무
성과를 제고하기보다는 협업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요인별 직무만족도의 분석 결과 공공부문 근로자와 민간부문 근로
자 간 차이가 나타난다. 정규직 전환 시 공공부문 근로자에서는 직무
내용과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반면 민간부문
근로자에서는 임금 및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한다. 이는 공
공부문에서는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직무내용이 변하고 이러
한 직무 변화는 이들의 공공봉사동기를 충족시킬 만한 것일 수 있음
을 의미한다. 또한 행정학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 근
로자는 민간부문 근로자에 비해 금전적인 유인의 변화에 영향을 덜
받음을 의미한다.
직업안정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증가와 같은 변화가 공공서비스 전달의 전반적
인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였는지는 의문이다. 신공공관리론에서 주장
하는 효율성은 비용은 줄고 공공서비스 전달 결과가 향상될 때 발생
하는 것인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직무불만족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하는 데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사관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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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비정규직의 일자리 불만족은 비정규직
이라는 신분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그들의 정규직과의 임금
및 기타 복지후생 등 혜택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
근로자의 보상동기(reward motivation)가 민간부문 근로자와는 다르
므로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동기부
여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부문
근로자는 임금이나 근로환경보다는 직무 내용과 동료 및 상사와의
협력적 의사소통이나 인간관계와 같은 유인에 더 반응한다. 이는 이
미 공공부문의 임금이나 근로환경 등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기 때
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이
를 통해 이들이 전달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임금을
인상하거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업무를 배정하고
직장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친화적 또는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3. 비자발적 이직과 삶의 만족도
제3장에서는 비자발적 이직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다. 최근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한편 시장 경쟁이 심화됨에 따
라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실직
은 경제적 상황의 악화뿐 아니라 실직을 당한 개인의 자존감 저하나
의욕 상실 등 개인의 전반적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본 연구는 최근 조선업, 해운업, 금융업 등 주요 산업의 구조조
정으로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특히 비자발적 이직에 대한 사회적 우
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직의 자발성 여부, 특히 비자발적 이직이 삶
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관련 연구를 보면 사회복지학이나 심리학, 사회학 등에서는 특정
심리 상태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춘 반면 경제학에서는 경제적 상
태를 중심으로 한 실직 전후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초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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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의 기초통계량 분석을 통한 임금근로자
의 비자발적 이직 현황을 보면, 최근 5년(2011～2015년) 동안 매년
임금근로자의 15～20%가 이직을 경험하고, 이들 이직자 중 비자발
적 이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3～27%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이직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선형회귀모형과 서열프로빗
모형을 2003년에서 2015년까지의「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에 적용
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비자발적 이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
정적 효과를 미치는 반면 자발적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에 비해 부정
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고, 통계적 유의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봉의 변화를 추가하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비자발적 이직과
자발적 이직의 부정적 효과는 모두 줄어들지만, 비자발적 이직의 효
과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비자발적 이직 지체
가, 연봉 변화와 같은 경제적인 변화에 따른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또한 행복경제학 관련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보듯, 본 연구에
서도 선형회귀모형과 서열프로빗모형의 추정 결과가 정성적으로 크
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마
찬가지로 남성의 삶의 만족도가 여성보다 낮게 나타나며, 연령별 삶
의 만족도는 49세에서 51세 연령구간에서 저점을 보이는 U자곡선의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직자 자체의 선택 효과와 이직에 따른 효과를 구분하기 위하여
이직 전후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여 추정한 결과, 비
자발적 이직은 음의 값을 나타나는데, 특히 남성에서 부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에서 전통적으로 남성에게 기대되는 사회
적 역할이 이러한 추정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직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추정에서
도 비자발적 이직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효
과를 보이고 있으며, 연봉 변화와 가구소득 변화를 추가로 통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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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부정적 효과는 다소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봉과 가구자산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양
의 값을 가지며 가구소득은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본 연구를 통해 이직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에서 이
의 자발성 여부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봉의 변화를 추가시
켜도 비자발적 이직의 부정적 효과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볼 때,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이직의 발생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 등 경
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사회안전망의 강화와 함께 비자발적 이직에
따른 심리적 충격을 완화해 주는 심리 카운슬링 등의 지원 역시 이
직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키는 데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4. 은퇴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은퇴는 경제적으로 비교적 풍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궁핍의 시기를 뜻하는가? 이렇게 중요한 노동시장 이행
의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안녕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개인의 안녕을 이해하고 은퇴소득제도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인구 고령화 추세로 인해 은퇴
후 안녕 유지와 근로자의 은퇴 준비 관련 우려 등 현안에 대한 공공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현실적 인식을 출발점으로 하
는 제4장은 직장생활에서 은퇴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안녕의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호주 패널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은퇴에
따른 주관적 안녕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용상
태에서 은퇴시기로 접어들면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
가를 자기보고식 조사기법을 이용한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다.
은퇴 후 최소 수준의 안녕 보장은 모든 은퇴 후 소득제도가 공통
으로 추구하는 주요한 목표로, 최근 각국 정부는 개인저축 확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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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 차원의 은퇴 준비를 권장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논의는 개인과 가족이 노동시장을 이탈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며, 생애주기 중 노동-은퇴 단계를 거
치면서 다양한 잠재적 요인으로 안녕의 원만한 유지에 실패하는 경
향을 가진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실패요인으로는 장기
적 계획부족에 기인한 근시안적 행동, 은퇴 시기 안녕 유지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체계적 오해, 생애주기 후반기에 필요한 니즈(의료 및
돌봄 니즈 등)에 대한 그릇된 정보 등이 포함되며, 미래의 지출 니즈
의 보장을 위해 각 가정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불완전한 시장 등과 같은 제도적 제약도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주관적 안녕 측도를 기초로 은퇴로의 이행
에서 안녕의 성공적 유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은퇴 전 시기부터
은퇴 후 시기까지 안녕 유지 능력을 토대로 하여 은퇴저축의 적정성
을 함께 분석하고 주관적 안녕에 대한 개인적 보고를 통해 고용에서
은퇴로 넘어가는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에서 안녕의 성공적 유지 여
부를 평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은퇴 시기 복지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는 한편
주관적 안녕 측도와의 교차점을 간략히 살펴본 후 분석데이터의 핵
심적 특징을 기술통계와 함께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계량경제학 방
법으로서 고정효과(FE)와 도구변수(IV) 모형과 실증분석 결과를 제
시한 후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분석의 주요결과를 보면, 계획된 은퇴는 고용에서 은퇴로 이행하
는 생애주기 단계를 거치며 자신의 안녕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것
으로 나타나는데, 실제로 자발적 은퇴자들에서는 은퇴 후 주관적 안
녕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도구변수를 사용한 고정효과모형의 추정 결
과는 사회보장제도의 변화로 은퇴시기를 미룬 여성들이 고용에서 은
퇴로 이행할 때 주관적 안녕이 상당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상치 못한 준비되지 않은 조기 은퇴에서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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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안녕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며, 성별로 보면 여성 은퇴자에서
는 부분적 쾌락적응의 증거가 나타난 반면 남성 은퇴자에서는 습관
화의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
개인과 가정의 안녕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관적 안녕
측도를 기반으로 하는 본 연구는 전통적인 지출 행동 연구와 대조적
인 결과를 보여주는데, 은퇴가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요한 이질
성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자발적 은퇴와 비자발적 은퇴 사이에서 특
히 두드러진다. 비자발적 은퇴자는 주로 큰 충격(중대한 건강 문제
등)을 경험한 것을 계기로 예상치 못하게 빨리 노동시장을 이탈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정책적 대응으로는 모든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정책보다 계획에 따른 은퇴가 불가능한 개인
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이 전반적인 안녕 증진에 보다 효과적
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5. 은퇴 고령층의 주거이동과 생활만족도
제5장은 은퇴 후 주거이동이 50대 이상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3차(2000년)∼18차(2015년)
자료와 패널 순위 프로빗 모형(Panel Ordered Probit Model)을 이용
하여 분석하고 있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고령층의 은퇴 후 주거이동(이사)은
주거환경에 대한 생활만족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개
선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둘째, 주거이동 시 입주형태 변화와 관련해
서는, 전․월세 등 차가의 형태로 거주하였다가 자가를 획득한 경우
주거환경 및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
가 소유 후 이의 상실은 주거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만 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셋째, 거주지역 이동과 관
련하여 보면, 서울에서 서울 이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주거환경 및
전반적 생활만족도가 모두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고령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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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령기 자녀의 교육(학군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주된 일자리 은퇴 후 복잡한 서울에서 벗어나 생활함으
로써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준 지
역을 서울을 포함한 7대 광역시로 확장하더라도, 광역시에 거주하다
가 광역시 이외 지역으로 이사할 때, 은퇴 고령층의 주거생활만족도
는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역시 대도시를 벗어날
때, 주차 공간 등의 주택시설, 소음․대기오염 등의 환경공해, 자연
경관․녹지 등의 자연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층의 주거형
태나 주거환경이 은퇴 후 적응 및 삶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고령층의 주거 복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6. 상대소득과 상대적 의식 및 행복
제6장의 연구는 일본과 미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용
하여 상대적 소득(이하 ‘상대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타인의
생활수준에 대한 비교의식(이하 ‘상대의식’)과 연관 지어 분석하고
있다.
실질소득이 상당 수준 증가하더라도 행복도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이스털린 역설’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논의되었는데, 기존 연
구들은 자신의 소득과 비교집단 내 타인의 소득 간 비교(사회적 비
교)와 본인의 과거소득과의 비교(적응)를 통해 이 역설에 대해 설명
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한 국가 내에서 전체 소득이 비례적으로 증가
함에 따라 평균적 행복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자신의 높아
진 소득에 적응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소득과 행복 간 관계가 개인적 차원과 총체적 차원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연구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특정
시점에 한 국가 내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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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더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 반면, 총체적 차원에서 볼 때, 국가소득의 한계효용은
시간이 흐르면서 0에 가까워지는 한편 사회적 비교라는 메커니즘 때
문으로 고소득에 기인한 지위상의 혜택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행
복에 기여하지 못하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상대성이 작용한다는 것으
로 파악하고 있다.
행복과 소득수준 간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들은 ‘누구를
비교대상으로 삼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준거집
단의 정의를 변경시키면서 가설적 상황의 선택을 분석하는데, 자신
을 이웃과 비교한 응답자들 사이에서 상대적 효용의 강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가족, 친구, 동료와 비교하여 준거소득이 높을 때 부
정적 효과가 관측됨을 보이며, 준거집단의 특징이 행복과 소득 비교
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의 단일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 비교와 열
망을 모두 실험한 결과, 절대소득은 행복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며, 양
국 모두에서 상대적 소득이 낮을 때 행복도가 더 낮으며, 더 나아가
스스로 정한 복지 수준 달성에 필요한 자신의 소득수준을 개인적 열
망의 대리변수로 활용한 결과, 열망이 높을수록 더 불행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상대의식과 준거집단의 선택 측면에
서 타인의 생활수준에 대한 의식이 미국과 일본 양국에서 행복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편 상대의식의 정도가 상대적 행복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데, 일본에서는 상대의식이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반면 미국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일
본에서는 타인의 생활수준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
지 않지만 타인의 소득을 의식하는 일본인의 행복도가 낮은 반면, 이
와 대조적으로, 미국에서는 타인의 생활수준에 대해 의식하는 사람
들의 비율이 일본보다 더 높지만 타인을 매우 의식하는 사람들의 행
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ⅹⅳ

일과 행복(Ⅲ)

상대의식이 상대소득과 관련하여 행복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국과
일본에서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는데, 미국에서는 상대의식이 상대소
득 상태와 연관되어 행복에 영향을 미친 반면 일본에서는 행복에 미
치는 영향이 상대소득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난다. 상대의식이 높
은 일본인들이 상대소득의 격차를 더 크게 느끼지만 상대의식과 상
대소득 간 상호작용은,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기 때문이며, 미국에서는 자신의 지위를 더 높게 만들어 주는
저소득 준거집단을 선택하기 때문으로 나타나 미국인들이 내생적으
로 자신보다 소득이 낮은 계층을 준거집단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의식이 높은 미국인의 저소득 준거집단의
선택은 자기고양의 동기가 상대의식이 높은 미국인들을 훨씬 더 행
복하게 만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대의식과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소득은 낮은 행복도로
이어지지만, 고소득 준거집단의 주변에 있을 때 더 불행하게 느끼면
서도 자신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환경을 더 선호하
는, 즉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주환경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람들의 선호가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행복이 ‘효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7. 경쟁 실험에서의 행복과 생산성
행복경제학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행복과 생산성의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서, 제7장은
실험방법을 이용하여 노동자의 행복/효용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행복/효용을 단순히 외부적 심리적
요인으로 설정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제 노동시장 안에서 상황에
따라 변하는 행복/효용을 상정하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에 초점을
둔다.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은 동기부여의 장점 이외의 많은 단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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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할 수 있는데, 경쟁에서 졌을 때의 상실감 혹은 우울감, 나아가
서는 동기 상실감 등을 들 수 있다.
경쟁 상황이 승자와 패자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행복의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방법으로 분석한다. 행복을 외
부적인 충격 요소로 활용하여 행복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
으로 분석하였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경쟁 상황을 구성하여 승자와
패자의 행복을 측정한다.
본 실험에서 실험대상(대학생)은 단순한 계산을 하는 직무를 경험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상황에 따라 상이한 임금을 지급받는다. 첫째
단계에서는 단순히 개인의 성과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받지만, 둘째
단계에서는 임의적으로 맺어진 파트너와 경쟁하여 승자독식의 임금
을 받는다. 즉 경쟁구도에서 이기면 높은 임금을 받지만 지면 아무것
도 받지 못하는 구조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개인의 성과에 따른 임
금을 받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 실험은 끝난다. 행복도는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안녕을 통하여 측정한다.
각 단계에 들어가기 직전 각 실험대상은 Warr et al.(2014)가 제안
한 16개 단어에 대한 현재 상태를 5점 척도로 응답하는데, 이로부터
기쁨의 활성화 정도에 따른 안녕에 대한 점수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직업 혹은 직무 만족도를 측정하는 점수로 널리 사용하는 다중 정서
지표(IWP Multi-Affect Indicator)를 측정한다.
실험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기존 연구와 같이, 실험대상의
행복이 커질 때 생산성 역시 상승한다. 특히 경쟁에서 이겼을 때 행
복이 커지는 반면 졌을 때 행복이 줄어드는데, 이러한 행복의 변화가
마지막 단계의 생산성에 미치는 정(+)의 효과를 설명해 준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도입했던 외부적 충격에 비해 한국의 실험대상의 행
복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고 통계적 유의성도 낮
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실험대상에서 이들의 감정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거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실험을 수행한 대상과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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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에 따른 상이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적 적용이 가능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할 필요
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무엇이 행복한 지역을 구성하는가? : 지역특성과 행복의
관계 탐색
제8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 18차 조사(2015년)의 ‘삶의 인식 부가
조사’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광역시도별 행복도를 살펴본 후 국내
행복경제학 분야에서 실증분석이 부족하였던 개인의 주관적 행복도
와 지역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행복경제학의 국
내 선행연구들은 주로 개인 및 가구 특성을 중심으로 삶의 질 또는
행복도의 결정요인의 실증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특성의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많지 않다. 일부 연구가 제한된 지역특성
변인의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실제 개인이 일상을 영위하는 공간보다
다소 광범위한 광역시도 지역수준의 특성에 국한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내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개인 수준의 주관적
행복도와 지역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시군구 수준의 다양한 지역특성
변인을 이용하여 탐색한다.
먼저 한국노동패널조사 18차조사(2015년)의 ‘삶의 인식 부가조사’
중 0～10점으로 측정한 행복도(“모든 것을 고려할 때, 얼마나 행복하
십니까?”)를 17개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은 6.16점이며, 광
주와 전남은 각각 6.80점과 6.77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서
울과 세종이 각각 6.51점과 6.35점으로 뒤를 잇고, 울산, 대구, 전북,
부산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인천은 5.27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
을 보이고, 대전, 충북, 충남 역시 5.73∼5.81점으로 대체로 충청지역
에서 낮은 수준을 보인다. 각 지역별 행복도의 전국 평균과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세종, 전북, 경북, 제주는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지만, 광주, 전남, 서울, 울산, 대구, 부산은 전국 평균보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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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게 높은 반면 인천, 충남, 충북, 대전, 경남, 강원, 경기는 유의하
게 낮다.
광역시도 지역 수준에서 확인되는 지역 간 평균 행복도의 차이는
구성효과(compositional effects)와 맥락효과(contextual effects)로 구
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전자는 해당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간 차이를 설명
하는 반면 후자는 지역특성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생활하는 개인의 행복도의 차이를
구성효과와 맥락효과로 구분하는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인구사회 및
경제적 특성으로 유형화되는 개인 및 가구의 구성효과를 동일하게
통제하였을 때, 지역 간 행복도의 차이의 변화와 유의미한 맥락효과
를 보이는 지역특성을 분석한다. 회귀분석 결과 개인 및 가구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앞서 확인한 지역 간 행복도 차이가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되지만, 이들 통제변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지역 간 행복도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개인 수준의 행복도와 지역특성의 관계의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노
동패널조사 제18차조사 자료와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KOSIS, 한
국감정원 자료를 매칭하여 다양한 시군구 수준의 지역특성 자료를
구축한 후, 다중공선성 문제를 고려하여 사회적 신뢰도, 지역인구,
지역경제, 지역주택, 지역어메니티 범주를 대표하는 지역특성 변인
들을 주요 관심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신뢰도, 고용
률, 도소매, 운수, 숙박, 음식점업 종사자 비율, 인구밀도, 지가변동률,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도로포
장률, 면적 대비 폐수배출업소 등 지역특성 변인이 개인의 행복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민의 행복 증진에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지역사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지역주민의 행복에 중
요한 요인이며, 이의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의 복지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정책들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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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물리적 인프라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긍정적이라는 사실에 기
반하여, 물리적 인프라 개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적 신뢰
가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지역 인프라 관련 변인들보다 더욱
크다는 결과를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적 신뢰의 강화에 초점을
두는 지역개발정책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노동시장의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지역주
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개인이 속한 지역노동시장의
고용여건 개선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소득 증진과 소비의 확대를 통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뿐 아니라 지역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성과
행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 차원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경제적 의미와 함께 지역주민의
행복증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셋째, 지역주민의 건강측면뿐만 아니라 행복도 증진측면에서도 지
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
요가 있겠다. 지역 차원의 부정적 어메니티 특성 중 면적 대비 폐수
배출업소 변인이 개인의 행복도에 부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나는데, 이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협적일 뿐 아니라 행복도에 직접적 영향이 있음을 고려하여, 지역
사회의 행복 증진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경오
염 저감 정책의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9. 부탄의 국민총행복
제9장은 물질적 번영과 가치와 지식 등 비물질적 진전의 균형을
동시에 고려하는 총체적 개발철학인 부탄 개발의 지침으로서의 국민
총행복을 소개한다. 제1절의 국민총행복의 개념에서는 먼저 국민행
복을 위한 국가의 존재 이유를 천명한 1729년의 율령을 이어 ‘국민총
행복이 국민총생산보다 중요하다’는 부탄의 제4대 국왕 왕축의 주창
을 시작으로 ‘가치 있는 개발(development with values)’이 부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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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침으로 공식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에는 국민의 화
합, 행복과 안녕을 고양할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부탄 헌법의 서문과
국민총행복의 추구를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의 진전을 위한 노력을
정부정책의 원칙으로 삼은 2008년 입헌군주제로 이행한 부탄의 헌법
제9조와 제20조 등을 통해 국민총행복을 위한 국가 및 정부의 존재
의 규정, 그 이후 국민총행복의 추구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 국민총
행복 국제콘퍼런스, 전지구적 목표를 위한 국민총행복을 주제로 한
원탁회의의 개략적 소개가 포함된다.
그리고 제4대 국왕과 제5대 국왕으로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국내외
회의를 통하여 다듬어진 총체성, 균형성, 집단성, 지속가능성, 공평성
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총행복의 개념을 설명하고 국왕들의 연설과
부탄 수상들의 주요 연설 및 공식문서에서의 언급을 중심으로 국민
총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살펴본 후 국민총행복의 4대 기둥(four
pillars of gross national happiness)-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사회경제
발전, 환경 보전, 문화의 보전과 창달, 선치-과 33개 국민총행복 지표
를 포함하는 9대 영역(9 domains or dimensions of gross national
happiness)을 소개한다. 9대 영역에는 삶의 질, 건강, 교육 등 공공정
책의 전통적인 차원에 속하는 영역, 생태계 다양성과 복원력과 선치
와 같은 새로운 영역, 심리적 안녕, 문화 다양성과 탄력성, 공동체 활
력, 시간 활용과 같은 부탄에서 독특한 혁신적 영역이 포함된다.
부탄 헌법에 명시한 국민총행복의 증진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조
치가 시행되었는데, 이에는 개발지침으로서의 국민총행복 지수(GNH
Index)의 개발, 국민총행복의 추구를 부탄의 개발전략으로 주류화하
는 국민총행복위원회(GNH Commission)의 설치, 국민총행복의 진전
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국민총행복 조사(GNH Survey), 그리고 모든
정책이 국민총행복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는 국민총행복
정책심사도구(GNH Policy Screening Tool)가 포함된다.
국민총행복을 압축적으로 표헌하는 국민총행복지수를 다루는 제2
절에서는 먼저 2005년 선치주도(good governance initiative)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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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치플러스(Good Governance Plus)로부터 본격적으로 공식화되기
시작하여 4대 기둥과 9대 영역과 이에 속하는 33개 변수를 기반으로
부탄 개발의 틀걸이 설정, 개발 지침의 지표 제공, 목표와 국민총행
복정책심사도구와 부합하는 자원의 배분, 국민의 행복과 안녕의 측
정, 기간 경과에 따른 국민총행복의 진전의 측정, 지역 간 국민총행
복의 진전의 비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총행복지수가 개발되어
온 과정을 논의한다.
다음으로는 국민총행복지수의 확정을 위한 부탄연구원을 중심으
로 한 노력을 개략적으로 소개한 후, 국민총행복지수를 산출하는 방
식을 소개한다. 산출방식은 먼저 영역별 및 변수별 가중치를 정하고
(9대 영역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각 영역별로 포함된 2～4개
변수(총 33개)별 각각의 영역 내 가중치 부여), 자족도의 임계치와
행복그래이디언트를 적용하여 행복집단(happy people)과 아직 행복
하지 않은 집단(not-yet-happy people)을 구분한 후, 행복집단의 비
중과 아직 행복하지 않은 집단의 자족도를 가지고 국민행복도지수를
정의한다.
제3절에서는 국민총행복의 개념과 최우선 철학을 정책과 프로그
램의 계획수립 및 실행을 통한 실재적 현실로 추구하기 위하여 국민
총행복지수를 측정하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국민총행복조사
를 개략적으로 소개한다. 특히 2015년의 국민총행복조사의 목적은
첫째, 제12차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 둘째, 지역과 다
양한 집단별 국민총행복의 시간에 걸친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비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2010년 국민총행복지수의 갱신, 셋째, 국민총
행복과 국민총행복지수 관련 연구에 기본정보 제공(조사결과 보고서
및 주제별 분석 보고서 등 출판)에 있다.
먼저 2005년 이후 조사 준비과정과 2007년, 2010년, 2015년 조사과
정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한 후 2015년의 국민총행복지수의 결과를
33개 변수별 자족도와 다양한 집단별 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한
편 2010년과 2015년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총행복의 변화(국민총행복

요 약 ⅹⅹⅰ

지수는 0.749에서 0.756으로 상승)를 영역별로 살펴본다.
국민총행복과 정부 정책의 연계를 살펴보는 제4절에서는 먼저 헌
법 제10조 제10항에 따라 부탄의 수상이 의회에 매년 제출하는 연차
보고서(The State of the Nation)(2009～2016년)에 나타난 국민총행
복과 이의 정부정책과의 연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후 부탄의 개발
정책을 담은 5개년계획(제10차～제12차)에서 국민총행복의 진전을
향한 국민총행복과 정책의 연계를 위한 부탄 정부의 노력을 살펴본
다. ‘분권화 앙양을 통한 정의롭고 조화로우며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
현(Just, Harmonious and Sustainable Society through Enhanced
Decentralization)’을 핵심목표로 설정한 제12차 5개년계획의 가이드
라인(현재 전체 계획 수립 중)을 중심으로 궁극적 목표를 국민총행
복의 극대화로 하는 5개년계획의 전략적 틀걸이와 국민총행복 통합
틀걸이, 5개년계획의 목표, 16개 국가핵심결과영역과 핵심성과지표
등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총행복을 정책으로 구현하는 데 있
어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국민총행복위원회와 국민총행복정책심사도
구를 개략적으로 소개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부탄의 국민총행복과 이를 정책으로 실재화하기
위한 부탄의 노력과 분권화 및 민주주의의 강화에 따라 출현하는 다
양한 주체들의 경쟁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를 국민총행복 철학에 따
라 조화롭게 해결하는 핵심요소-공동의 문화적 가치의 공유-를 확
인하는 한편 국민총행복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은
국제화 및 산업화 과정에서 부탄이 직면하는 도전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간략히 언급한다.

10. ‘일과 행복’ 연구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장은 3개년에 걸친 일과 행복 협동연구과제를 결산하는 역
할을 한다. 먼저 본 협동연구과제의 제3차년도 연구의 진행 중 국민
행복을 국정철학으로 삼고 행복을 전면적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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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러나고, 새로이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국정철학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 100대 국정과제를 통하여 국
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
고 있다.
다음으로는 협동연구과제 연구계획서(2014년)에서 제시한 연구의
배경과 연구의 목적 및 3개년에 걸친 연구 주제를 간략히 소개한다.
본 협동연구과제는 UN의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나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표(Better Life Index 또는 How’s Life)’
에서 보듯, 한국인의 행복도가 상당히 낮은 한편 지난 40년간 해외에
서 행복경제학이 하나의 분야로 상당한 발전을 지속하는 반면 국내
에서는 행복에 관한 연구가 일천한 현실의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국내외 행복 관련 연구의 검토, 일과 행복의 결정요인 및 행복의 성
과에 대한 기존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국내의 행복경제학 연구자
의 저변 확대, 다양한 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한 모듈의 개발 및 조사
자료의 확보, ‘일과 행복에 관한 국제콘퍼런스’(가칭) 개최를 통한 국
내외 연구자 간 교류 활성화, 이러한 행복 관련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시사점의 모색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각 연구연도에서 다룬 연구주제를 협동연구보고서의 목차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3개년에 걸친 연구의 성과를 살펴보
는 한편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조사(2015년)의 삶의 인식 부가조
사에서 행복경제학 연구에 필요한 핵심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시도
한 다양한 행복도의 측정과 2017년 개최한 일과 행복 국제콘퍼런스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ppiness)의 기조발제 및 발표논문에
서 다룬 주제를 간략히 소개한다.
이들 주제를 정리하면, 크게 특정 사건이나 상태의 행복에 미치는
효과, 특정 집단의 행복 결정요인, 행복의 성과 및 특수 주제로 나눌
수 있다. 행복의 결정요인에서 다룬 주제는 혼인 등 개인의 인구경제

요 약 ⅹⅹⅲ

학적 특성, 소득과 자산 및 부채 등 가구경제, 주거이동, 공동체 구축,
지역 특성, 경제활동상태와 직종, 직업안정성, 동료효과, 이직, 은퇴,
고등학교 유형, 상대성(상대임금, 상대적 인식), 사회경제적 지위, 성
인지적 관점, 근로문화와 일과 삶의 균형, 근로시간 및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이 있다. 특정 집단별 행복의 결정요인에서 명시적으로 다룬
집단은 청년 세대와 고령자 또는 은퇴자, 가구주 및 맞벌이 부부, 임
금근로자, 직종별 근로자, 대학 종사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자활센
터 사업 참여자, 사회적경제 종사자 등이다. 행복의 성과를 다룬 주
제는 출산율과 삶의 질과 행복과 생산성 2편으로 그리 많지는 않았
다. 그 외 특별한 주제로는 삶의 만족도 및 다양한 측도와 행복도와
의 관계, 부탄의 국민총행복, 행복경제학 40년과 미래 등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행복 연구의 방향, 행복 연구를 위한 자료 구축
방안, 모든 국민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복경제학적 관점에서
의 국가정책의 방향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며 3개년에 걸친 연구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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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복경제학의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1)

제1절 서 론

지난 40년 동안 경제학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중 본 논문에서
필자가 다루고자 하는 주목할 만한 변화는 “주관적 변수” 전반에 관한 경
제학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주관적 안녕을 측정하는 방법
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것이다.
주관적 건강에 대한 측정 기준은 별다른 반대 의견 없이 오랫동안 경
제학에서 사용되어 왔으나, 직업, 생활, 소득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경우
심리학과 사회학에서는 주류로 자리를 잡은 데 반해 1970년대 경제학에
서는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주관적 안녕의 측정에 대한 경
제학자들이 가졌던 전반적인 반감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진행된 몇몇
연구들이 있었으며, 그러한 연구는 관련 분야에서 지금까지 널리 인용되
는 자료가 되었다(Easterlin, 1974; Freeman, 1978; Hamermesh, 1977). 그
러나 그러한 연구들은 7, 80년대 당시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지적 수집품’
정도로 여겨졌고 경제학자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사실, 1970

1) 본 논문은 많은 공동 저자들이 함께한 필자의 연구를 기초로 한 것이며, 공동 저자
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Ed Diener 씨는 주관적 안녕 논문들을 인용하는 데 필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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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후반부터 약 15년간 경제학에서는 안녕과 관련된 연구 자체가 거의
소멸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행복경제학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였으며2) 매우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예를 들어, 이코노믹 저널(Economic Journal)
에 지금까지 게재된 최다 인용 논문 20편 가운데 필자가 쓴 4편은 논문
제목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3)(또한 공공경제
학 저널(Journal of Public Economics)의 경우도, 최다 인용 논문 4편 중
2편에서 주관적 안녕이라는 주제를 다룬다).4)
행복과 관련된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 그 목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일차적이고 단순한
목적으로는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실증분석에서 좌변변수(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 이때 경제학
자들은 고용 상태와 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특히 주목했다. 둘째
로는 역할을 바꾸어 주관적 안녕을 방정식의 우변에 놓고 행복한 사람들
이 하는 행동을 추정했다. 결과는 소득과 생산성에서부터 노동 시장 행위,
결혼, 자녀, 이환율과 사망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났다
(패널 자료 분석을 통해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가 그가 사직할 확률에
대한 예측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Freeman의 1978년도 논문은 이
분야 연구의 선구자 역할을 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행복과 관련된 데이터는 경제학적으로 풀기 어려운 여러
의문점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질문
들이다.
․ 자영업자가 피고용자보다 더 행복하다면, 우리 대부분이 고용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Blanchflower & Oswald, 1998)
․ 업종별, 직업별로 임금 수준이 각기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Clark,

2) 다른 학문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Diener 등(2016)에 따르면 2015년
에 주관적 안녕(SWB)에 대해 14,000편이 넘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3) Clark & Oswald(1994), Easterlin(2001), Oswald(1997), Ferrer-i-Carbonell & Frijters
(2004).
4) Blanchflower & Oswald(2004), Clark & Oswald(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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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Pischke, 2010).
․ 한 사회에 불평등이 얼마만큼 존재해야 하는가?(Clark & D’Ambrosio,
2015).
․ 인플레이션은 실업에 비해 얼마나 해로운가?(Di Tella 등, 2001).
․ 녹지, 오염, 항공기 소음과 같은 공공재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져야
하는가?(Krekel 등, 2016; Luechinger, 2009; Van Praag & Baarsma,
2005).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지난 20년간 주관적 안녕과 관련하여 생산적으
로 수행되어 온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게 하면서 앞서 언급
한 세 가지 주제를 다룰 것이다. 그에 더해 향후 20년 동안 이 연구 분야
에서 달성되었으면 하는 필자의 희망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져 있다. 제2절에서는 안녕의
결정요인, 제3절에서는 결과에 대해 다룬다. 제4절은 안녕회귀모형의 추
정계수를 노동시장과 그 밖의 분야에 적용해 보며, 제5절에서 안녕 관련
연구의 추후 발전 방향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언급하고, 제6절에서 결론
을 맺는다.

제2절 주관적 안녕의 상관 요인

주관적 안녕에 대해 가장 기본적으로 던지게 되는 질문은 “관찰 가능
한 여러 요인들에 대해 주관적 안녕은 각각 어떠한 분포를 나타내는가?”
일 것이다. 그러한 요인에는 개인 차원의 요인도 있을 것이고 좀 더 포괄
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다.5) 먼저 위의 질문을 고려한 다음, 사회적 비교
및 적응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질문을 다룰 것이다.

5) 개인 차원의 요인(그리고 일부 종합적 요인)에 대한 논문 자료는 현재 너무 방대해
서 필자는 본 논문에서 몇 개의 자료만 언급한다. 더 구체적인 평가를 보려면
Dolan 등(2008) 및 Layard 등(2012)이 진행한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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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차원의 요인
주관적 안녕의 다양한 척도에 대한 개인 차원의 상관 요인들은 경제학
에서도 가장 먼저 연구를 시작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소득과 상대적 소
득의 역할(Hamermesh, 1977), 노동조합(Borjas, 1979), 인종 및 성별(Bartel,
1981) 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현재까지 주목할 만
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개인이 지닌 여러 가지 특성과 종사하고 있는 일자
리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개인 차원의 요인 중에서도 가장 폭넓게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는 아마
소득과 관련된 분야일 것이다. 횡단면 자료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개인은
주관적 안녕 수준도 높다고 보고하며, 이는 현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
는 견해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일일이 조사하기에 너무나 방대하지만,
대표적으로 Kahneman & Deaton(2010)이 GHWBI(Gallup-Healthways
Well-Being Index)의 조사자료를 활용해 캔트릴 사다리(Cantril Ladder)6)
지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Luttmer의 경우 전국가족가구조
사(NSFH)의 자료와 결과를 활용해 삶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했고, Layard
등(2010)은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및 독일 사회경제패널
조사(SOEP)의 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했다. 국가 차원의 요인을 분
석한 연구도 있는데, Deaton(2008)은 갤럽세계여론조사(Gallup World
Poll)의 자료를 근거로 부유한 국가가 캔트릴 사다리 측정에서 높은 점수
를 받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실증분석은 소득을
대수 형태로 보여 주며, 따라서 소득이 1달러씩 증가할 때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효과가 소득이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에 더 크다는 점과도 부
합한다.
개인 차원의 요인 중 소득 다음으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아 온 요인은
실업이다. 이 경우에도 증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알려 주는

6)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어떤 사다리에 바닥부터 꼭
대기까지 0에서 10의 숫자가 쓰인 발판이 있다고 상상해 보라. 사다리의 꼭대기가
최상의 삶을, 바닥은 최하의 삶을 나타낸다면 현재 당신은 몇 번째 발판에 서 있다
고 느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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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횡단면 자료(실업상태인 사람과 취업상태인 사람을 비교)와 패널 자
료(한 사람의 고용 상태가 취업에서 실업으로 바뀌는 과정 추적) 모두
에서 실업이 낮은 수준의 안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
과는 심리학에서 일찍이 주요한 부분으로 다뤄졌으며(Jahoda, 1982), 경
제학 연구에서도 반복해서 논의되었다(Clark & Oswald, 1994; Grün 등,
2010; Winkelmann & Winkelmann, 1998 : 또한 Layard 등, 2012도 참조).
다른 논문들도 흥미를 끄는 요인들에 대해 서술적으로 접근한 바 있으
나 나이, 성별, 인종, 출생 국가와 같이 정책적 개입이 불가능한 요인들이
었다. 하지만 그러한 요인들을 바꿀 수 없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서 성별과 인종에 따른 급여 패턴은
학계에서도 크게 관심을 기울여 왔다.
나이와 관련해서는 주관적 안녕과 나이 간에 U자형 관계가 있다는 연
구 결과가 거의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다(두 가지 연구를 Blanchflower &
Oswald(2008), Cheng 등(2016)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결과가 널리 퍼
져 있기는 하지만, 안녕이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사회적 요인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었으나 그러한 견해는 유인
원에서도 동일한 U자형 관계가 나타났다는 연구(Weiss 등, 2012)에 의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주관적 안녕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여성은 인지적 평
가 측정에서는 대개 남성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지만 스트레스 수
치 역시 높은 편이다(Nolen-Hoeksema & Rusting, 1999). Kahneman &
Deaton(2010)이 GHWBI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긍정적 정
서를 더 많이 경험하며 캔트릴 사다리로 측정한 만족도도 더 높지만 부정
적 정서와 스트레스 수치를 측정했을 때 남성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준다
(해당 논문의 표 1 참조). 삶에 대한 여성의 만족도가 더 높은 이유에 대
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Clark(1997)는 노동시장을 분석하여 관찰 가능
한 요인(나이나 학력 등)이 수행하는 잠재적 역할, (삶의 만족도가 높은
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선발, 영국의 가구패널조사인 BHPS 자료에서
나타난 직업 가치관의 차이 등을 고려했으나 여성이 일자리에 대한 만족
도가 더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Clark(1997)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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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치”가 여성의 만족도가 높은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최종적으로 언급
한다. 만일 성과가 기대치와 관련이 있다면, 노동시장에 대한 여성의 기
대치가 남성에 비해 낮으므로 일반적으로 어떤 직무 성과든 여성이 남성
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또한 젊은 여성, 학위를
가진 여성, 전문직 어머니, 남성 지배적인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이라는
네 그룹을 평가했을 때 성별에 따른 일자리 만족도의 차이는 없었다는 결
과도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네 그룹 모두 노동시장에 대
한 기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Sousa-Poza & Sousa-Poza
(2003)의 연구에 따르면, BHPS 자료에서 성별 간 일자리 만족도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
과도 부합한다. Stevenson & Wolfers(2009)의 연구 역시 다수의 국가에
서 여성이 느끼는 행복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국가별 안녕의 순위는 학문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대중 언
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는 주제이다. Helliwell & Wang(2012)은 갤럽세
계여론조사(Gallup World Poll) 자료를 분석해 다양한 종류의 국가별 순
위를 발표한다. 캔트릴 사다리와 삶에 대한 만족도 측정 결과는 일반적으
로 OECD 국가(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일본과 한국이 눈에 띄게 뒤처지기는 하지만), 경제
수준이 낮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하위권에 머무르는 편이다. 이러한 국가
별 순위는 주관적 안녕의 측정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행복에 대
한 척도를 적용할 경우 아시아 국가들이 높은 결과를 보이는 반면, 긍정
적 정서에 대한 조사에서는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순위가 높은 편이다.
인종과 관련해서는 미국 내 흑인과 백인 사이의 안녕 격차가 널리 알려
져 있으며 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tevenson & Wolfers,
2008). GHWBI 자료를 분석한 Deaton & Stone(2016)의 연구에서도 인종
에 따른 격차를 보여주는데, 캔트릴 사다리에서 흑인은 백인 및 여타 인
종에 비해 낮은 단계에 위치한다.7)
7) 그 연구 결과에서는 프레이밍 효과(구조화 효과, framing effect)도 두드러지게 나
타났다. 응답자들 중 미국의 현 상태에 대해 만족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먼저 받은
사람은, 이어지는 질문에서 개인의 안녕에 대해 물었을 때 낮은 수치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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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소득이나 고용 상태 등 개인 차원의 요인들은 앞서 언급한 것
처럼 개인 내부에서 변하기도 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전부 살
펴보는 대신, 본 세부 절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끈 세 가지 요인
인 건강, 가정생활, 학력을 다룬다.
먼저, 건강은 분석이 가장 어려운 요인이다. 예를 들어, 건강과 삶에 대
한 만족도가 상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건강
상태의 측정은 대개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8) 따라서
건강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 시점에 작성된 주관적인 보고로서 기분
에 의해(또는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드러나지 않은 요인
에 의해) 응답의 정확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한 문제를 방
지하기 위해, 그간 연구원들은 좀 더 객관적인 건강의 척도, 예를 들어 개
인이 몇 차례 건강 문제를 겪었는지(시력, 청력, 흉부, 심장 등), 장애, 지
난 한 해 동안 병원 방문 횟수, 지난 한 해 동안 입원일수 등을 조사해 왔
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과 주관적 안녕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혼인 여부는 안녕과 체계적인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기혼자는 독신,
이혼자, 별거 중이거나 배우자를 사별한 사람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물론 결혼은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며,
기혼자가 독신에 비해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는 결혼 생활이 행복을 가
져온다고 해석될 수도 있고, 애초에 “행복한 부류의 사람”이 결혼할 가능
성이 더 높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이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유사한 추
리를 해 볼 수 있다. 패널 자료를 사용하면 혼인 여부를 주관적 안녕의 함
수로 계산할 수 있는데, Stutzer & Frey(2006)는 SOEP 자료를 활용해 이
문제에 대해 분석한 결과, 혼인 여부에 따른 안녕의 격차는 독신일 때 행

이러한 처리 효과(treatment effect)는 백인에 비해 흑인이 낮게 나타났으며, 흑인
과 백인 간 안녕 격차를 없애는 역할을 한다(Deaton & Stone(2016) 연구의 그림
1 참조).
8) 예를 들어, BHPS에서 주관적 건강을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12개월 동안
자신의 건강이 어떠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동년배들에 비해 자신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어떠했다고 생각합니까?” 그에 대한 답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은
“매우 좋음, 좋음, 보통, 안 좋음, 매우 안 좋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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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감이 높았던 사람들이 결혼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아마도 혼인 여부보다 더 다양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낸 요인은 자녀
와 안녕의 관계일 것이다. Cetre 등(2016)은 갤럽세계여론조사(Gallup World
Poll), 유럽사회조사(ESS : European Social Survey), SOEP 자료를 분석
한 결과, 자녀와 행복의 관계가 국가와 인구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다
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이 상관관계는 소득에 영향을 받아 GDP가 약 2
만 달러일 때 음에서 양의 상관관계로 변하며, 나이에도 영향을 받아 노
년일수록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Stutzer & Frey(2006)가 혼인 여부
관련 연구에서 사용한 접근법에 따라 패널 SOEP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신 전에) 삶에 대해 만족도가 더 높다고 보고한 사람이 자녀를 평생
갖지 않는 경우보다 갖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는 여러 엇갈리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
다. 하지만 노동경제학의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
도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또한 소득은 주관적 안녕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
지는데) 어떻게 엇갈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학력이 개인의 소득만 높이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종류의 직업이나
삶을 누려야 하는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갖는 기대치도 높인다는 것이
다.9) 이런 경우 학력이 행복에 미치는 순효과는 기대치 상승에 비례해 성
과가 상승하는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학력 역시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
며, 더 행복한 사람들이 교육을 더 많이 받기로 결정한다는(언급한다는)
가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실험을 한다면, 개개인에
게 무작위로 학력을 할당하고 그들의 주관적 안녕을 측정하여, 학력이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10) 그러나 다양한 교육 개혁을 통해
일부 집단들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미국
의 제대군인 원호법(GI Bill)의 제정이나 여러 국가에서 의무 학업 종료
연령을 높이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Oreopoulos & Salvanes(2011)의 연

9) 일본의 자료를 분석한 Clark 등(2015b)은 학력이 높은 행복 수준과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높은
점수로 응답한 응답자들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아냈다.
10) 혼인 여부, 자녀, 소득 등의 요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실험을 해 보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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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따르면, 학업 종료 연령을 높인 것은 소득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그
러한 변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안녕 수준 역시 높아졌다.11)

2. 종합적 요인
주관적 안녕은 개인 차원의 요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종합
적인 요인과도 체계적인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아마 그중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조사가 진행된 요인은 1인당 국내총생산일 것이다. Easterlin
(1974)은 안녕과 1인당 소득 간의 관계가 약하다고 결론을 냈으며(소수의
국가들만 분석한 결과였음), 그 결과는 최근 자료에서 더 공고하게 증명
된 바 있다. Layard 등(2012)의 표 3.1에 따르면, 갤럽세계여론조사(Gallup
World Poll)의 캔트릴 사다리 측정 결과에서 1인당 국내 총생산으로 설명
가능한 국가별 차이는 65%에 그친다.
앞서 본절 제1항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개인의 실업상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의 안녕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실업률
은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이 역시 낮은 행복감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
다. 이 분야에서 큰 기여를 한 연구는 Di Tella 등(2001)이 진행한 것으로,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조사 결과를 사용한다. Di Tella 등은 국가
차원의 삶의 만족도와 실업률의 관계만 알아본 것이 아니라 국가 인플레
이션율도 살펴보았다. 물론 인플레이션율은 전적으로 종합적인 지표이다.
총실업과 총인플레이션에 대한 추정계수를 비교해 둘 사이의 상호 보완
값(trade-off)을 계산할 수 있다 : 인플레이션을 1%포인트 낮추기 위해 개
인이 (동일한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유지한다면) 어느 정도의 실업률을 감
수하겠는가?12) 한 경제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데 쓰이는 척도 중 하나는

11) Clark & Jung(2016)이 BHPS 자료에 기초해 영국의 사례를 분석했으나, 삶에 대
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0이나 마이너스로 나타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다.
12) 이렇듯 상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주관적 안녕회귀모형을 사용한 것은,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를 흥미롭게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개인의 선호
도를 행동(즉, 드러난 선호도)과 가설적 선택 실험을 통해 추론했던 기존의 연구
를 보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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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오쿤이 고안한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합한 수치이다. 그러나 이렇게 동일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가정
은, Di Tella 등이 진행한 연구 결과 데이터에 의해 입증되지 못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 회귀 모형에서 실업률에 대한 추정계수는 인
플레이션율에 대한 추정계수의 두 배가 넘는다. 다시 말해, 국가 차원의 실
업률 1포인트는 인플레이션 1포인트보다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며, 이는 거시경제정책을 입안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최근 Bell 등(2014)이 최신의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데이터로 분석한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확증된다.
(지역이나 국가 등의)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소득의 분배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불평등과 행복의 관계라는 주제에 대해 지금
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며, Clark & D’Ambrosio(2015)는 이 연
구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누구든 불평등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단순한 문구에 대
해서도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기회의 지표로서의 불평등, 마땅한
불평등 대 부당한 불평등, 인식된 불평등 대 실제 불평등, 본절 제3항에서
논의될 것이지만 개인이 자신과 다른 사람과 소득을 비교하는 것의 역할
등)이 있다. 따라서 행복과 불평등의 연결 고리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다양한 결과들을 도출했는데, Clark & D’Ambrosio(2015)의 표
13.1에 따르면 분석 대상인 30편 정도의 논문 가운데 약 절반 정도가 음
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이 분야에서 아직 연구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의적 의미에서 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를 들면 기후나
녹지, 오염 등의 영향에 대해 조사한 연구들도 있다. 지금까지 여러 편의
세심하게 작성된 논문을 통해 환경 오염이 삶에 대한 만족도를 낮춘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두 가지 예로 Van Praag & Baarsma(2005)는 항
공기 소음에 대해, Luechinger(2009)는 공기 오염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
다. 녹지와 어메니티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안녕 수준을 높여 주는데, 그에 대한 연구로는 Ferreira & Moro(2010),
Ferrer-i-Carbonell & Gowdy(2007), Krekel 등(2016) 및 Lora(2008)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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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hdanz & Maddison(2005)은 기후의 역할, 특히 기온과 강수량의 역
할에 대해 조사했다. 이러한 변수들은 모두 정책적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요
인들이다. 공적 개입은 녹지와 환경오염의 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다. 기후 변화는 현 세기의 주요 난제 중의
하나로 직접적으로 접근하기엔 어려운 문제이지만 Rehdanz & Maddison
(2005)의 연구에서는 기후 변화가 주관적 안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
한 구체적인 추측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와 주관적 안녕의 관계 역시 주목을 받아 온 연구 분야이다. 그중
에서도 특히 정부 규모(Bjørnskov 등, 2007; Flavin 등, 2014), 정부의 질
(Helliwell & Huang, 2008), 직접민주주의(Frey & Stutzer, 2000), 정부의
복지정책(Pacek & Radcliff, 2008), 조세의 누진성에 따른 정부의 입장
(Oishi 등, 2012)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노동조합주의와 같은 일
부 제도들이 거시적 차원(Flavin 등, 2010)과 개인적(노동조합원) 차원
(Bryson 등, 2004)에서 주관적 안녕과 어떤 상호관계를 지니는지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한 직접적 결과인 상황 변수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범죄, 신뢰, 부패, 이타주의와 같은 요인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 다수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를 통해 측정되는데
다음과 같은 문항들이 있다 : 신뢰도(“일반적으로,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
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조심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가?”), 이타주의(“이 달에 자선 단체에 돈을 기부한 적이
있는가?”), 사회적 지지(“당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
을 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가?”). Helliwell 등(2016)은 신뢰도와
안녕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는데, 신뢰도가 최저에서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면 0에서 10까지의 점수로 이루어진 삶의 만족도가 1포
인트 상승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자선
활동으로 측정하는 관대성이라는 요인도 안녕과 상호 관계가 있다. 관대
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지내는 것도 물론 행복한 일이지만, 흥미롭게도 일
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타주의는 주는 일을 하는 사람 본인의 안녕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Aknin 등, 2013 및 Dunn 등, 2008 참조).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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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자료로서, 구성원 모두가 누군가 기댈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사
회의 경우, 구성원들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회에 비해
삶의 만족도 점수가 2포인트 높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
왔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행위가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
다. 예를 들어 범죄가 그러하다. 영국의 BHP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
경찰 관할 구역의 분기별 범죄율은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지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Dustmann & Fasani, 2016).13) 여기서 고려해야 할 중
요한 점은, 범죄의 영향이 실제 범죄의 희생자가 됨으로써가 아니라 미래
에 범죄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의 형태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
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Moore & Shepherd, 2007 참조).14)
최근 다양한 종류의 종합적인 요인들을 동시에 분석하고자 하는 실증
분석이 시도되었는데, Layard 등(2012)의 표 3.1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의 삶의 만족도와 종합적인 차원의 사회적
지지, 자유, 부패, 건강 수명, 학력, 소득에 대한 척도 간의 관계를 분석했
으며, 별거 중인 사람, 이혼자, 배우자를 사별한 사람의 비율까지 고려했
다. 갤럽세계여론조사(Gallup World Poll) 데이터 및 캔트릴 사다리와 긍
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안녕 측정치로 활용했다. 캔트릴 사다리 분석
결과, 안녕은 소득, 건강, 사회적 지지와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지닌 것
으로 나타났으며(모두 비슷한 정도), 자유나 부패와는 약하지만 의미 있
는 관계를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회귀모형에서 혼인 여부나 학력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부정적 정서를 분석한 결과, 사회
적 지지와 자유와 부패가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인
당 국내총생산은 여기서 별다른 중요성을 띠지 않았다(개인별 갤럽 데이
13) Powdthavee(2005)도 참조할 수 있다.
14) 물론 다른 삶의 영역에 대해서도 비슷한 추리를 해 볼 수 있다. 앞서 실업 상태와
주관적 안녕 사이의 상관관계를 강조했으나, 미래에 실직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
려움(흔히 고용 불안의 형태로 측정) 역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저소득이 안녕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불안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함께 생각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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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활용해 소득과 캔트릴 사다리의 관계가 소득과 정서 간 관계보다 더
강하다는 결과를 제시한 Kahneman & Deaton(2010)도 참조하라).
앞서 두 세부 절을 통해 개인 차원과 종합적인 차원의 요인들이 모두
주관적 안녕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개
인 차원의 안녕을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고안하
여(개인 차원의 정책 또는 좀 더 종합적인 차원의 정책) 더 높은 안녕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안녕 정책을 수립하기 위
해 이러한 연구 결과를 어느 정도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앞서 살펴본 상관관계에 대한 정보를 사회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
용하게 사용하기 원하지만 두 가지 현상이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한 가
지는 적응이다. 어떤 개인적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이 단기적으로는 사람
들에게 환영을 받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제품이나 상태에 익숙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안녕 효과도 때로는 일시적
일 수 있다. 둘째로, 어떤 행위가 특정한 개인의 안녕을 증진시킬지 모르
지만 다른 이들의 안녕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사례는 범죄로서, 아래에서 이 현상이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것이다. 나의 어떤 행위가 나의 안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의 안녕에 부정적인 효과를 끼침으로써 그 효과는 상쇄되어
버릴 수 있다. 따라서 자신과 관련된 개인적인 요인과 자신의 안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안녕을 위한 정책 수립에는 도움
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
람들이 하는 일이 개인의 안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Clark, 2016c 참조).

3. 사회적 비교
본절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각각 개인 차원의 요인과 종합적인 요인들
을 살펴보았다. 어떤 요인들은 개인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성격을 둘 다 띠
고 있으며, 종합적 수치(지역별 실업률, 국가별 1인당 국내총생산)가 개인
별 수치의 합계인 경우가 있다. 이 두 종류(차원)의 요인은 어떻게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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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많이 분석되어 온 요인은 소득이다. 부
국이 빈국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개인의 소득
이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국가적) 소득 수준에 따라 어떻게 조정되는가?
다시 말해, 실질 연소득이 4만 달러인 사람이 1인당 국내총생산이 매우
낮은 지역에서 만족하는 것만큼 한국에서도 만족할 것인가?
상대적 소득 또는 소득 비교라는 개념은 Clark 등(2008a)에서 심도 있
게 다루어졌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주관적 안녕(W)이 개인의 소득(Y)
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만, 일부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의 소득(Y*)
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15)
W = f(Y, Y*)

(1-1)

방정식 (1-1)에서 사람들은 본인의 소득이 높아지면 더 행복해지지만,
다른 사람의 소득이 높아지면 행복감이 떨어진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부
러움(시기심) 또는 그 밖의 유사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이 언급되
는 사실이다. 본절 제1항에서는 개인 소득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개인의
소득이 다른 사람의 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에는 이러한 유형의 안녕 함수를 기초로 다양한 접근법을 취한 논
문들이 많이 존재한다. 관찰된 여러 행위 가운데, 과시적 소비(개인이 다
른 사람들에 비해 특정 상품을 더 소유하여 높은 지위를 얻는 행위)에 대
한 학술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과시적 소비는 본질적으로 비교에 바탕
을 두고 있다. 과시적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자신과 비교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실증 논문으
로는 Bloch 등(2004)과 Brown 등(2011)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개인의 안녕 척도가 Y* 척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Clark & Oswald
15) 여기서 준거집단을 누가 구성하는지 알 필요는 없다. 해당 논문에서는 몇 가지 다
양한 정의를 사용했는데, 예를 들면, 나 자신과 동일한 요인을 공유하는 사람들
(나이, 성별, 학력 등); 같은 가구 내의 구성원;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심지어 과
거의 나 자신도 있었다. “과거의 나 자신”의 경우 현재의 내 소득과의 비교 대상
은 과거에 내가 벌었던 소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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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는 BHPS 자료를 분석하여 영국 고용인들의 일자리 만족도가 개인
의 소득에 비례해 높아지는 반면, 동류집단(동일한 직업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소득과는 반비례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Clark(1996a)는 비교 대상을 동류집단이 아닌 배우자의 소득으로 설정하
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했다. Luttmer(2005)는 한 개인의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과의 소득 비교를 측정하기 위해 미국의 데이터를 주의 깊게 분석
하였으며, Ferrer-i-Carbonell(2005)은 독일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소득 비교는 또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 ‘특정한 수준의
안녕에 도달하기 위해 당신은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
는 질문(라이덴 소득의 후생함수 “Welfare Function of Income” : Van de
Stadt 등, 1985 참조); 실험적 데이터(Zizzo & Oswald, 2001); 가설적 결
과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질문(Alpizar 등, 2005; Solnick & Hemenway,
2005); 사회적 비교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의 두뇌 활동을 보여주는 신경
학적 증거(Fließbach 등, 2007).
본 분석 작업을 통해 얻은 결론은 안녕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소득에
따라 상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의 한 가지 설명이기도 하다(Easterlin, 1974). Y*가 한 국가의 1
인당 국내총생산이라고 할 때, 어떤 시점에서든 부유한 사람들은 소득이
적은 사람에 비해 더 행복할 것이다(방정식 (1-1)에서 Y*를 정수로 놓고
계산할 때, 개인의 안녕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 높아진다). 하지만 전체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Y와 Y*가 둘 다 증가하며 그 영향은 서로를 상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1인당 국내총생산이 증가한다고 해서 개인의 행
복 지수가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Easterlin(2016)은 최근에 이 점에 대
해 분석했다.
소득 비교가 이 분야의 연구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방정
식 (1-1)에서 Y 변수는 사실 삶의 다양한 영역에 존재하는 성과에 적용
될 수 있다. 경제학에서 실업과 개인의 안녕의 관계는 주기적으로 두드러
지게 논의된 바 있으며, 실업에 대한 사회적 비교라는 문제는 Clark(2003)
가 BHPS 데이터를 사용해 분석한 적이 있다. 실업이 안녕에 미치는 영향
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나 가정에서는 실업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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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도 함께 실업
을 겪고 있을 때는 실업이 개인의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놀라운 결과는 실업률이 낮은 지역에서 자살과 준자살 행위 발생률이 가
장 높았다는 연구 결과(Platt 등, 1992 참조)와도 부합한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도 비교의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Blanchflower 등(2009)에 따르면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조
사 결과에서 응답자 본인이 비만이라고 보고하는 경우가 자신의 신체질
량지수(BMI)에 비례하는 반면, 준거집단(국가*연령대*성세포로 정의)의
BMI와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의 횡단면 자료를 분석
한 Carrieri & De Paola(2012)는 안녕과 신장(키)의 관계에서 비슷한 결
과를 내놓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본인의 신장이 동류집단(지역*연령*
성 수준)의 평균에 비해 큰 사람은 안녕 수준이 더 높다고 보고했다.
Clark & Etilé(2011) 역시 BMI를 분석했으나 비교 대상을 배우자로 했다.
SOEP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특정 포
인트를 넘어선 이후에는 자신의 BMI와 안녕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이 관계의 높고 낮음은 배우자의 BMI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
히, 응답자 본인의 비만도가 안녕에 미치는 영향은 응답자의 배우자가 과
체중이거나 비만일 때는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이와 비슷한 종류의 사회적 배경 요인이 안녕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예를 들면 학력(Nikolaev, 2016)과 종교
(Clark & Lelkes, 2009) 등이 있다. 전반적으로 주관적 안녕을 좌우하는
사회적 비교의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4. 적 응
이제는 적응에 대해 살펴보겠다. 본절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술한 상관
관계는 동일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정책 수립이라는 목적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영향이 시간이 흘렀을 때 사라질 것인지의 여부를 알
아야 한다. 최근 이 분야에서 Clark(2016b)가 연구를 진행했다.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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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방정식 (1-1)에서와 같이 적응이란 개념이 비교의 한 가지 종류에 불
과하다는 것이다. 다만, 준거집단이 타인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이라는 점
에 차이가 있다.
소득 비교 연구에서는 현재 나의 소득을 과거에 내가 벌었던 소득과
비교해 평가한다. 따라서 과거에 수입이 좋았던 사람이라면 현재의 안녕
수준은 떨어질 것이다. Clark(1999)는 BHPS 패널 자료를 사용해, 응답자
가 동일한 직업에서 얻은 1년 전 소득을 Y*로 정의했다. 분석 결과는 응
답자 본인의 과거 수입은 현재의 일자리 만족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
다는 것이다. SOEP 패널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Di
Tella 등(2010), Grund & Sliwka(2007), Vendrik(2013)을 참조하라. 과거
의 소득과 현재의 주관적 안녕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현재의 소
득 수준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개인이 자신의 소득 증가에 적응
한다는 개념과 일치한다.
본절 제3항의 사회적 비교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소득에의 적응이라
는 과정을 “비(非)행복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접근법도 다수가 있다. 라
이덴 소득의 후생함수(Leyden Welfare Function of Income) 관련 연구에
서는 과거에 소득이 더 높았던 사람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현재 더 높은
수준의 소득을 요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관찰된 행동에 대한 정보
를 활용해 소득에 대한 적응을 보여주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가설적 소득 옵션을 주고 응답자가 드러내는 선호도를 알아보는 실
험을 수행하거나(Frank & Hutchens, 1993; Loewenstein & Sicherman,
1991), 노동 공급에 대한 조사 데이터를 분석(Hotz 등, 1988)함으로써 그
렇게 했다.
개인이 소득에 적응한다면, 높은 소득에 대한 안녕 효과는 [그림 1-1]
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일시적일 것이다.
[그림 1-1]을 보면 2년째 말 소득의 영구적인 증가가 있었을 때 안녕
수준도 동시에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효과는 지속되지 않으며,
점진적으로 안녕 수준은 소득이 증가하기 전의 수준으로 돌아간다. 앞서
본절 제3항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적응 현상이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발견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분석은 노동시장, 혼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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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소득 충격에 대한 행복도 적응

자료 : 필자 작성.

자녀, 건강 등의 분야에서 수행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실업에 대한 적응
분석은 패널 자료에서 동일 인물에 대한 실직 전과 후의 정보를 추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주목할 점은 실직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안녕 패
턴이 적응의 증거를 나타내는지의 여부이다(처음에는 안녕이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양상).
[그림 1-2]는 BHPS 자료를 분석한 Clark & Georgellis(2013)의 연구를
근거로, 다섯 종류의 생애 사건(실직, 결혼, 이혼, 자녀 출산, 배우자 사별)
에 대한 적응 결과를 보여준다. 이 결과는 SOEP(Clark 등, 2008b) 분석 결
과와 그 밖의 패널 데이터셋(Clark, 2016b에서 조사함) 결과와도 유사하
다. 눈에 띄는 점은 실업이라는 상태에 대해서는 개인이 적응을 하지 않
는다는 것이다. 반면 결혼, 자녀 출산, 이혼, 배우자 사별에 대해서는 모두
꽤 완전한 수준의 적응을 했다는 증거가 나타난다.
[그림 1-2](그 밖의 패널 데이터셋에 대한 분석 결과도 포함)는 결혼이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임을 보여주지만, 대부분의 분석 대상 국가
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몇 년 정도 교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 동일
한 분석 기법을 교제 시작 시점에 적용했을 때에는, BHPS, SOEP, 오스
트레일리아의 HILDA 데이터 모두에서 부분적 적응을 보이거나 적응 현
상이 나타나지 않았다(Clark 등(2017)의 제5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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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주요 생애사건에 대한 행복도 적응(BHPS)

주 : ×  ∆  □ 표시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 각 시점
별 추정치에 95% 신뢰수준에 따라 신뢰구간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막대선으로
표시. 해당하는 사건을 겪었을 때(시점 0) 이후 동일 상태에 존재할 때 각 시점
에서 전기 대비 행복도의 변화를 의미.
자료 : Clark and Georgegellis(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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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패널 데이터셋을 활용한 안녕 적응 연구에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에 따르면 적응은 보편적 진리가
아니다. [그림 1-2]에서 알려 주듯이, 언급된 생애 사건들 중 실업은 이상
치(outlier)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는 실업만이 아니다. Clark(2016b)에서
인용한 일부 논문에 따르면 장애, 성형수술, 고용 불안에 대해서는 부분
적 적응을 보이거나 적응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반면 이사나 자영업 시
작에 대해서는 완벽한 적응을 보였다). 그에 더해 전반적으로 소득에 대
한 적응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가 존재하지만, SOEP 데이터를 분석한
Clark 등(2016b)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가난에 대해서는 적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전반적으로 소득의 하락에 대해 적응하지 않는다)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패널 자료에서 파악하는 변화의 방향에 따라 안녕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필자는 제5절에서 주
관적 안녕 연구의 첨단에 있는 여러 주제를 다루면서 이 점에 대해 언급
하겠다.

제3절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행복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급속도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안녕의
결과에 대한 연구 역시 빠르게 발전해 왔다. 본 논문은 사실 부분적으로
주관적 안녕 자료에 대한 검증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다. 그러한 자료
사용에 대해 흔히 듣는 반대 의견은 자료가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들이 일부 객관적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점을 보
여줄 수 있다면 여러 개인들이 보고한 주관적 안녕 점수에서도 “실질적”
정보가 분명 어느 정도 존재할 것이다. 주관적 자료를 활용해 미래의 관
찰 가능한 결과를 예측하는 일의 장점은, 경제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주관
적 평가(사람들이 하는 말)보다는 행위(사람들이 하는 일)라는 객관적 척
도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제2절 제1항에서는 소득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지에 관해 다루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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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여기에서는 반대로 행복한 사람들이 수입이 더 많은 편인지 질문해
볼 수 있다. 그간의 연구에 따르면 안녕은 생산성을 높이고(Oswald 등,
2015), 미래의 수입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De Neve 등, 2013) 알
려져 있다. Flèche(2016)에 따르면 교사의 만족도를 통해 수학 과목에서
학생의 가치 부가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는 본인의 성과
를 좌우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과에도 영향을 준다. 안녕 점수가 높은
근로자는 일을 그만둘 확률이 낮으며(이에 대한 초기 연구는 Freeman,
1978임), 은퇴를 할 확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lark 등, 2015c).
안녕 점수가 높은 사람은 건강상의 결과도 더 좋다. 이 분야에 많은 기
여를 한 악명 높은 연구로 “수녀 연구”가 있다. 그 연구에 따르면,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자신의 삶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글을 쓴 수녀의 경
우 1960년이 지난 후에도 생존할 확률이 더 높았다(Danner 등, 2001). 이
와 비슷하지만 더 큰 규모의 데이터 분석으로, Banks 등(2012)은 영국 노
화종단연구(English Longitudinal Survey of Ageing) 자료를 활용해 안
녕의 척도와 6년 후의 생존 확률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 Diener
& Chan(2011)은 행복한 사람들이 더 튼튼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고,
염증과 심혈관계 질환 및 감염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
았다. 또한 말단 소립 단축화의 속도도 느린 것으로 알려졌다(Epel, 2009
참조).
제2절 제1항에서 다뤘던 결혼과 가정생활로 넘어가 보면, 행복 점수는
미래의 결혼 여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SOEP 데
이터를 분석한 결과 삶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미래에 이혼이나 별거를 할
확률(Clark 등, 2008b)을 예측하거나 미래의 자녀 출산(Cetre 등, 2016)을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자신에게 이롭다.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행복이 전염되는 것인지에 대한 어려운 질문은 차치하
고,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주관적 안녕은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
는 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제2절
제2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전에) 높은 행복 점수를 보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의 액수를 기부할지 결정할 때 더욱 관대해진다. 비슷한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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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 Thoits & Hewitt(2001)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할
확률이 더 높으며, 투표를 하고 정치 과정에 참여할 확률이 더 높다(Flavin
& Keane, 2012). 행복한 사람은 대개 더 협조적이며 사교적이다(De
Neve 등, 2013). 이러한 상관관계를 반대로 생각하면, 안녕 점수가 낮은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할 확률이 높다. Layard
등(2014)이 영국 코호트조사(British Cohort Study) 자료를 분석한 연구
에 따르면 5～16세 사이 아동기의 평균 정신건강상태를 통해 16～34세
기간에 성인 범죄를 몇 회 저지를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제4절 안녕 자료의 활용

앞서 두 절에서는 어떤 요인이 행복을 결정하며 행복감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살펴봤다. 이러한 핵심적인 사안에 더해, 주관적 안녕은 다른
근원에서는 얻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경제 규모의 추정치를 제공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선호도라는 것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다. “나는 X를 좋아한다”라거나
“나는 Y를 아주 좋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한적
극대화(constrained maximisation)의 세상에서는 한 단위의 X나 Y를 얻
기 위해 내가 어느 정도를 기꺼이 포기할 것인지 알 필요가 있다. 우리가
효용성(utility)을 숫자로 측정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1시간 더 여가를
즐기는 것이 몇 단위의 효용성 가치를 지닌다고(number of utils)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효용성을 일반적 측정 단위로 사용
하지 않는다.16)
우리는 흔히 선호도를 수량화하기 위해 상호 보완의 개념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새로운 차를 갖기 위해 얼마의 돈을 포기할 것인가?(즉, 그 차
16) Clark 등(2017)은 삶에 대한 만족도를 0에서 10까지의 점수로 평가하는 것이 점
점 익숙해지면서 사람들은 만족도 1포인트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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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림자 가격(shadow price)은 얼마인가?) 또는 일주일에 한 시간을 추
가로 일하기 위해 얼마의 주급이 더 필요할 것인가?(즉, 당신의 그림자
임금(shadow wage)은 얼마인가?)
이러한 상호 보완에 대한 정보는 소득(Y), 근로시간(h) 및 다른 통제
요소의 집합 X의 함수로 추정한 삶의 만족도 방정식을 통해 구할 수 있
다:
삶의 만족도 = β 1Y+β 2h+θ’X+ε

(1-2)

여기서 일주일에 근로시간이 1시간 늘어나는 것은 주급이 β 2/β 1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보완될 것이다(삶의 만족도는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
Clark(1996b)는 BHPS의 첫 웨이브(1991) 데이터로 이러한 계산을 초기
에 시도한 연구였는데, 꽤 적절한 수준의 시간당 8.60파운드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좀 더 최근에는 Lepinteur(2016)가 프랑스와 포르투갈의 정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외재적 변화에 발맞추어 비슷한 종류의 추정을
시도했다.
(1-2)와 같은 방정식을 통해 각각의 변수마다 하나의 추정계수를 산출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에 대한 상호
보완값을 단 하나만 얻게 된다. 만약 그렇게 하는 대신 일부 사람이 왜 다
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지를 예측하려면(즉, 행동 예측) 이 상호 보
완값은 집단별로 달라야 할 것이다. 개개인에 대해 (1-2)를 따로 계산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일은 불가능하겠지만, 개인들을 집단으
로 나누어 볼 수는 있다. 그 작업은 사전에 남자와 여자, 혹은 노년층과
청년층에 대해 따로 회귀분석을 실시하거나 또는 최대 공산 추정법을 통
해 내부적으로 여러 다양한 회귀선(및 그에 따른 다양한 추정계수)을 파
악하는 잠재계층 추정기법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Clark 등, 2005 참
조). 후자의 추정법을 사용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의 한계효용이 더 높은
사람(위의 방정식 (1-2)에서 β 1값이 더 높은 사람)은 노동시장에서 더 늦
게 은퇴하며(Clark & Fawaz, 2016) 보수파에 투표할 가능성이 더 크다
(Clark & Etilé, 2013).
주관적 안녕 방정식에서 추정한 상호 보완값을 좀 더 전통적인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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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얻은 값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추정한 상호 보완값은 일반적인 노동 공
급 추정법으로 구한 값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Akay 등, 2015). 하지만
Benjamin 등(2014)은 삶의 만족도 방정식에서 추정한 상호 보완값은 실
제로 응답자들의 선택에서 관찰된 상호 보완값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주관적 안녕 분석은 앞서 제2절 제2항에서 논의한 종합적 변수들의 값
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Di Tella 등(2001)은 실업
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정계수를 비교했다. 또한 우리는 소득에 대한 추
정계수를 좀 더 종합적인 변수의 추정계수와 비교하여, 예를 들면 소음
공해(Van Praag & Baarsma, 2005에서 다룸) 및 공기 오염의 방해 효과
(nuisance value)를 계산하거나 녹지에 대한 접근성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안녕 방정식의 추정계수는 사람들의 선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노동시장과 관련된 한 가지 초기 난제는 자발적 실업
의 범위(1970년대 1, 2차 오일 쇼크 이후 실업이 급증한 이후의 시기)에
대한 것이었다. 만약 취업 대신 실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면 실업
은 더 높은 안녕이라는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Clark & Oswald
(1994)는 BHPS의 첫 웨이브 데이터로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의 안녕과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의 안녕을 비교한 결과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발견
했으며 이는 실업이 대부분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과 부합하지 않았
다. 같은 맥락에서, Blanchflower & Oswald(1998)는 잘 알려진 연구에서
자영업과 고용의 차이를 분석했다17) : 자영업은 선택에 의한 것인가 아니
면 적당한 직업을 찾을 수 없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시작한 것인가? 직업
과 삶에 대한 만족도 데이터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고용인에 비해 높은
안녕 수준을 보고한다. 이는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게 한다: 직장에 다니
는 것보다 자영업이 더 만족감을 가져다준다면 왜 우리는 모두 자영업을
하지 않는가? Blanchflower & Oswald는 일부 사람들은 자영업을 시작하
고 싶어 하지만 필요한 자본을 구할 수 없다는 가설을 세웠다(정보 비대
칭이 존재하며, 은행은 좋은 사업 계획이라고 해서 전부 자금을 제공하지
17) 이 논문은 Journal of Labor Economics에 게재된 논문 중 가장 빈번히 인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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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는다). 테스트 목적으로 유산 받은 재산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샘플을 분류하고, 전자의 경우 자본의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라
고 가정했다. 연구 결과, 고용인과 자영업자 사이의 만족도 차이는 후자
의 집단에서 더 크고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자의 경우 차이가 0
으로 나타났다. 실업자가 고용을 원하는 것처럼(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
하는 것처럼), 일부 고용인들은 자영업을 하기 원하는 것이다(그러나 그
렇게 하기 위한 자본이 부족한 것이다).
노동시장에서의 배분과 관련하여 고용인에 대해 동일한 종류의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일하는 집단(Luechinger 등,
2008), 파트타임과 풀타임 근무를 하는 집단(Booth & Van Ours, 2008), 임
시직과 정규직(Dauth & Jahn, 2016)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
진법적 단순 비교에서 벗어나 각기 다른 직업과 업종에 대한 선택을 분석
할 수 있다. 노동경제학에서는 이와 관련해 임금 격차에 대한 연구가 상
당히 많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임금 격차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는 견해가 다양하다 : 그러한 격차는 (보상 격차 이론이 설명하는 것처럼)
관찰되지 않은 어떤 직업적 특성에 대한 보상인가, 아니면 일부 직업이나
업종의 일자리들이 다른 일자리에 비해 실제로 더 매력적이라는 증거가
되는가(따라서 임금 격차가 지대(rents)를 반영하게 되는가)? 두 가지 설
명 중 답을 찾으려면 관찰된 임금 격차가 관찰된 일자리 만족도의 격차와
매핑이 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그러한 매핑은 임금 지대(wage
rents)와도 부합될 것이며 상관관계의 부족은 보상 격차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분석을 Clark(2003)가 BHPS 데이터
로 실시했다. 업종 임금과 일자리 만족도의 구조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발
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직업 임금과 일자리 만족도의 구조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토너먼트(tournament) 식의 해
석이 제시되고 있다. 토너먼트란 일자리 사다리를 계속 올라가는 것(직업
을 바꾸기도 하지만 업종을 바꾸지는 않는다)이 관련되며, 토너먼트 우승
에 대한 “상”은 임금 지대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밖에서의 배분에 대해, 특히 여러 다양한 지역의
매력도에 대해 살펴본다. Oswald & Wu(2011)는 미국의 여러 주(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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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삶의 만족도 패턴을 분석했는데 만족도 결과는 객관적 어메니티의
지역적 분포와 밀접한 관련성을 띠고 있었다.
안녕회귀모형 추정계수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연구되어야 할 부
분이 많다. 이 분야에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
상된다.

제5절 주관적 안녕 연구의 첨단 : 현재와 미래

실증과학의 모든 분야가 그러하겠지만, 경제학에서 주관적 안녕에 대
한 실증 연구가 2000년경부터 활발하게 이뤄지기 시작한 이후, 다수의 반
복 연구, 반박 연구, 확증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이제는 일부 연구 결과
(소득의 상대적 효과, 주관적 안녕과 나이 사이의 U자형 관계 등)가 안녕
과 관련된 지식의 보고(寶庫) 안으로 들어갔지만, 주관적 안녕 연구의 첨
단에 있는 주제들도 있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진행 중인 연구들에
더해, 본절에서는 전망이 밝은 몇몇 연구 영역에 대해 특별한 순서 없이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언급하고 싶은 일반적인 사실은, 연구의 데이터셋이 획일적이 되
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안녕을 분석하는 대상 집단(인구)도 획
일적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물론 갤럽세계여론조사(Gallup World Poll)
와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자료에 기초해 국가별 횡단면
자료를 분석한 연구도 있으나 지금까지 패널 자료를 사용한 대규모 연구
들의 경우, 분석 대상이 주로 오스트레일리아(HILDA), 독일(SOEP), 영
국(BHPS) 등 세 국가로 한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는 물론
선택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연구 결과의 상당 부분에서
외적 타당도(external validity)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
야 한다.
둘째로 제2절에서 기술한 유형의 안녕 관련 논문은 거의 대부분 평균
값으로 분석을 수행했다. 우리가 사회의 평균적 안녕에 대해 관심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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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안녕의 분포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녕의 분산(variance)이 낮을수록 이상적인데, 그것은 낮은 안녕 수준의
사람들의 수가 적다는 뜻이기 때문이다(또한 그렇게 되면 사회의 복지 기
능이 주관적 안녕이 높은 사람보다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더 초점을 맞
출 것이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아주 소수의 연구만 수행되었다. 최근 한
연구(Clark 등, 2016a)에서는 안녕의 평균값과 분산은 그 상관 요인이 같
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 국가의 GDP 성장과 평균 만족도 또는
행복은 관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주제에 대해 많은 학술 연구가 있었지
만, GDP 성장은 낮은 안녕 분산과 체계적인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실증 연구 분야를 확장하는 또 다른 방법은 (Binder & Coad, 2011 및
2015에서 한 것처럼) 분위처리효과(quantile effects)를 고려하는 것이다.
회귀모형에서 안녕과 전반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변수가 안녕 분포의
특정 지점에서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으며 그런 경우 정책 수립
에 유용한 정보를 줄 수도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성인의 주관적 안녕을 결정짓는 성인과 관련
된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여기에서 적어도 두 가지 추가 연구를
시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성인의 안녕과 관련이 있지만 좀 더 거리가 먼
상관 요인들(어린 시절이나 가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Layard 등
(2014)이 이를 시도했다). 또 하나는 어린 시절의 안녕 자체에 대해 분석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어린 시절이 행복한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
도 하고, 어린 시절의 안녕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안녕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가족과 어린 시절을 집중 분석하려면 가
족 배경, 어린 시절의 결과, 인생 전반에 걸친 안녕 등을 측정하기 위해
출생 코호트(birth-cohort) 데이터가 필요하다.
설명변수들에 대한 외재적 움직임이 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어떤 핵심
변수들은 구조상 외재적이며(나이, 인종, 성별), 어떤 변수들은(실업) 외
재적 성격을 띤 것처럼 움직이기도 한다. 또한 소득에 대해서는 복권 당
첨(Apouey & Clark, 2015; Gardner & Oswald, 2007)을, 학력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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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학업 종료 연령(Clark & Jung, 2016; Oreopoulos & Salvanes, 2011)
과 같이 어떤 경우에는 외재적 움직임을 생각해 내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혼인 여부나 자녀 등 그 밖의 변수에 대해서는 그러한 움직임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18)
패널 자료는 주관적 안녕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증진시켜 주었다. 특히 눈에 띄는 장점은 개인고정효과(individual fixed
effects)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안녕과 관
련이 있을 수 있는, 관측되지 않는 개별 변수들을 배제(condition out)시
키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자기 보고 스타일에 따라 일부 응답자들은
동일한 잠재 감정을 표현할 때도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낮은 점수로 응답
할지 모른다. 패널 자료는 또한 현재의 안녕과 설명변수들의 과거 값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때문에 제2절 제4항에 기술한
적응에 대한 분석이 가능했던 것이다. 또 다른 활용으로는 과거에 완료된
사건, 예를 들면 과거 실직상태의 낙인 효과(scarring effect)가 현재 안녕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다(Clark 등, 2001; Knabe & Rätzel, 2011).
이러한 종류의 동적 분석은 지금까지 매우 단순한 형태로만 이뤄졌다. 이
제는 시차종속변수(lagged dependent variables)를 사용하거나 설명변수
에 대해 각기 다른 시간 프로필을 적용해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분석을 할
수도 있다(예를 들어, Clark 등(2015a)은 각기 다른 빈곤 주기를 순서대로
언급한다).
패널 자료를 사용하면 긍정적/부정적 움직임에 대해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수 있다. 고정효과모델의 추정은 안녕의 개인
내차(個人內差)와 설명변수의 개인내차를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이뤄진
다. 이러한 추정은 대칭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설명변수가 개인의 평균
값보다 높거나 낮을 때 동일한 관계가 유지된다고 전제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18) 물론 어떤 사건들은 본질적으로 외재적이며, 자연재해(Rehdanz 등, 2015)나 테러
(Metcalfe 등, 2011; Clark & Stancanelli, 2016)와 같은 사건이 안녕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분석은 여러 차례 수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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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득의 경우 개인 차원의 평균값보다 1천 유로가 증가하면 이는 삶의
만족도에서 동일한 절댓값의 변화를 유발하며(여기서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이며 설명변수 x는 소득이다), 개인 차원의 평균값 β보다 1천 유로
가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도 이
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실하지 않으며, 사람은 손실 회피 성향(loss
aversion)이 있어서 소득 하락이 안녕의 움직임에 끼치는 영향은 소득 상
승이 끼치는 영향에 비해 그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발표된 일
부 실증적 연구 가운데 비슷한 맥락에서 SOEP 자료를 사용한 연구는
Boyce 등(2013)이 있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소득뿐 아니라 기수적으로 측정 가능한 설명변수에
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고용 상태와 같은 이진법적 설명변수를 고려
할 때, 고용에서 실직 상태로 진입하는 일은, 반대로 실직에서 벗어나 새
로운 일자리를 시작하는 것과 동일한 절댓값의 만족도 변화를 가져올 것
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설명변수에 시간 프로필을 적용하는
것과 현재의 주관적 안녕의 역할에 대해 연구해야 할 내용이 매우 많다.
다음으로 언급할 두 가지 연구 주제는 주관적 안녕과 관련된 흔치 않
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행복과 두뇌의 활동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두 가지 예로는 Fliessbach 등(2007), Urry
등(2004)이 있다). 신경학적 증거가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안
녕의 근원에 대해 알려 줄 뿐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보고로 인해 안녕 점
수에 반영될 수 있는 편견이나 오류를 방지하기 때문이다. 신경학적 증거
를 활용하면 가장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안녕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유전학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매우 크다. 우리의 주관적 안녕은 유전학

β

적으로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인가? 최근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과 상관
관계가 있는 유전자를 밝혀내기는 했으나(De Neve 등, 2012) 이는 우리
가 태어나기도 전에 행복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니다. 연구가들은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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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유리한 유전자형과 더 유리한 유전자형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유리한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은 낮은 안녕을 경험할 확률이 낮고, 덜 유리한 유
전자형을 가진 사람은 낮은 안녕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에만 그런 것이다. 실증분석을 통해 유전자형과 주관적
안녕의 상관관계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고정효과
가 아니라, 자신에게 발생하는 사건과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간단한 예에서, 부정적인 사건들(실업이나 빈곤)의 발생을 막는 정책을
편다면 덜 유리한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될 것
이며, 유전자와 행복 간에 관찰되는 상호관계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
을 것이다.19)
마지막으로, 사회과학에서 주관적 안녕 분야가 주목을 받으면서 그 안
녕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새로 생겨났다. 어떤 방법이 최상의
안녕 측정법인가?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삶에 대한 만족도, 최근 느낀 긍정적/부정적 감정의 척도(또는 “정서”),
자아실현적 행복의 척도(통제력, 대인 관계, 자아 수용, 삶의 목적) 등은
상당히 유사하며, 특히 그 척도들과 일반적인 설명변수들의 관계에서 유
사성이 드러난다(Clark, 2016a). 하지만 다 똑같지는 않다. 정서(현재 느
끼는 감정)는 삶의 만족도처럼 삶 전반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척도와는
분명 차별화되어야 한다. 후자를 마치 전자를 합쳐 놓은 개념으로 생각할
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이 정서와 삶의
만족도 중 어느 척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운 질문이 생긴
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매일 또는 매 순간을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자신이 기억하는 삶인가? 당신은 현재를 잘 사는 것과, 시간이 흐른 뒤
자신이 잘 살았다고 회상하는 것 중 무엇을 택하겠는가?
이러한 다양한 척도에 대해 아직 우리가 모르는 점이 많다. 예를 들어,
사회적 비교와 적응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삶의 만족도 자료만을 대
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우리가 정서나 자아실현적 행복(eudaimonia)
에 대해 분석을 한다면 동일한 연구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
향후에는 이러한 상호관계를 넘어 제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관적 안
19) 이 흥미로운 분야의 연구를 살펴보려면 Pluess(2015)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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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의 척도들을 활용해 행동을 예측하는 분야가 관심을 끌지 모른다. 하지
만 현재로서는 각기 다른 안녕의 척도를 비교하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
다. Benjamin 등(2012)은 흥미진진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가설적 선택
실험 결과) 개인의 행복이 그 사람의 선택을 예측하게 해주는 유일한 요
인이 아님을 밝혀냈다 : 통제, 목적, 재미, 사회적 지위 등은 각각 독립적
인 영향을 미친다. 행복은 선택을 결정하는 단일 요인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앞서 언급한 비행복적 요인이 추가된다고 해서 방정식
의 예측력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안녕을 측정하는 “최상의” 척도를 모색하는 노력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6절 소 결

주관적 안녕에 대한 연구는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특히 경제학에서 눈
에 띄게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때는 지
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 정도로 여겨졌고 경제학의 일부로 받아들여
지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주요한 분야로 자리잡았다. 이제는 행복에 관한
논문들이 주요 학술지에 실리고, 또 그러한 학술지의 최다 인용 논문 가
운데 포함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쯤 전에, 한 리뷰 논문은 “경제
학자들은 행복에 관한 연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
진 적이 있다(Frey & Stutzer, 2002). 그런데 바로 그 논문이, 이미 미국
경제학회에서 발행하는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에 지금까지 게
재된 최다 인용 논문 10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그 논문이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많이 배웠다”가 될 것이다. 지난 40년의 시간
은 행복에 관한 연구에서 창의성이 꽃을 피운 시기였으며 필자의 견해로
는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를 더 가깝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는 흥미진진한 연구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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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 론

신공공관리(NPM : New Public Management)란 공공부문의 비용억제
(cost-containment), 성과제고(performance improvement) 및 영구적인
책임(eternal accountability)을 강조하는 경영 방식을 의미한다(Noblet
& Rodwell, 2008). 신공공관리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비용억제 및 성

과제고이지만 이에 입각한 구조적, 절차적 및 문화적 변화가 소기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다수의 연구는 신공공
관리론에 입각한 정책이 근로자의 스트레스 수준(Korunka 외, 2003), 불
만족(Mikkelsen, Osgard, & Lovrich, 2000) 및 조직에 대한 헌신(Young,
Worchel, & Woehr, 1998)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러
한 요인은 공공부문 근로자의 직무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성과제고를 위해 도입된 정책적 변화가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의도한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근로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조직에 대한 상당한 비용
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McHugh & Brennan, 1994). 즉 정부가 도입한 정책이 일차적으
로 비용을 억제하더라도 조직의 다른 형태의 부담이 된다면 비용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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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공공부문에
서의 조직효율성은 상당부분 근로자의 열정 및 의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이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파악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공부문의 임시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 증가는 신공공관리론의 원칙
이 공공부문 운영에서 폭넓게 적용되면서 발생한 변화 중의 하나이다.
이에 공공부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장은 직업안정성이 공공부문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다. 공공부문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는 이들이 시민에게 전달하는 공
공서비스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의 직무만족도는 정부의 효율성
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직업안정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공공부문
근로자와 민간부문 근로자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본다. 공
공부문 근로자는 민간부문 근로자와 다르게 타인과 사회를 위해 선의를
행하려는 목적으로 타인에게 봉사하려는 개인적 성향을 의미하는(Perry &
Hondeghem(2008), vii을 인용한 Kim(2012), p.831 재인용) 공공봉사동
기를 가진다고 한다. 공공봉사동기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개인-조직 적합성 또는
부합성(person-organization fit)을 매개로 직무만족도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Kim, 2012). 즉 일정수준의 공공봉사동기를 지닌 개인이
공공부문에 진입하였어도 직무나 다른 일자리 관련 요인이 본인의 기대
와 맞지 않는다면 이러한 적합성(fit) 수준이 직무만족도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공공봉사동기와 개인-조직 적합성이 공공부문 근로자
의 직무만족도나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수 존재한다.
공공분야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공공봉사동기
를 가지고 공공부문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
무를 할 기회가 제한된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공공부문
에서 공공봉사동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정규직 여
부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
구는 한국에서 공공부문의 직업안정성이 요인별 직무만족도 중 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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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또 이러한 결과는 민간부문
근로자에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공공부문 근로자와 민
간부문 근로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관측불가능한 시간불변(timeinvariant)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고정효과모형(individual fixedeffects model)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는 패널자료가 필수
적이므로 본 연구는 동일 근로자의 정규직 여부, 직무만족도 등을 지속적
으로 조사한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본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절은 관련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제3절은 연구방법론을 설명한 다음 주요결과를 제시하며, 제4절은 본 연
구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제2절 이론적 배경

투입-산출 모형을 바탕으로 한 초기의 조직이론(March & Simon, 1958)
과 Barnard(1938)의 조직 균형이론에 따르면 조직이 제공하는 유인
(inducements)과 근로자가 기대하는 기여(contributions) 사이의 균형상
태를 달성하는 것에 조직의 존폐가 달려 있다. 실제로 자발적인 근로자
이직에 관한 다수의 연구는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균형적인 교환은 충
분한 역량이 있는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을 밝혔다(Allen,
Shore, & Griffeth, 2003). 유사하게 현재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기여 수
준은 조직의 유인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직업안정성은 조직이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유인 중 하나인데, 이는 근로자가 미래에 그 직장에서 근
무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이에 상
응하여 조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직무만족도는 직무수행(task performance), 공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업무 외 활동으로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며 조직의 효과
성에 기여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맥락수행(contextual performance) 및
이직과 관계된 중요한 이론적 개념이며 현실적인 고려사항이다(Wil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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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조직이 직업안정성이라는 유인을 제공한다면 근로자의 직무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의 상승은 직무수행
과 맥락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의 유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외에도, 직업안정성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가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수준에도 영향을 미쳐 이를 매개
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은 직장에서
직무수행을 위한 동료직원의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중심-주
변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주요 업무를 하는 핵
심근로자는 조직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체하기가 힘들
다. 따라서 조직은 핵심근로자를 중요시하며 결과적으로 이들은 주변근
로자보다 더 나은 근로조건을 부여받고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Noblet,
Rodwell, & McWilliams(2006)에 따르면 조직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
이, 특히 인적자원이 부족한 경우 동료 및 부하직원 등과 같은 지원수요
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적 지원인력이 줄어든다. 이러한 관련 인력의
시간이 제약되어 있거나 이러한 인력 자체가 없다면 조직에서 근로자에
게 필요한 조언, 반응 및 지원 등을 제공하기가 힘든 것은 당연하다(Noblet,
Rodwell, & McWilliams, 2006). 제한된 자원은 정규직일 확률이 높은
핵심근로자에게 우선 배정될 것이므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보다 이러한 조직적 지원을 받기가 더욱 힘들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자원의 제약 상황하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
분한 사회적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제
약은 업무특성상 개인적으로 업무성과를 제고하기보다는 협업이 상대적
으로 더 중요한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업무특성의 차이로 인하여 직업안정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 근로자는 여러 질적 성향 측면에서 민간부문 근로자와는 다
른 것으로 알려졌다. Perry(1996)에 따르면 공공부문 근로자는 정책수립
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공익과 시민 의무(public interests/civic
duty)에 더 헌신하며, 연민과 자기희생정신(compassion and self-sacri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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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다. 따라서 그들은 공공서비스를 통해 고차원의 욕구(higher-order
needs) 및 이타적 욕구(altruistic impulses)를 충족할 기회를 갖기를 원한
다(Wright, 2007). 이러한 공공부문 근로자의 특징은 공공봉사정신(PSM :
Public Service Motivation)이라는 용어로 쉽게 이해될 수 있는데 이는 타
인과 사회를 위해 선의를 행하려는 목적으로 타인에게 봉사하려는 개인
적 성향을 의미한다(Perry & Hondeghem(2008), vii을 인용한 Kim(2012),
p.831 재인용). 이러한 공공봉사동기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고유한 특징
중의 하나로서 이는 민간부문 근로자에게는 찾을 수 없다(Wittmer, 1991;
Houston, 2000).

Naff & Crum(1999)을 포함한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공공부문 근로자
의 공공봉사동기는 이들의 직무만족도와 양적 관계를 가진다. 공공부문
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공익에 봉사할 수 있는 적절할 결정권이 필요한
업무를 부여받지 못할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공익에 봉사할 기회가
적다면, 이는 이들의 공공봉사동기를 저해하여 이들의 직무만족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 근로자는 금전적 보상의 가치를 다른 가치에 비해서 상
대적으로 덜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Crewson, 1997; Houston, 2000).
따라서 공공부문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요인별 직무만족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근로자는 금전적 가치를 덜 중시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은 임
금수준 등에 대한 만족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공공서비스와 더욱 밀접한 업무의 배정으로 연결되거나
업무가 변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행할 조직 내 사회적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면 직무내용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반면, 정규직 전환은 민간부문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크다.
Sparks & Cooper(1999)에 따르면 이론적 가정을 두 대조집단 간의 비
교를 통해 검증하는 것은 두 대조적인 집단의 문맥에서 직업적 특성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돕고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다. 만약 두 대조집단에서 분석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면 이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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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 간의 주요한 차이 때문에 기인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본 논문
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수립한 가설들을 전체 근로자, 공공부문 근
로자, 민간부분 근로자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제3절 실증분석

1. 자 료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하는 한국노동패널의 개인용 데이
터를 이용한다. 직업안정성과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여부, 직무만족도, 공공부문 종사자 여부, 일자리 지속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노동패널 개인용 데이터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
한다. 노동패널에서 임금근로자에게 조사하는 직무만족도 관련 문항은
“… 주된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 주
된 일과 관련해서 아래의 항목들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로 ‘(1)
임금 또는 소득, (2) 취업의 안정성, (3)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이하 직무내
용), (4) 근로환경, (5) 근로시간, (6) 개인의 발전가능성, (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8) 인사고과의 공정성, (9) 복지후생’ 등 9가지 항목이 포함된
다. 각 변수는 1에서 5의 값을 가지며, 숫자가 작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
을 의미하나, 해석의 편의상 숫자가 커질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
도록 역코딩하였다(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
족). 본 연구에서는 이 변수들을 만족, 불만족의 이항변수로 처리한다. 즉

근로자가 만족(4, 5)을 한다고 답변하였으면 1의 값을 갖고 그렇지 않다
고 답변(1, 2, 3)하였으면 0의 값을 갖는다. 또한 주된 일자리가 정부기관
및 정부 외 공공기관에 속하면 공공부문으로, 기타는 민간부문으로 구분
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은 1998년부터 조사되었으나 본 연구는 2006년부터의 자
료를 이용한다. 이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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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이 2006년 국회에서 통과되고 2007년부터 사업장 규모
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었다. 동 법률의 주요 내용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 것이
다. 따라서 2006년 이전의 정규직 전환여부는 동 법률의 영향을 받지 않
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상황이 2006년을 기준으로 다를 수 있으
며 이러한 상황적 차이가 직무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분석자료
를 2006년 이후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직업안정성은 정규직 여부를
의미한다.

[그림 2-1]은 연도별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을 제시한다. 2006년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7%이며 2008년까지는 동 비율에 큰 변
화가 없다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36%에 이른다.
[그림 2-2]는 직무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율을 제시한다. 비정
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2006∼2008년 간 직무에 만족하는 근로
자의 비율이 증가하다가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2009년 이후 동 비
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규직 여부가 근로자의 직무만족
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3]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였다. 가장 큰 특징은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이 공공부문에 비
하여 확연히 높다는 것이다. 2009년 이후의 비정규직의 증가 추세는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나 2008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일시적으로 감소한다. 이는 2008년에「비정규직보호법」이 100인 이상 사
업장으로 확대 실시된 결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이 2008
년에 일시적으로 감소되었지만 2009년 이후 비정규직이 다시 증가하는
데, 이는 상기 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
로자의 계약을 2년 미만으로 제한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림 2-4]
는 직무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율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
로 구분하였다.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공공부문에서 직무에 만족하는 근
로자의 비중이 확연하게 높고 공공부문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감소한 2008년에 직무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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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KLIPS)」각 연도 원자료.
[그림 2-2] 근로자 직무만족의 변화 추이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KLIPS)」각 연도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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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부문별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중 추이(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비교)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KLIPS)」각 연도 원자료.
[그림 2-4] 근로자 직무만족의 변화 추이(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비교)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KLIPS)」각 연도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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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분석 표본의 기초통계량
전체
근로자

민간부문
근로자

공공부문
근로자

43.36( 11.57)

43.36( 11.63)

43.38( 11.22)

여성 여부

0.38( 0.48)

0.37( 0.48)

0.41( 0.49)

음주 여부

0.71( 0.45)

0.71( 0.45)

0.69( 0.46)

흡연 여부

0.33( 0.47)

0.35( 0.48)

0.24( 0.42)

노조가입 여부

0.12( 0.33)

0.10( 0.30)

0.25( 0.43)

부동산소유 여부

0.19( 0.39)

0.18( 0.38)

0.28( 0.45)

비혼 여부

0.19( 0.39)

0.20( 0.40)

0.13( 0.34)

대졸 여부

0.29( 0.45)

0.25( 0.43)

0.56( 0.50)

직무만족 여부

0.41( 0.49)

0.37( 0.48)

0.66( 0.48)

생활만족 여부

0.49( 0.50)

0.46( 0.50)

0.67( 0.47)

임금 또는 소득

0.21( 0.41)

0.19( 0.39)

0.34( 0.47)

취업의 안정성

0.45( 0.50)

0.40( 0.49)

0.72( 0.45)

직무내용

0.47( 0.50)

0.44( 0.50)

0.67( 0.47)

근로환경

0.40( 0.49)

0.37( 0.48)

0.62( 0.49)

근로시간

0.42( 0.49)

0.38( 0.49)

0.67( 0.47)

개인의 발전가능성

0.32( 0.47)

0.29( 0.45)

0.52( 0.50)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0.42( 0.49)

0.39( 0.49)

0.62( 0.48)

인사고과의 공정성

0.22( 0.42)

0.19( 0.39)

0.40( 0.49)

복지후생

0.22( 0.42)

0.18( 0.39)

0.46( 0.50)

총 근로시간(시간)

46.67( 12.62)

47.38( 12.79)

42.52( 10.61)

정규 근로시간(시간)

44.32( 11.69)

45.07( 11.97)

39.88( 8.62)

226.81(152.88)

217.65(148.59)

280.95(166.07)

35,827

30,619

5,183

설명변수(단위)
나이(세)

요인별 만족도(이항변수)

월평균 세후임금(만 원)
표본수

주 : 1) 각 수치는 평균,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변수명이 여부로 끝나는 경우 이항변수로 각 수치는 전체 표본에서 해당하
는 비중은 0∼1 범위에서 표현함. 예를 들어, 직무만족 여부의 0.41은 전체
근로자 중 직무에 만족하는 근로자는 41%임을 의미함.
3) 표본수는 분석에 사용된 최대 수를 의미하며 각 변수의 실측치에 따라 표본
수에 편차가 있음.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KLIPS)」각 연도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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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분석 전략
가. 분석 표본

이 연구의 분석 표본은 2006∼2015년 동안 2년 이상 동일한 직장에서
연속 근무한 18세 이상 임금근로자이다. 연속근로자로 표본을 한정한 이
유는 이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정규직 여부가 변한다면 일자리의 특성 자
체가 이전과는 매우 다를 수가 있어 직무만족도의 변화가 정규직 여부의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임금 등의 다른 근로조건의 변화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가족의 일을 임금을 받지
않고 돕는 근로자)도 표본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들은 자유롭게 근로형태
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1>은 분석 표본의 기초통계량을 제시한다. 평균연령은 43.36세
이며 여성의 비율은 38%이다. 직무에 만족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41%로
생활에 만족하는 근로자의 비율인 49%보다 낮다. 요인별 직무만족도의
경우 임금 또는 소득에 대해 만족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21%로 가장 낮고
직무내용에 만족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47%로 가장 높다. 총 근로시간은
주당 46.67시간이고 월평균 세후 임금은 226.81만 원이다. 민간부문과 공
공부문 근로자의 기초통계량을 비교하면 나이 및 음주 여부를 제외하고
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여성 비율, 부동산소유 및 대졸 여부는 공공
부문 근로자가 높고, 흡연 및 비혼 여부는 민간부문 근로자가 훨씬 높다.
전반적 및 요인별 직무만족도와 전반적 생활만족도 모두에서 공공부문
근로자가 민간부문 근로자에 비해서 훨씬 만족한다. 반면, 민간부문 근로
자는 근로시간도 더 길고 평균임금도 더 낮다.
나. 분석모형

직업안정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모
형으로 분석될 것이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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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1)에서 yit는 직무만족도를 나타내는 변수이고, Dit는 본 연구의
관심변수(정규직 여부를 나타내는 이항변수), Xit는 Dit 이전에 결정된
공변량 벡터, 그리고 eit는 오차항이다. 이 구조하에서   의 일치성은

       이라는 가정이 만족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위 가정은 본 연구에서는 만족할 가능성이 적다. 예를 들어, 공공봉사
동기와 같이 연구자가 관측할 수 없는 근로자의 특성은 Dit와 명백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공봉사동기가 강해서 업무를 충실
하게 수행하는 공공부문 근로자일수록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따라서 효과 추정치   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의 특성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공공봉사동기나 대인관
계능력 등과 같은 근로자의 특성은 관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식 (2-1)과
같은 통제함수 식의 접근 방법으로는   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봉사동기와 같은 개인적인 특
성은 직무만족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Kim, 2012).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로자의 공공봉
사동기나 다른 기타 관측이 힘든 근로자의 특성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해
서 개인고정효과(individual fixed effects)를 회귀모형에 포함을 해서  
의 일치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개인
고정효과모형이 사용되었다.
                

(2-2)

식 (2-2)에서   는 개인고정효과를 나타낸다. 개인고정효과모형이란 분
석 표본에 사용되는 모든 개인별로 이항변수를 만들어서 회귀식에 포함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인고정효과모형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료상에 여러 번 관측이 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
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형을 추정할 수 있다.
개인고정효과모형을 통해 통제가 되는 요인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
는 근로자의 특성이다. 이러한 시간불변의 특성에는 대인관계에 관한 성
향, 성격, 성별 등이 있다. 따라서 분석 시 성별과 같이 시간불변의 근로
자의 특성에 대한 통제를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인고정효과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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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라 변하는 근로자의 특성이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직무만족도
와 상관관계가 존재하면 식 (2-2)로부터 도출되는   의 일치성은 확보되
지 않는다. 따라서 식 (2-2)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근로자 특성 중 관측가
능한 변수(Xit)를 통제한다. 물론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근로자의 특성 중에
연구자가 관측할 수 없는 특성이 존재하고 그러한 특성이 본 연구의 관심
변수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식 (2-2)에서 도출되는   의 일치성은 확
보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인식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관심계수는 식 (2-2)의   이다.   이 추정하는 효
과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 변하는 직무만족도의
정도가 같은 기간 동안 정규직 여부에 변동이 없는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변화 정도에 비해 얼마나 평균적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           

(2-3)

공공부문 근로자와 민간부문 근로자에 대한 효과를 구분하기 위해서
식 (2-3)에는 공공부문 근로자를 의미하는 새로운 변수 Pi를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변수는 근로자 i가 공공부문 근로자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이항변수이다. 식 (2-3)에는 Pi와 Dit의 교차항도 포함하였다. 식 (2-3)을
토대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직업안정성(Dit)이 직무만족도(yit)에 미치는
효과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통계적으로 다른지 여부이다. 만약  
에 대한 추정치가 양수이고 통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면 직업안정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공공부문에서 근무
를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분석 결과
가. 근로자 특성의 변화여부 검증

개인고정효과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식별가정은 연구자가 관측할 수 없
는 근로자의 시간에 의해 변하는 특성이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체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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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 정규직 전
환 시에 직장을 옮긴 근로자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본 연
구에서 도출한 효과 추정치는 이직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변화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변화를 모두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분석 표본을 직장을 한 번도 옮기지 않은 근로자로 제한하여 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다른 특성이 영향을 받
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이 되었을 때 동시
에 노조에 가입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본 연구의 효과 추정치는 정규직 전환의 효과와 노조가입의 효과를 동
시에 반영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의 효과만을 반영한다고 주장하기 힘
들다.
이에 <표 2-2>에 있는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에서 언급한 쟁점들
을 검토하였다. <표 2-2>에서 도출한 회귀분석 결과 값은 시간에 의해
변할 수 있는 특성이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변화하였는지를 개인고정효
과 모형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이다. 식별가정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계적 검증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총 14개의 관측가능한 개인적 변수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혼인상태만이 정규직 여부의 변화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비록 1개 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
지만 추정된 계수는 실질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표 2-2>에 제시된 결과는 본 연구의 식별가정이 상당히 타당하다는 것
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직업안정성이 혼인 여부에 미친
효과를 추정한 결과 계수는 0.024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 혼인 여부에 변화가 생긴 비율은 2.4%라는
것이다. 추정된 절편이 18.7%이기 때문에 이 2.4%는 실질적으로 작은 추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계수는 0으로 추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식별가정은 만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계수
가 통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에 대한 통제를 식 (2-2)에 포함하여도 추정되는 계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본 연구에서 추정하는 모든 모형에 <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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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변수에 대한 통제를 하였다. 실제로 <표 2-2>에 있는 변수를 통
제했을 때와 통제를 하지 않을 때 도출되는 직업안정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값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 2-2> 정규직 전환이 근로자 특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항
결과변수
공공부문 근무 여부
음주 여부
흡연 여부
노조가입 여부
부동산 소유 여부
비혼 여부
4년제대졸 여부
인문계 전공 여부
보건․의료 전공 여부
자연과학 전공 여부
사회과학 전공 여부
교육 전공 여부
취업연도
개인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설명변수 : 정규직 전환
추정치
상수
표본수
0.002
0.146
35,827
(0.011)
0.006
0.743
35,827
(0.023)
-0.022
0.352
35,827
(0.015)
-0.002
0.129
35,817
(0.014)
0.019
0.187
35,827
(0.016)
0.017**
0.250
35,827
(0.011)
0.003
0.274
35,827
(0.003)
0.002
0.114
35,827
(0.003)
0.001
0.020
35,827
(0.001)
0.001
0.064
35,827
(0.001)
-0.001
0.075
35,827
(0.003)
-0.001
0.025
35,827
(0.001)
-0.002
1,997
35,825
(0.101)
O
O

주 : 회귀분석은 개인고정효과와 연도고정효과를 포함하였고 괄호 안은 159개 직업
종류별로 군집된 강건표준오차임. 취업연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이항변수임.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KLIPS)」각 연도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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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업안정성과 직무만족도 분석 결과

<표 2-3>은 직업안정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주요 결
과를 제시한다. 동 결과는 개인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해서 추정하였고
<표 2-2>에 제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특성변수를 통제한 결과이다. <표
2-3>에는 <표 2-2>에 제시되어 있는 변수의 추정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안정성이 임금근로자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동 영향
이 공공부문 근로자와 민간부문 근로자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모형 1은 식 (2-2)를 바탕으로 한   에 대한 추정치를, 모형
2는 식 (2-3)을 바탕으로 한 추정이다.
<표 2-3>의 패널 A의 모형 1에 제시된 정규직 전환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치는 0.047이다. 이 추정치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
<표 2-3> 정규직 전환이 직무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결과변수
설명변수

패널 A :
직무만족도
모형 1

모형 2

패널 B :
생활만족도
모형 1

모형 2

0.047*
(0.028)

0.026
(0.028)

0.014
(0.030)

0.027
(0.033)

공공부문 근로(P)

-

0.041*
(0.020)

-

0.010
(0.016)

교차항(D X P)

-

0.160**
(0.071)

-

-0.094
(0.088)

정규직 전환(D)

개인고정효과

O

O

연도고정효과

O

O

통제변수

O

O

35,815

35,789

표본수

주 : 회귀분석은 개인고정효과와 연도고정효과 및 <표 2-3>의 통제변수를 포함하
였고 괄호 안은 159개 직업 종류별로 군집된 강건표준오차임.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KLIPS)」각 연도 원자료.

48

일과 행복(Ⅲ)

로 유의미하다.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시 군집 강건 표준오차를
사용하였다. 표준오차는 직업 종류별로 군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변수
는 이항변수이므로 추정치가 의미하는 것은 정규직 전환 시 직업에 만족
한다고 답변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4.7%p 상승하는 것을 의미
한다. 패널 A의 모형 2에 제시된 교차항의 추정치가 의미하는 것은 직업
안정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공공부문 근로자와 민간부문 근로
자 사이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 여부이다. 교차항의 실제 추정치는 0.160
으로 상당히 크고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직업안정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공공부문에서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3>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민간부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직업안
정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추정치는 0.033으로 그 효과
가 매우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2-3>의 패널 B는 직업안정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이다. 생활만족도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분석을 한 이유는 직무
만족도에 미친 효과가 이러한 생활만족도의 변화에 의해 야기되지 않았
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다. <표 2-3> 패널 B의 모형 1과 모형 2의 모든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즉 패널 A의 직무만족도와 관련
해서 도출된 양의 추정치가 생활만족도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
능성은 적다.
<표 2-4>는 정규직 전환이 요인별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치이다. <표 2-4>의 계수값은 모형 (2)의 추정치   으로 각각의 요
인별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모형 (2)의 기타 변수의 추정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표 2-4>의 패널 A는 민간부문 근로자를, 패널 B는 공
공부문 근로자를 각각 분석한 결과이다. <표 2-4>에 제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안정성이 임금 또는 소득과 근로환경에 미친 효
과는 민간부문 근로자에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민간부
문 근로자의 임금 또는 소득 만족도에 대한 추정치는 0.050이고 근로환경
만족도에 대한 추정치는 0.069이다. 반면, 공공부문 근로자의 분석 시 이
두 결과변수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둘째, 직업안정성
은 공공부문 근로자의 직무내용 만족도를 높여주지만 민간부문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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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이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공부문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직
무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치는 0.141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다. 반면, 민간부문 근로자의 동 추정치는 0.028로 매우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셋째, 정규직 전환이 일자리에서의 의사소
통 및 인간관계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에서만 통계
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공공부문 근로
자의 추정치는 0.135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민간부문
근로자의 추정치는 0.04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중
심-주변인 이론과 합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주변 직장동료로부터 업무 수행과 관련한 충분한 수준의 지원과 조
언을 받게 되었다면, 협업이 더 중요한 공공부문에서 근로자의 정규직 전
환 시 관련 부문 만족도는 상당히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공공부
문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복지후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치는
0.139로 10% 수준에서 유의하지만, 민간부문 근로자의 동 추정치는 0.034
로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당연한 결과이지만 정규
직 전환 시 취업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근로자
모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며, 그 추정치는 공공부문 근로
자의 경우 0.125로 민간부문 근로자의 경우 0.069보다 두 배 정도 크게 나
타난다.
<표 2-4>의 요인별 직무만족도 효과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근로자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실제로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영향을 받은
직무 관련 요인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표 2-5>는 실제로
정규직 전환 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월평균임금
이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직무내용의 변화 관련 변
수는 없어 이를 직접 분석할 수는 없었다. 분석 결과 정규직 전환은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표 2-4>에서 공공부문 근로자와 민간부문 근
로자의 요인별 직무만족도의 효과가 상이한 것은 결국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근로자가 직장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것을 반영하는 결과로 예
상된다. 만족도란 주관적인 것이며, 행복 관련 이론에 따르면 중요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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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변화는 동일한 결과를 다르게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표 2-4> 정규직 전환이 요인별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표본
결과변수 : 요인별 만족도

패널 A :
민간부문 근로자

패널 B :
공공부문 근로자

추정치

표본수

추정치

표본수

임금 또는 소득

0.050*
(0.025)

30,613

0.092
(0.062)

5,181

취업의 안정성

0.069**
(0.027)

30,615

0.125**
(0.064)

5,181

직무내용

0.028
(0.023)

30,615

0.141**
(0.075)

5,181

근로환경

0.069**
(0.033)

30,616

0.050
(0.065)

5,181

근로시간

0.044
(0.033)

30,614

0.052
(0.044)

5,181

개인의 발전가능성

0.033
(0.032)

30,615

0.102
(0.075)

5,181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0.041
(0.029)

30,611

0.135**
(0.066)

5,181

인사고과의 공정성

0.025
(0.022)

30,533

0.138
(0.101)

5,177

복지후생

0.034
(0.023)

30,569

0.139*
(0.079)

5,179

개인고정효과

O

O

연도고정효과

O

O

통제변수

O

O

주 : 회귀분석은 개인고정효과와 연도고정효과 및 <표 2-3>의 통제변수를 포함하
였고 괄호 안은 159개 직업 종류별로 군집된 강건표준오차임.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KLIPS)」각 연도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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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정규직 전환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분석 표본
결과변수

패널 A :
민간부문 근로자

패널 B :
공공부문 근로자

추정치

표본수

추정치

표본수

주당 총 근로시간

-0.046
(0.710)

30,619

-1.518
(1.231)

5,182

주당 정규 근로시간

-0.137
(0.604)

30,619

-1.037
(0.685)

5,182

월평균 세후임금(만 원)

2.151
(2.320)

30,602

-1.732
(7.491)

5,172

개인고정효과

O

O

연도고정효과

O

O

통제변수

O

O

주 : 회귀분석은 개인고정효과와 연도고정효과 및 <표 2-3>의 통제변수를 포함하
였고 괄호 안은 직업 종류(민간부문 151개, 공공부문 118개)로 군집된 강건표준
오차임.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KLIPS)」각 연도 원자료.

제4절 소 결

직업안정성은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본 논문에서는 직업안정성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정규직 여부가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 영향이 공공부문 근로자와
민간부문 근로자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장
은 동일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이들의 직무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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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시 전반적 직무만족
도가 상승하며, 이러한 효과는 공공부문 근로자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이
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자원의 제약 상황하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직장 내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을 받기 어렵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제약은 개인적으로 업무성과를 제고하기보다는 협업
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정규직 전환 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일자리 요인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자료상의 한계로 직무내용,
인간관계, 업무환경 등에 변화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관찰가능
한 일자리 요인에는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인별 직무만족도의
분석 결과 공공부문 근로자와 민간부문 근로자의 차이가 나타났다. 공공
부문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시 직무내용과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의
만족도가 상승하나 민간부문 근로자의 경우 임금 및 근로환경에 대한 만
족도가 상승한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부문에서는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과 함께 직무내용이 변하고 이러한 변화된 직무는 이들의 공공봉사동기
를 충족시킬 만한 것이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행정학 이론에서 주장하
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 근로자는 민간부문 근로자에 비해 금전적인 유인
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국에서 공공부문 취업에 대한 선
호는 이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 취직하는 근로자의 성향이 공공봉사동기 이론에
서 설명하는 바와 같은 공익봉사정신 등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은 흥미로
운 사실이다. 이는 분석 표본의 평균연령이 43세로 직업불안정성이 현재
처럼 높지 않은 시대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선택적으로 입사한 근
로자의 특성을 반영했을 여지도 있다. 하지만 개인고정모형을 이용한 분
석으로 이러한 개인성향이 통제되었다고 가정하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근로자 사이에서 정규직 전환 시 나타나는 요인별 직무만족도의 변화의
상이함은 각 부문의 근로자가 일자리에서 중요시하는 요소가 다를 수 있
음을 의미한다. 행복 관련 이론에 따르면 중요한 상태변화는 동일한 상황
을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그때 영향을 크게 받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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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개인이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공공관리가 공공부문에서 널리 도입된 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
자 비중은 상당히 증가하였다. 신공공관리의 특징 중의 하나는 공공부문
에서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며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의 경쟁과 유사한 출구전략(exit mechanism)을 활용하는 것이
다. 신공공관리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이다. 하
지만 본 논문에서 직업안정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증가와 같은 변화가 공공서비스 전달
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였는지는 의문이다. 신공공관리론에서
주장하는 효율성은 비용은 줄고 공공서비스 전달 결과가 향상될 때 발생
하는 것인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직무불만족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결과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사관리 정책
에도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비정규직의 일자리에 대한 불만족은 비정규
직이라는 신분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그들의 신분에 따른 정규직
과의 임금과 기타 복지후생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
근로자의 보상동기(reward motivation)는 민간부문 근로자와는 다르기
때문에(Crewson, 1997),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공부문 근
로자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공공부문 근로자는 임금이나 근로환경보다는 직무내용과 동료 및 상사와
의 협력적인 의사소통이나 인간관계와 같은 유인(inducement)에 더 반응
한다. 이는 이미 공공부문의 임금이나 근로환경 등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
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동기부여를 하
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 수행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들의 임금을 인상
하거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업무를 배정하고 직장 내
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친화적 또는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이러한 부문별 근로자의 동
기부여 유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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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비자발적 이직과 삶의 만족도

제1절 서 론

21세기 들어서 서구 각국에서는 경제성장의 활력이 저하되고 세계 경
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고용이 정체되거나 업종에 따라서는 고용이
감소하기도 하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어지는 불황으
로 많은 근로자가 실직으로 몰리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최근 들어 경제성장의 속도가 떨어진 데
다 해외 수요의 부진이 지속되고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조선, 금융,
해운 등 여러 업종에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
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직장을 떠나게 되었다.
실직을 당한 개인은 경제적인 궁핍이나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서구 각국에 비해서 아직은 사회안전망 수준이 낮
은 우리나라의 경우 실직의 충격이 개인에게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실
직을 당한 실업자가 우울증에 빠지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접하기도 한다.
실직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주로 심리학이나 사회학, 사회
복지학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안상수 외, 2005; 송이은․김진
영, 2012). 경제학 분야에서는 노동경제학을 중심으로 정량적인 고용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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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실직에 따
른 개인의 심리적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은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고 볼 수 없다. 그렇지만 최근 행복경제학의 대두와 더불어 경제학 분야
에서도 경제 행위에 따른 개인의 행복이나 만족도의 변화를 직접적인 분
석의 대상으로 삼는 접근 방식에 대해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심리학이나 사회학, 사회복지학에서는 실직 후의 정신적 혹은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연구하거나 혹은 실직에 따른 구직활동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왔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비자발적 이직과 관련해
서 경제학에서는 대체로 정량적인 측정이 가능한 고용이나 임금의 변화,
혹은 관련 정책의 효과성 분석 등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 왔다.
경제학의 경우 만족도나 행복과 같은 주관적 심리상태 자체를 전통적
인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오지는 않았지만, 최근 행복경제학이 대두되면
서 이러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진전되고 있다. 또한 심리학이나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스트레스나 우울감 등 특정한 심리적, 육체적 상태 또는 구체
적 증상 등이 주로 논의되었지만,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연관해서는 연
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진행
되고 있는 행복경제학의 논의를 바탕으로 실직, 즉 비자발적 이직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비자발적 이직은 본인의 근로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자리에서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근로자에게는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부정적 이
벤트 중 하나일 수 있다. 비자발적 이직은 단지 기존 직장에서의 일할 기
회의 상실과 이에 따른 소득의 상실이라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이로 인
한 개인의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 문제 등을
포함하여 이직자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더군다나
선진 각국에 비해서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실직은 단순한 경제적 의미 이상의 개인의 삶 전반에 걸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실업자의 경제적 어
려움뿐만 아니라 자존감의 저하, 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을 전하는 뉴
스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심지어는 실직으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
을 하는 뉴스도 종종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임금근로자에게는 매우 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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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사건이다.
반면에 자발적 이직의 경우는 그 영향이 좀 더 복잡할 수 있다. 자발적
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이직으로 인하여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삶의 만족도의 긍정적 변화가
몇 달 정도의 단기적 변화에 그칠 수도 있고, 기존 일자리에서 벗어남으
로써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들이 반드시 삶의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방향
으로 작용할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한국노동패널조사」의 임금근로자 자료를 이용하여 비자발
적 이직자, 자발적 이직자, 비이직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
들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남성으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고려
할 때,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삶의 만족도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서 차
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성별 차이에 따른 이직의 영향 또한 분석
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검정할 주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비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비이직자나 자발
적 이직자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에서 음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
다. 둘째는, 사회에서의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을 고려할 때 비자발적 이
직의 음의 영향이 남성에게 더욱 크게 작용할 것이다.
그 밖에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추정 결과를 통해서 나이, 성별 등이 삶
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의 행복경제학에서 제시되어 온 추정 결
과들의 연장선상에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임금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비
자발적 이직의 발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여 제시
함으로써 기존 행복경제학의 연구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정책적으로도
실직자를 위한 종합적 사회복지 정책시행의 참고 자료로서 고려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이직과 삶의 만족도에 관
한 기초통계량을 제시하고, 제3절에서는 추정방법 및 추정에 사용된 데이
터를 제시하며, 제4절에서는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 해석하며, 제5절에서
는 연구를 요약하며 결론을 맺는다.

제3장 비자발적 이직과 삶의 만족도

57

제2절 이직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World Happiness Report(2012)는 행복의 핵심적인 결정요인으로 소
득(income), 일(work), 가치관과 종교(value and religion), 공동체와 거버
넌스(community and governance)를 들고 있다. 이직은 이 가운데 소득
과 일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에서 삶의 만족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이직자와 비이직자의 현황
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후, 이직자 집단을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
직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현황 및 삶의 만족도 수준, 이직 전후의 삶의 만
족도의 변화를 살펴본다.20)
<표 3-1>은 전기에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
고 있다. 표에서 비이직자, 즉 전기의 일자리를 현재기에도 그대로 유지
하고 있는 근로자는 71～85% 정도를 유지하였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대
<표 3-1> 연도별 이직자, 비이직자 현황
(단위 :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
2,788 2,958 2,935 2,954 3,091 3,154 3,250 3,750 3,995 4,162 4,198 4,310 4,373
이직 (70.8) (73.8) (75.4) (74.1) (77.1) (78.1) (78.6) (77.0) (80.1) (81.0) (82.0) (84.8) (82.1)
이직

1,148 1,048 958 1,033 917 882 885 1,120 992 977 919 770 955
(29.2) (26.2) (24.6) (25.9) (22.9) (21.9) (21.4) (23.0) (19.9) (19.0) (18.0) (15.2) (17.9)

전체

3,936 4,006 3,893 3,987 4,008 4,036 4,135 4,870 4,987 5,139 5,117 5,080 5,32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괄호 안은 해당 집단의 비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각 연도 원자료.
20) 이직의 자발성은 “이 일자리는 어떻게 그만두게 되었습니까?”에 대한 응답 ‘(1)
계속 다니고 싶었으나 직장에서 요구해서, 혹은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다’,
‘(2)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었다’를 따른다. 구체적 이직 사유와 이직의 자발성의
관계는 <부표 3-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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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연도별 이직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비이직 3.30 3.30 3.31 3.35 3.37 3.41 3.46 3.45 3.47 3.47 3.47 3.47 3.47 3.42
이직
전체

3.10 3.09 3.16 3.16 3.21 3.23 3.27 3.29 3.31 3.33 3.33 3.31 3.37 3.24
3.24 3.25 3.28 3.30 3.33 3.37 3.42 3.41 3.44 3.45 3.44 3.44 3.45 3.38

주 : 삶의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조사됨. 본 연구에서는「한국노동패널조사」설문조
사에서의 척도의 순서를 역순으로 배열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
도록 수정함.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각 연도 원자료.

체로 비이직자의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다가 2015년에 소폭 감소하고 있다.
이직자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자뿐만 아니라 자발적 이직자도 포함하고
있는데 대체로 전체 근로자의 15～29%대이며 최근으로 올수록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표 3-2>는 전기에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임금근로자들을 비이직과
이직 집단으로 나누어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모든
시기에 걸쳐서 비이직자의 삶의 만족도가 이직자의 삶의 만족도에 비해
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이직자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자들의 상대
적으로 낮은 삶의 만족도가 이직자 집단 전체의 삶의 만족도 수준에 영향
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자들보
다는 삶의 만족도가 높지만 비이직자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비이직자와 이직자 집단 모두 최근으로 올수록 삶의 만족도가 대체
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비이직자의 경우 2009년 이후로 상
승 추세가 보다 완만해지고 있다.
비이직자와 이직자를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집단의 삶의 만족도는 비이
직자의 비율이 71～8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이직자의 삶의 만족
도 수준 및 등락 변화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3-2>와 [그림 3-1]은 이직자와 비이직자의 연도별 평균적 삶의 만
족도 수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각 집단별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수준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이들 집단의 전반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데는 유용하
지만,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이직이라는 사건을 전후한 삶의 만족도 변화
를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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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비이직자와 이직자의 삶의 만족도 추이

주 : 삶의 만족도는 5점 척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각 연도 원자료.
<표 3-3> 이직자의 이직 전후의 삶의 만족도 변화와 비이직자와의 비교
(t-1기 → t기)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이직 -0.041 0.033 0.042 0.007 -0.004 0.016 -0.009 -0.038 -0.032 -0.031 -0.035 0.016 -0.007
비
-0.014 0.026 0.038 0.027 0.056 0.052 0.008 0.027 0.009 -0.010 -0.006 -0.001 0.016
이직
주 : 삶의 만족도는 5점 척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각 연도 원자료.

<표 3-3>과 [그림 3-2]는 이직 전후의 이직자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를
비이직자와의 비교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3-3>에서는 t-1기에는
모두 직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직자의 경우 t기의 설문 시점에서는
t-1기에 재직하던 직장을 유지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이직자의 경우 이직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t-1기의
직장을 t기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표 3-3>에서 이직자의 경우 t기
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했는지 여부는 구분하지 않았으나 실증분석을
할 때 설명변수로 포함되어 통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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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이직자의 이직 전후의 삶의 만족도 변화와 비이직자와의 비교

주 : 삶의 만족도는 5점 척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각 연도 원자료.

비이직자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시점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
다 자주 나타났으며, 전체 시기에서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가 소폭 상승
(0.016)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직자의 경우는 이직 전과 비교해 이직 후 삶의 만족도가 하
락한 시기가 7년으로 상승한 시기보다 2년이 길며, 전체 기간 동안 평균
적으로 소폭 하락(-0.007)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비이직자와 이직자를 비교해 보면 2005년, 2006년, 2015년의 3년
만 이직자의 삶의 만족도 변화가 비이직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다른
모든 시기에서 비이직자 집단의 만족도 변화가 이직자에 비해서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이직자 중에서도 비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실직으로 인한 삶
의 만족도의 하락이 예상되지만, 비이직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
도 변화가 적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이직자 중에서는
자발적 이직자들도 있고 이들의 삶의 만족도 변화가 다른 방향으로 영향
을 줄 수 있다. 앞서 제시된 표와 그림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들이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제시된 결과이므로 실증분석에서는 다
른 변수들을 통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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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연도별 비자발적 이직자와 자발적 이직자 현황
(단위 :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자발적 281 294 272 250 204 199 239 272 227 257 222 209 241
이직자 (24.5) (28.2) (28.5) (24.3) (22.3) (22.6) (27.0) (24.3) (22.9) (26.4) (24.2) (27.2) (25.3)
865 748 682 778 710 681 645 846 765 717 695 559 713
자발적
이직자 (75.5) (71.8) (71.5) (75.7) (77.7) (77.4) (73.0) (75.7) (77.1) (73.6) (75.8) (72.8) (74.7)
1,146 1,042 954 1,028 914 880 884 1,118 992 974 917 768 954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표 3-1>의 이직자 규모와 <표 3-4>의 전체(비자발적 이직과 자발적 이직의
합) 규모의 차이는 이직 유형에 대한 무응답으로 인한 것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각 연도 원자료.

지금까지는 이직자와 비이직자만을 구분하였다. 다음에서는 이직한 임
금근로자 중에서 자발적 이직자와 비자발적 이직자를 구분하여 이들 이
직자의 이직 유형(자발적/비자발적)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를 살펴보고
자 한다. 먼저 <표 3-4>는 이직자 가운데 자발적 이직자와 비자발적 이
직자의 규모 및 구성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표 3-4>에서 이직자 전체 가운데 자발적 이직자가 72～78%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비자발적 이직자와 자발적 이직자의 삶의 만족도
현황은 <표 3-5>와 [그림 3-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기간 전체에 걸쳐
서 이직자 가운데 자발적 이직자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비자발적 이직자
의 만족도 수준에 비해서 뚜렷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자발적 이
직자와 자발적 이직자 두 집단 모두 최근으로 올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은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5> 연도별 비자발적 이직자와 자발적 이직자의 삶의 만족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비자발적
2.98 2.99 3.09 2.97 3.13 3.11 3.17 3.18 3.22 3.26 3.23 3.21 3.24 3.13
이직자
자발적
3.14 3.13 3.19 3.22 3.24 3.26 3.31 3.32 3.34 3.36 3.36 3.35 3.42 3.28
이직자
전체 3.10 3.09 3.16 3.16 3.21 3.23 3.27 3.29 3.31 3.33 3.33 3.31 3.37 3.24
주 : 삶의 만족도는 5점 척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각 연도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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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비자발적 이직자와 자발적 이직자의 연도별 삶의 만족도 추이

주 : 삶의 만족도는 5점 척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각 연도 원자료.

<표 3-5>와 [그림 3-3]이 비자발적 이직자와 자발적 이직자의 연도별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 수준을 제시하였다면, <표 3-6>과 [그림 3-4]에는
이직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전후의 이들 집단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를 제
시하고 있다.
<표 3-6> 연도별 비자발적 이직자와 자발적 이직자의 이직 전후 삶의 만족도 변화
(임금근로자, t-1기 → t기)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비자발
-0.067 -0.031 -0.041 -0.064 -0.151 0.005 -0.108 -0.010 -0.103 -0.109 -0.053 -0.100 -0.069
적이직
자발적
-0.030 0.061 0.069 0.028 0.039 0.020 0.024 -0.047 -0.003 -0.007 -0.030 0.058 0.015
이직
전체 -0.041 0.034 0.042 0.007 -0.004 0.016 -0.009 -0.038 -0.031 -0.033 -0.036 0.016 -0.007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각 연도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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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자발적 이직자와 비자발적 이직자의 이직 전후 삶의 만족도 변화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각 연도 원자료.

[그림 3-4]에 따르면, 이직 전후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는 2011년도를
제외하면 자발적 이직자가 비자발적 이직자보다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의 삶의 만족도 변화가 타의
에 의해서 이직한 경우에 비해서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
는 것이다.
또한 다수의 시점에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이직 전에 비해서 이직 후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데 비하여,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2009년을
제외하면 시점에 관계없이 이직 전에 비해서 이직이라는 사건의 발생 후
삶의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직자와 비이직자
집단 모두 이직 사건 전후 삶의 만족도의 변화에 대하여 추세적인 변화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제2절에서는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과 삶의 만족
도의 관계를 표나 그림을 통해서 제시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다른 변수들
을 통제함으로써 이직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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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추정 방법 및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이직 여부 및 이
직의 자발성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 이직의 영향이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직 관련 변수
와 성별변수의 교차항을 추가하여 분석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행복경제
학에서 제시된 추정 결과들을 본 연구의 추정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자 한다.

   ′      

  ⊥     for ∀   

  

i f  ∞    ≤ 

  

i f       ≤ 

  

i f       ≤  ∞

for     

 ∞          ∞

          ∞    ≤      ′   
               ≤      ′   
     ′     for     

               ≤ ∞         ′   
 는 표준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
  : 개인 i의 삶의 만족도
  : 개인 i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들
 : 개인 i의 이직 관련 변수. 이직여부 더미 혹은 자발적, 비자발적 이직여부 더
미 사용

  : 개인 i의 오차항. 표준정규분포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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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와 변인들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하여 두 가지 추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나는 선형회귀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서열프로빗분석이다.
종속변수에 따라서 추정방법을 선택하였는데 종속변수가 삶의 만족도 수
준인 경우에는 5점 척도로 제시되어 있다. 이 경우 선형회귀분석과 서열
프로빗분석을 모두 사용하였다. 종속변수가 이직 전후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인 경우 종속변수가 차분값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항모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선형회귀분석만을 사용하였다.
선형회귀분석에 비해서 서열프로빗분석은 독자에 따라서는 익숙하
지 못한 추정 모형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만족도에 대한 추정에 있어서는 선형회귀분석모형을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선택지가 다항이면서 서열이 주어진 경우에는 서
열프로빗모형이나 서열로짓모형 또한 이용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Ferrer-i-Carbonell & Frijters, 2004; Blanchflower & Oswald, 2011) 선
형회귀분석과 서열잠재반응모형은 추정 결과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결과
의 강건성의 확인이라는 측면에서 두 추정 모형의 추정 결과를 모두 제시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 사용하
였다.「한국노동패널조사」에는 삶의 만족도와 이직 및 직장과 가구에 대
한 정보가 풍부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매우 적합한 자료이다. 독립변수
가운데 하나인 건강상태에 대한 응답이 2003년 조사부터 포함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현시점에서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조사인
2015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직이라는 연구 주제에 따라서
전기(t-1기)에 임금근로자였던 개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기(t기)에
는 비이직자의 경우 전기의 직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이직자의 경
우는 그렇지 못하다.
<표 3-11>과 <표 3-12>를 제외한 다른 모든 추정에서는 비이직자를
포함시켜서 추정하였으며, <표 3-11>과 <표 3-12>에서는 이직자 집단
만을 대상으로 자발적 이직자 대비 비자발적 이직자의 차이를 살펴보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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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 발생한 시점의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설명변수들, 특
히 중요한 관심 설명변수인 이직 변수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
해 보고자 한다. 또한 남성이 이직했을 때 삶의 만족도에 대한 추가적 영
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직과 성별의 교차항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종속변수로는 이직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설문 시점에서의 삶의 만족도
수준으로 <표 3-8>과 <표 3-9>에서 적용되었다. 또 다른 종속변수로는
이직이 발생한 시점의 삶의 만족도에서 직전 시점의 삶의 만족도를 뺀 삶
의 만족도의 변화분으로 <표 3-10>, <표 3-11>, <표 3-12>의 추정에
적용되었다. 삶의 만족도는「한국노동패널조사」에 제시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5점 척도를 역순으로 바꿔서 삶의 만족도 척도가 1인 경우 매우
불만족, 5인 경우 매우 만족으로 수치가 증가할수록 만족도도 증가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설명변수들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5점 척도의 수치가
커질수록 긍정적 평가가 되도록 변경하였다.
설명변수로는 개인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성별, 나이, 나이의 제곱,
종교, 학력, 유배우자 여부 등을 포함하였으며, 가구특성 변수로서 가구원
수,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 수를 포함하였으며, 가구의 경제적 변수로는
가구의 로그 자산과 가구의 로그 총소득이 포함되었고, 이전 직장과 관련
한 변수로는 전기의 직종 더미, 전기 로그 임금정보가 포함되었다. 또한
개인의 건강상태, 사회생활 만족도 등 삶의 만족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보 또한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우리의 주된 관심변수인 이직과 관련된 변수의 경우, 이직 여부에 관한
더미 변수와 이직의 경우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다 자세히
구분하여 포함하였다. 또한 현재기에서의 취업여부 변수도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 추정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표 3- 7>
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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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기초통계량
평균
삶의 만족도
성별
나이
나이 제곱
종교유무

유배우자

3.3962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0.5926

1

0.5950 0.4909
42.5877 12.0554
1959.04 1112.80
0.4443 0.4969

0
16
256
0

0.7872

0.4093

비고
5점 척도. (1)=매우 불만족,
5
(5)=매우 만족
1 더미변수. 남성의 경우 1
86
7396
1 더미변수. 종교가 있으면 1

0

더미변수. 유배우자 상태인
경우 1.
1 기혼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혹은 별거상태인 경우 유배
우자로 간주
친인척이라도 주거를 함께
하면 가구원에 포함되며, 미
10 혼 자녀 중 함께 살지 않
더라도 경제적 독립을 못
하였으면 가구원에 포함.

가구원 수

3.3224

1.2173

1

고등학생 이하 자녀 수
직종 :고위임직원 및 관
리자
직종 : 전문가
직종: 기술공 및 준전문
가
직종 : 사무종사자
직종 : 서비스종사자
직종 : 판매종사자
직종 : 농림어업숙련종사
자
직종 : 기능원 및 관련기
능종사자
직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직종 : 단순노무종사자
학력 : 중졸
학력 : 고졸
학력 : 전문대졸
학력 : 4년제졸
학력 : 대학원졸 이상

0.7538

0.9200

0

5

0.0136

-

0

1

0.1334

-

0

1

0.0951

-

0

1

0.1989
0.0849
0.0571

-

0
0
0

0.0046

-

0

1 표준직업대분류를 따르며
이직 전기의 직종임. 단순
1
노무종사자가 기준범주. 평
1
균항목에 제시된 수치는 전
1 체 가운데 해당 직종의 비
중

0.1294

-

0

1

0.1384

-

0

1

0.1446
0.1845
0.3449
0.1732
0.2537
0.0437

-

0
0
0
0
0
0

1
1
고졸미만의 학력이 기준범
1
주. 평균항목에 제시된 수
1
치는 전체 학력 가운데 해
1
당 학력자의 비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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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의 계속
로그 가구자산
상용직 여부
근속 기간
현재의 취업유무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비고
3.7824 5.4907 -4.60517 13.16158
0.7564 0.4293
0
1 더미변수. 상용직인 경우 1
75.8247 85.9217
0 600.9333 단위는 개월
0.9080 0.2890
0
1 더미변수. 취업인 경우 1

비자발적 이직여부

0.0484

0.2146

0

1

더미변수.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1

자발적 이직여부

0.1366

0.3435

0

1

더미변수. 자발적 이직인
경우 1

전기 로그 임금정보
로그 가구 총 소득

5.0675
8.1487

0.6735 -4.60517 8.342842
1.1553 -4.60517 15.04966

현재 건강상태

3.5962

0.6891

1

5점 척도. (5) 아주 건강한 편
이다, (4) 건강한 편이다, (3)
5 보통이다, (2) 건강하지 않
은 편이다, (1) 매우 건강하
지 않은 편이다

현재 사회생활 만족도

3.4980

0.5758

1

5점 척도. (5) 매우 만족, (4)
5 만족, (3) 보통, (2) 불만족,
(1) 매우 불만족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2003～2015년 원자료(임금근로자만 대상).

제4절 추정 결과

본절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들과 설명변수들의 관계
를 다양하게 추정한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실증분석은 먼저 t기의 삶의 만족도 수준에 대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표 3-8>에서는 삶의 만족도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이용하였고, <표 3-9>에서는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서열
프로빗분석을 하였다.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된 선형회귀분석과 다섯 개
의 선택지에 크기의 순서가 있는 응답이라는 측면에서 서열프로빗분석
두 가지 모두 사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행복경제학의 선행연구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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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었던 선형회귀분석 결과가 서열잠재반응모형의 추정 결과와 크게 차
이가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표 3-10>, <표 3-11>, <표 3-12>에서는 종속변수를 삶의 만족
도 수준이 아닌 이직 전후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분을 이용하여 추정을 하
였는데 이 경우 차분값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서열프로빗분석을 사용할 수
없어서 선형회귀분석으로만 분석하였다. <표 3-10>에서는 비이직자를
포함한 표본을 이용하였으며, <표 3-11>과 <표 3-12>에서는 이직자만
으로 구성된 표본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는데 <표 3-12>는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한 추정이다.
먼저, 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수들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가 <표 3-8>에 제시되어 있다.
<표 3-8>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형회귀분석
(종속변수는 t기의 삶의 만족도)

성별
나이
나이 제곱
종교 여부
유배우자 여부
가구원 수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수
전기직종1 더미
전기직종2 더미
전기직종3 더미

모형(1)
계수
(표준오차)
-0.006451
(0.006)
-0.018791***
(0.002)
0.000185***
(0.000)
0.032280***
(0.005)
0.134605***
(0.009)
-0.000120
(0.003)
-0.014421***
(0.004)
0.074274***
(0.020)
0.064615***
(0.012)
0.036120***
(0.012)

모형(2)
계수
(표준오차)
-0.005616
(0.006)
-0.018639***
(0.002)
0.000185***
(0.000)
0.032103***
(0.005)
0.134387***
(0.009)
-0.000321
(0.003)
-0.014102***
(0.004)
0.075001***
(0.020)
0.065418***
(0.012)
0.035920***
(0.012)

모형(3)
계수
(표준오차)
-0.031401***
(0.007)
-0.022133***
(0.002)
0.000228***
(0.000)
0.033930***
(0.005)
0.126934***
(0.009)
0.000767
(0.003)
-0.014351***
(0.004)
0.037132*
(0.020)
0.042663***
(0.012)
0.02369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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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직종4 더미
전기직종5 더미
전기직종6 더미
전기직종7 더미
전기직종8 더미
전기직종9 더미
가구의 로그자산
고등학교
전문대
4년제 대학
대학원 이상
전 직장에서의 상용직 여부
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월)
현재기에서의 취업 여부
연도더미(2005)
연도더미(2006)
연도더미(2007)
연도더미(2008)
연도더미(2009)

모형(1)
계수
(표준오차)
0.055782***
(0.011)
0.003270
(0.012)
0.000342
(0.013)
0.041923
(0.039)
-0.003770
(0.011)
0.010786
(0.011)
0.010521***
(0.000)
-0.009664
(0.009)
0.042799***
(0.012)
0.063242***
(0.012)
0.115780***
(0.016)
0.059412***
(0.007)
0.000274***
(0.000)
0.035585***
(0.010)
0.008752
(0.011)
0.020931**
(0.010)
0.027280**
(0.011)
0.047722***
(0.011)
0.081110***
(0.011)

모형(2)
계수
(표준오차)
0.056637***
(0.011)
0.001946
(0.012)
-0.000188
(0.013)
0.041679
(0.040)
-0.003556
(0.011)
0.011115
(0.011)
0.010504***
(0.000)
-0.010264
(0.009)
0.041989***
(0.012)
0.062246***
(0.012)
0.114092***
(0.016)
0.060125***
(0.007)
0.000272***
(0.000)
0.029394***
(0.010)
0.008489
(0.011)
0.020083*
(0.010)
0.026092**
(0.011)
0.046478***
(0.011)
0.080556***
(0.011)

모형(3)
계수
(표준오차)
0.040341***
(0.011)
-0.004696
(0.012)
-0.009294
(0.013)
0.041343
(0.039)
-0.016277
(0.011)
0.001450
(0.011)
0.009904***
(0.000)
-0.017019*
(0.009)
0.031925***
(0.012)
0.047892***
(0.012)
0.095974***
(0.017)
0.040644***
(0.007)
0.000165***
(0.000)
0.024829**
(0.010)
0.006769
(0.011)
0.014669
(0.010)
0.018193*
(0.011)
0.036064***
(0.011)
0.0679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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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더미(2010)
연도더미(2011)
연도더미(2012)
연도더미(2013)
연도더미(2014)
연도더미(2015)
이직 여부 더미

모형(1)
계수
(표준오차)
0.094484***
(0.010)
0.103260***
(0.010)
0.110334***
(0.010)
0.108701***
(0.010)
0.101542***
(0.010)
0.114660***
(0.010)
-0.024019***
(0.007)

현재의 사회생활 만족도

-0.073914***
(0.012)
-0.009912
(0.008)
0.021953***
(0.002)
0.135716***
(0.004)
0.526524***
(0.005)

49,089

49,083

0.457919

0.458336

0.459872

자발적 이직 더미

현재의 본인 건강상태

모형(3)
계수
(표준오차)
0.080503***
(0.011)
0.086489***
(0.010)
0.091771***
(0.010)
0.086513***
(0.011)
0.078502***
(0.011)
0.089580***
(0.011)

-0.072553***
(0.012)
-0.006051
(0.008)
0.018708***
(0.002)
0.134483***
(0.004)
0.524290***
(0.005)
0.063097***
(0.006)
48,915

비자발적 이직 더미

현재의 가구 전체의 로그
소득

모형(2)
계수
(표준오차)
0.093303***
(0.010)
0.101838***
(0.010)
0.109439***
(0.010)
0.107281***
(0.010)
0.100517***
(0.010)
0.113301***
(0.010)

0.021909***
(0.002)
0.135527***
(0.004)
0.526638***
(0.005)

이전 직장에서의 로그소득
표본 크기

R

2

주 : * 10% 수준에서 유의, ** 5% 수준에서 유의, *** 1% 수준에서 유의.
성별변수는 남자의 경우 1의 값, 유배우자변수는 유배우자 상태인 경우 1의 값.
상용직여부변수는 상용직인 경우 1의 값을 가짐.
직종분류의 경우 아래와 같이 표준직업분류(6차 개정) 대분류 수준을 따름.
직종1은 전문가 혹은 관련종사자, 직종2는 기술공 혹은 준전문가, 직종3은 사무
종사자, 직종4는 판매종사자를 제외한 서비스종사자, 직종5는 판매종사자, 직종
6은 농림, 어업 숙련종사자, 직종7은 기능원 혹은 관련 기능종사자, 직종8은 장
치 혹은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를 나타냄.
직종에서 기준범주는 단순노무종사자, 학력에서 기준범주는 고졸 미만의 학력.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2003～2015년 원자료(임금근로자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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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에서 모형(1)은 이직 여부를 더미변수로 하여 추정하였으며,
모형(2)와 모형(3)은 이직 유형을 구분하여 이직 여부 대신에 자발적 이
직 더미변수와 비자발적 이직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모
형(1)과 모형(2)에서는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을 포함하지 않았고 모형(3)
에서는 포함시켰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성별에서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남성이 여성에 비
해서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전의 여러 행복경제
학의 관련 문헌에서도 유사한 추정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또한 나이와
나이제곱을 통해서 대체로 임금근로자들은 49～51세 정도에서 삶의 만족
도가 저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주엽 외(2016)의 경우 일자리 만족도는
40세 초반에서 저점인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삶의 만족도에서는 저점의
연령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의 수에서는 삶의 만족도와
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의 수
에서는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나서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자녀 양육에 따
른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자리 만족도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 저점의 연령대가 더 높은 것과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배우자의 존재나 종교생활은 삶의 만족도에 양의 관계를 나타내 보이
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의 자산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이직 여부의 추정 결과 이직한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비
자발적 이직의 경우 음의 값이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
음의 값이지만 유의하지 않았으며 크기 또한 비자발적 이직에 비해서 작
게 나타났다.
이직 발생 후 전기의 근로소득을 추가한 결과 양의 값이 나타났다. 이
는 전기의 근로소득이 시차를 가지고 영향을 주는 경우와 전기의 근로소
득이 현재의 근로소득과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인
데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표 3-9>는 동일한 변수들을 가지고 서열프로빗분석을 이용하여 추정
한 결과이다. 차이점은 추정방법밖에 없으며 서열프로빗분석 결과와 선형
회귀분석 결과의 비교를 통해서 추정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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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서열프로빗분석
(종속변수는 t기의 삶의 만족도)

성별
나이
나이 제곱
종교 여부
유배우자 여부
가구원 수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수
전기직종1 더미
전기직종2 더미
전기직종3 더미
전기직종4 더미
전기직종5 더미
전기직종6 더미
전기직종7 더미
전기직종8 더미
전기직종9 더미
가구의 로그자산

모형(1)
계수
(표준오차)
-0.017239
(0.019)
-0.055996***
(0.005)
0.000550***
(0.000)
0.098879***
(0.015)
0.404917***
(0.028)
-0.001906
(0.008)
-0.041113***
(0.012)
0.233185***
(0.067)
0.193642***
(0.036)
0.094306***
(0.036)
0.152209***
(0.031)
-0.001764
(0.034)
-0.010535
(0.038)
0.099508
(0.116)
-0.018723
(0.031)
0.020360
(0.031)
0.030789***
(0.001)

모형(2)
계수
(표준오차)
-0.014858
(0.019)
-0.055618***
(0.005)
0.000550***
(0.000)
0.098406***
(0.015)
0.404638***
(0.028)
-0.002444
(0.008)
-0.040291***
(0.012)
0.235200***
(0.067)
0.196198***
(0.036)
0.093930***
(0.036)
0.154633***
(0.031)
-0.005483
(0.034)
-0.012219
(0.038)
0.098732
(0.116)
-0.018164
(0.031)
0.021259
(0.031)
0.030767***
(0.001)

모형(3)
계수
(표준오차)
-0.090795***
(0.020)
-0.066043***
(0.005)
0.000677***
(0.000)
0.103959***
(0.015)
0.383225***
(0.028)
0.000762
(0.008)
-0.040938***
(0.012)
0.123341*
(0.067)
0.129292***
(0.036)
0.057889
(0.036)
0.106893***
(0.032)
-0.025501
(0.034)
-0.039152
(0.039)
0.098762
(0.116)
-0.055728*
(0.031)
-0.006699
(0.031)
0.0291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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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전문대
4년제 대학
대학원 이상
전 직장에서의 상용직 여부
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월)
현재기에서의 취업 여부
연도더미(2005)
연도더미(2006)
연도더미(2007)
연도더미(2008)
연도더미(2009)
연도더미(2010)
연도더미(2011)
연도더미(2012)
연도더미(2013)
연도더미(2014)
연도더미(2015)

모형(1)
계수
(표준오차)
-0.038557
(0.027)
0.113126***
(0.036)
0.184973***
(0.035)
0.361822***
(0.054)
0.171914***
(0.020)
0.000854***
(0.000)
0.093959***
(0.030)
0.033543
(0.031)
0.066976**
(0.031)
0.088501***
(0.032)
0.145685***
(0.031)
0.243977***
(0.032)
0.279176***
(0.031)
0.305992***
(0.031)
0.329499***
(0.030)
0.327219***
(0.030)
0.300303***
(0.030)
0.339342***
(0.031)

모형(2)
계수
(표준오차)
-0.039981
(0.027)
0.111003***
(0.036)
0.182456***
(0.035)
0.357328***
(0.054)
0.173922***
(0.020)
0.000849***
(0.000)
0.077082***
(0.030)
0.032408
(0.031)
0.064446**
(0.031)
0.085089***
(0.032)
0.141935***
(0.031)
0.242302***
(0.032)
0.275715***
(0.031)
0.301950***
(0.031)
0.327041***
(0.030)
0.323119***
(0.030)
0.297330***
(0.030)
0.335312***
(0.031)

모형(3)
계수
(표준오차)
-0.059598**
(0.027)
0.081844**
(0.036)
0.142057***
(0.036)
0.306104***
(0.055)
0.117373***
(0.021)
0.000542***
(0.000)
0.064164**
(0.030)
0.027528
(0.031)
0.049287
(0.031)
0.062631**
(0.032)
0.112645***
(0.032)
0.206535***
(0.033)
0.239977***
(0.031)
0.258100***
(0.031)
0.276633***
(0.031)
0.263677***
(0.031)
0.233701***
(0.031)
0.26697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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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의 계속

이직 여부 더미

모형(1)

모형(2)

모형(3)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0.063436***
(0.006)
0.389311***
(0.012)
1.412555***
(0.017)

-0.206445***
(0.035)
-0.032695
(0.023)
0.063583***
(0.006)
0.390074***
(0.012)
1.412828***
(0.017)

2.233598***
(0.139)
4.134275***
(0.132)
6.858269***
(0.138)
10.243775***
(0.148)
49,089

2.231527***
(0.139)
4.135834***
(0.132)
6.861408***
(0.139)
10.247174***
(0.148)
49,083

-0.203774***
(0.035)
-0.021400
(0.023)
0.054762***
(0.006)
0.387437***
(0.012)
1.410714***
(0.017)
0.184488***
(0.018)
2.642513***
(0.144)
4.548626***
(0.138)
7.282459***
(0.145)
10.677684***
(0.155)
48,915

0.3283

0.3287

0.3305

-0.071723***
(0.022)

비자발적 이직 더미
자발적 이직 더미
현재의 가구 전체의 소득
현재의 본인 건강상태
현재의 사회생활 만족도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
절단1
절단2
절단3
절단4
표본 크기
유사 R

2

주 : * 10% 수준에서 유의, ** 5% 수준에서 유의, *** 1% 수준에서 유의.
성별변수는 남자의 경우 1의 값, 유배우자변수는 유배우자 상태인 경우 1의 값.
상용직여부변수는 상용직인 경우 1의 값을 가짐.
직종분류의 경우 아래와 같이 표준직업분류(6차 개정) 대분류 수준을 따름.
직종1은 전문가 혹은 관련종사자, 직종2는 기술공 혹은 준전문가, 직종3은 사무
종사자, 직종4는 판매종사자를 제외한 서비스종사자, 직종5는 판매종사자, 직종
6은 농림, 어업 숙련종사자, 직종7은 기능원 혹은 관련 기능종사자, 직종8은 장
치 혹은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를 나타냄. 직종에서 기준범주는 단순노무종
사자, 학력에서 기준범주는 고졸 미만의 학력.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2003～2015년 원자료(임금근로자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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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에 제시된 결과는 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한 추정 결과와 정성
적으로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서 선형회귀분석의 강건성이 확인되었다.
앞선 선형회귀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삶의 만
족도가 낮게 나왔으며, 삶의 만족도가 최저점인 연령대는 49～51세로 비
슷하게 나타났다.
이직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이직의 경우 -0.07로 유의하
게 나타나 선형분석에서의 -0.02보다 절댓값에서 다소 크지만 동일하게
유의한 음의 값을 제시하였다.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유의한 음의 결
과가 나타났으며, 자발적 이직의 경우 음의 값이지만 유의하지 않고 그
크기도 비자발적 이직에 비해서 크기가 작아서 선형분석의 결과와 정성
적으로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를 가지는 반면에 자발적 이직의 경우 비이직의 경우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이직을 한 경우, 특
히 비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의 이직자 자체 특성의 선택 효과인지 이직의
효과인지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표 3-10>, <표 3-11>, <표 3-12>에서는 이직 전후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분을 종속변수로 하여 관련 설명변수들, 특히 우리의 주된 관심변수
인 이직 변수들의 영향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화분을 이용한 추
정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은 개인들이 이직을 하게 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선택성 문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 먼저, <표 3-10>은 비이직자를
포함하여 삶의 만족도 변화분을 종속변수로 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표 3-10>에 제시된 추정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요인들의 개선, 즉
가구 자산의 증가나 가구 전체 소득의 증가, 자신의 연봉 증가는 이직 전
후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에 양의 값을 나타냈다. 전 직장에서의 상용직
여부는 음의 값이 나타났는데 새로운 직장에서의 고용형태가 상용직인
경우 변화가 없지만, 임시, 일용으로 이동 혹은 무직인 경우 삶의 만족도
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전 직장에서의 근속기
간은 이직 전후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직장의 취업 유무의 영향은 연봉의 변화분 변수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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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형회귀분석
(종속변수는 t-1과 t기 사이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분, 비이직자 포함)

전기직종1 더미
전기직종2 더미
전기직종3 더미
전기직종4 더미
전기직종5 더미
전기직종6 더미
전기직종7 더미
전기직종8 더미
전기직종9 더미
로그 가구의 자산변
화분
전 직장에서의 상용
직 여부
전 직장에서의 근속
기간(월)
현재기에서의 취업
여부
연도더미(2005)
연도더미(2006)
연도더미(2007)
연도더미(2008)
연도더미(2009)
연도더미(2010)
연도더미(2011)

모형(1)
계수
(표준오차)
-0.031923***
(0.011)
-0.019207***
(0.006)
-0.022927***
(0.007)
-0.014059**
(0.006)
-0.006827
(0.007)
-0.002523
(0.009)
0.021850
(0.026)
-0.008735
(0.006)
-0.009385
(0.006)
0.002912***
(0.001)
-0.015742***
(0.005)
-0.000011
(0.000)
0.071801***
(0.012)
0.014185
(0.016)
0.017703
(0.014)
0.007177
(0.014)
0.027549**
(0.014)
0.017424
(0.014)
0.010574
(0.013)
-0.008383
(0.013)

모형(2)
계수
(표준오차)
-0.030747***
(0.011)
-0.018989***
(0.006)
-0.022637***
(0.007)
-0.013808**
(0.006)
-0.006764
(0.007)
-0.002452
(0.009)
0.020728
(0.026)
-0.007823
(0.006)
-0.009327
(0.006)
0.002817***
(0.001)
-0.013189***
(0.005)
-0.000003
(0.000)
-0.142089***
(0.043)
0.015522
(0.016)
0.019844
(0.014)
0.009305
(0.014)
0.030241**
(0.014)
0.020719
(0.014)
0.013214
(0.013)
-0.006090
(0.013)

모형(3)
계수
(표준오차)
-0.032430***
(0.012)
-0.021314***
(0.006)
-0.025694***
(0.007)
-0.015801***
(0.006)
-0.009301
(0.007)
-0.004943
(0.009)
0.021941
(0.026)
-0.010102*
(0.006)
-0.010552*
(0.006)
0.002899***
(0.001)
-0.015886***
(0.005)
-0.000004
(0.000)
0.063430***
(0.013)
0.014314
(0.016)
0.017262
(0.014)
0.006634
(0.014)
0.026925*
(0.014)
0.017522
(0.014)
0.010137
(0.013)
-0.009042
(0.013)

모형(4)
계수
(표준오차)
-0.031295***
(0.012)
-0.021063***
(0.006)
-0.025375***
(0.007)
-0.015524***
(0.006)
-0.009204
(0.007)
-0.004842
(0.009)
0.020779
(0.027)
-0.009180
(0.006)
-0.010469*
(0.006)
0.002805***
(0.001)
-0.013371***
(0.005)
0.000003
(0.000)
-0.147312***
(0.043)
0.015613
(0.016)
0.019369
(0.014)
0.008717
(0.014)
0.029576**
(0.014)
0.020756
(0.014)
0.012735
(0.013)
-0.00678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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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더미(2012)
연도더미(2013)
연도더미(2014)
연도더미(2015)
이직 여부 더미
이직*남성

모형(1)
계수
(표준오차)
-0.007855
(0.013)
-0.017154
(0.013)
-0.015935
(0.013)
0.000193
(0.012)
0.033262***
(0.011)
-0.030693**
(0.012)

모형(2)
계수
(표준오차)
-0.004725
(0.013)
-0.013911
(0.013)
-0.012086
(0.013)
0.003450
(0.012)
0.031056***
(0.011)
-0.025824**
(0.012)

비자발적 이직 더미
비자발적 이직*남성
자발적 이직 더미
자발적 이직*남성
로그 연봉변화분
로그 전체가구 소득
의 변화분
전반적 사회적 친분
관계 만족도의 변화
건강상태의 변화
표본 크기

R2

0.452078***
(0.006)
0.081591***
(0.007)
49,450
0.220075

0.023104***
(0.004)
0.000534
(0.002)
0.451615***
(0.006)
0.081673***
(0.007)
49,450
0.220773

모형(3)
계수
(표준오차)
-0.008127
(0.013)
-0.017544
(0.013)
-0.016071
(0.013)
-0.000188
(0.012)

모형(4)
계수
(표준오차)
-0.005046
(0.013)
-0.014361
(0.013)
-0.012286
(0.013)
0.003026
(0.012)

-0.005787
(0.021)
-0.052707**
(0.025)
0.038676***
(0.012)
-0.015040
(0.014)

-0.008823
(0.021)
-0.044450*
(0.025)
0.036925***
(0.012)
-0.011620
(0.014)
0.022794***
(0.004)
0.000525
(0.002)
0.451540***
(0.006)
0.081462***
(0.007)
49,444
0.221061

0.451992***
(0.006)
0.081378***
(0.007)
49,444
0.220383

주 : * 10% 수준에서 유의, ** 5% 수준에서 유의, *** 1% 수준에서 유의.
성별변수는 남자의 경우 1의 값, 유배우자변수는 유배우자 상태인 경우 1의 값.
상용직여부변수는 상용직인 경우 1의 값을 가짐.
직종분류의 경우 아래와 같이 표준직업분류(6차 개정) 대분류 수준을 따름.
직종1은 전문가 혹은 관련종사자, 직종2는 기술공 혹은 준전문가, 직종3은 사무
종사자, 직종4는 판매종사자를 제외한 서비스종사자, 직종5는 판매종사자, 직종
6은 농림, 어업 숙련종사자, 직종7은 기능원 혹은 관련 기능종사자, 직종8은 장
치 혹은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를 나타냄.
직종에서 기준범주는 단순노무종사자, 학력에서 기준범주는 고졸 미만의 학력.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2003～2015년 원자료(임금근로자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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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졌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변수인 이직의 경우 <표 3-10>의 추정 결과 모형
(1)과 모형(2)에서 이직 여부 자체는 삶의 만족도에 양의 관계가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이직의 상당수가 자발적 이직이고 추정 결과 모형(3)과
모형(4)에서 볼 수 있듯이 자발적 이직의 경우 이직의 영향은 삶의 만족도
에 양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러한 자발적 이직의 영향이 작용한 것
으로 보인다. 또한 남성의 경우 따로 교차항으로 분리되어 추정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직이 자발적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므로 이직 전후에 삶의 만족도가 이로 인하여 증가하는 것은 타당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남성의 이직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 대한 양의 영향이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봉의 변화분을 포함시킨 경우 그
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직에 따른 영향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분하여 추정한 모형(3)과 모형(4)
의 추정 결과에서는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유의하지 않은 음의 값이 나타
났으며, 또한 남성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하는 경우는 10% 유의수준
에서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났고 그 크기도 전체 비자발적 이직의 음의
효과를 대폭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발적 이직의 경우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났으며 그 크기도 상대적으로 컸다.
남성이 자발적 이직인 경우는 매우 소폭의 음의 값이 나타났지만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3-11>은 이직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의 변화분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앞선 실증분석의 경
우 비이직자인 경우가 기준 범주가 되어 이직 혹은 자발적 이직이나 비자
발적 이직은 더미변수의 추정값으로 그 영향이 표시되었다. 다음의 분석
은 이직자 집단을 표본으로 자발적 이직을 기준 범주로 비자발적 이직이
발생한 경우 더미값이 1의 값을 가지는 형태로 만들어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직자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표 3-11>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자발
적 이직자에 비해서 비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이직자가 남성인 교차항이 추가된 경우 효과가 분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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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형회귀분석
(종속변수는 t-1과 t기 사이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분)

전기직종1 더미
전기직종2 더미
전기직종3 더미
전기직종4 더미
전기직종5 더미
전기직종6 더미
전기직종7 더미
전기직종8 더미
전기직종9 더미
연도더미(2005)
연도더미(2006)
연도더미(2007)
연도더미(2008)
연도더미(2009)
연도더미(2010)
연도더미(2011)
연도더미(2012)
연도더미(2013)
연도더미(2014)
연도더미(2015)

모형(1)
계수
(표준오차)
-0.091589*
(0.053)
-0.048447**
(0.024)
-0.054115**
(0.025)
-0.020006
(0.023)
-0.022759
(0.023)
0.004405
(0.027)
-0.002297
(0.083)
-0.008342
(0.023)
-0.011193
(0.024)
0.025493
(0.033)
0.040145
(0.031)
0.022123
(0.033)
0.019494
(0.032)
0.001158
(0.033)
0.030564
(0.031)
-0.051676*
(0.031)
-0.002264
(0.031)
-0.014002
(0.031)
-0.016465
(0.032)
0.028900
(0.030)

모형(2)
계수
(표준오차)
-0.083022
(0.053)
-0.049848**
(0.024)
-0.054916**
(0.025)
-0.021717
(0.023)
-0.025822
(0.023)
0.002642
(0.027)
0.002993
(0.083)
-0.005244
(0.023)
-0.009947
(0.024)
0.027358
(0.033)
0.041801
(0.031)
0.024575
(0.033)
0.020853
(0.032)
0.003088
(0.033)
0.032132
(0.031)
-0.050561
(0.031)
-0.001648
(0.031)
-0.012380
(0.031)
-0.015327
(0.032)
0.029456
(0.030)

모형(3)
계수
(표준오차)
-0.068827
(0.054)
-0.036321
(0.025)
-0.047272*
(0.025)
-0.012865
(0.024)
-0.022100
(0.024)
0.010260
(0.027)
0.001854
(0.084)
0.001450
(0.023)
-0.003862
(0.024)
0.024757
(0.033)
0.043183
(0.031)
0.029312
(0.033)
0.023779
(0.032)
0.009090
(0.033)
0.037860
(0.031)
-0.047531
(0.031)
0.002039
(0.031)
-0.005513
(0.031)
-0.010901
(0.032)
0.03816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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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의 계속

로그 가구의 자산변화분
전 직장에서의 상용직 여부
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월)
현재기에서의 취업 여부
비자발적 이직 더미

모형(1)
계수
(표준오차)
0.003554***
(0.001)
-0.016220
(0.014)
-0.000029
(0.000)
0.061478***
(0.013)
-0.069427***
(0.015)

모형(2)
계수
(표준오차)
0.003568***
(0.001)
-0.014814
(0.014)
-0.000003
(0.000)
0.061997***
(0.013)
-0.040344*
(0.021)
-0.053614**
(0.026)

0.467912***
(0.011)
0.070882***
(0.015)
9,144
0.223773

0.467620***
(0.011)
0.071921***
(0.015)
9,144
0.224072

비자발적 이직*남성
비자발적 이직*고졸
비자발적 이직*전문대졸
비자발적 이직*대졸
비자발적 이직*대학원졸
로그연봉변화분
로그 전체가구 소득의 변화분
전반적 사회적 친분관계 만
족도의 변화
건강상태의 변화
표본 크기

R2

모형(3)
계수
(표준오차)
0.003323***
(0.001)
-0.006242
(0.014)
0.000045
(0.000)
-0.144511**
(0.068)
-0.027177
(0.027)
-0.045570*
(0.026)
-0.024489
(0.031)
-0.011965
(0.041)
-0.019576
(0.042)
-0.157635*
(0.095)
0.022427***
(0.007)
0.003491
(0.003)
0.467331***
(0.011)
0.073887***
(0.015)
9,102
0.225249

주 : * 10% 수준에서 유의, ** 5% 수준에서 유의, *** 1% 수준에서 유의.
성별변수는 남자의 경우 1의 값, 유배우자변수는 유배우자 상태인 경우 1의 값.
상용직여부변수는 상용직인 경우 1의 값을 가짐.
직종분류의 경우 아래와 같이 표준직업분류(6차 개정) 대분류 수준을 따름.
직종1은 전문가 혹은 관련종사자, 직종2는 기술공 혹은 준전문가, 직종3은 사무
종사자, 직종4는 판매종사자를 제외한 서비스종사자, 직종5는 판매종사자, 직종
6은 농림, 어업 숙련종사자, 직종7은 기능원 혹은 관련 기능종사자, 직종8은 장
치 혹은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를 나타냄.
직종에서 기준범주는 단순노무종사자, 학력에서 기준범주는 고졸 미만의 학력.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2003～2015년 원자료(임금근로자 중 이직
자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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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음의 값이 줄어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비자발적 이직자가 남성인 교차
항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추가적으로 낮아지는 결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추정 결과 모형(3)에서처럼 연봉의 변화분을 설명변수로 추가한 경우 비
자발적 이직더미의 음의 결과가 줄어들었으며, 비자발적 이직자가 남성인
경우도 음의 결과가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10%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이렇듯 소득변수를 포함시켰을 때 비자발적 이직의 부정
적 영향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소득만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 또한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만족도의 변화 또한 이직
전후 삶의 만족도의 변화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는 이직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
여 추정한 결과이다. 패널고정효과모형의 이용으로 인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는 학력이나 성별과 같은 변수들이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성별과의 교차항은 제외되어 있다.
<표 3-12>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형회귀분석, 고정효과모형
(종속변수는 t-1과 t기 사이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분)

전기직종1 더미
전기직종2 더미
전기직종3 더미
전기직종4 더미
전기직종5 더미
전기직종6 더미
전기직종7 더미

모형(1)

모형(2)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0.281522**

-0.268491**

(0.133)

(0.133)

-0.139892**

-0.134297**

(0.067)

(0.067)

-0.188416***

-0.187100***

(0.056)

(0.056)

-0.104276**

-0.100544*

(0.052)

(0.052)

-0.090408*

-0.089142*

(0.047)

(0.047)

-0.086443

-0.083466

(0.055)

(0.055)

-0.077106

-0.075761

(0.15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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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직종8 더미
전기직종9 더미
로그 가구의 자산변화분
전 직장에서의 상용직 여부
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월)
현재기에서의 취업 여부
연도더미(2005)
연도더미(2006)
연도더미(2007)
연도더미(2008)
연도더미(2009)
연도더미(2010)
연도더미(2011)
연도더미(2012)
연도더미(2013)

모형(1)

모형(2)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0.066352

-0.063881

(0.050)

(0.050)

-0.077491

-0.076026

(0.048)

(0.048)

0.003792**

0.003752**

(0.002)

(0.002)

-0.031248

-0.022932

(0.027)

(0.027)

0.000285
(0.000)
0.035156
(0.023)
0.019266
(0.050)
0.022103
(0.048)
0.029845

0.000323
(0.000)
-0.184070**
(0.084)
0.017914
(0.050)
0.025145
(0.048)
0.032552

(0.049)

(0.049)

-0.008214

-0.003364

(0.049)

(0.049)

-0.033423

-0.02907

(0.050)

(0.050)

0.007739

0.014748

(0.049)

(0.049)

-0.098881**

-0.094342*

(0.050)

(0.050)

-0.020651

-0.016705

(0.050)

(0.050)

-0.048766

-0.040733

(0.05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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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의 계속

연도더미(2014)
연도더미(2015)
비자발적 이직 더미

모형(1)

모형(2)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0.002109

0.008617

(0.054)
-0.007231

(0.053)

-0.085770***

-0.083291***

(0.026)

(0.026)
0.023524***
(0.009)
-0.002739

로그 전체가구 소득의 변화분

건강상태의 변화
표본크기(집단)

R

2

0.003955

(0.053)

로그연봉변화분

전반적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
도의 변화

(0.054)

(0.005)
0.463112***
(0.015)
0.086812***

0.462124***
(0.015)
0.088407***

(0.026)

(0.026)

9,144(5,517)

9,144(5,517)

0.2264

0.2281

주 : * 10% 수준에서 유의, ** 5% 수준에서 유의, *** 1% 수준에서 유의.
상용직여부의 경우 상용직이 1의 값, 직종의 경우 표준직업분류의 6차 개정 코
드에 따라 대분류 수준에서 구분. 직종1=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직종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3=기술공 및 준전문가, 직종4=사무종사자, 직종5=서비스종
사자, 직종6=판매종사자, 직종7=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직종8=기능원 및 관련기
능종사자, 직종9=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직종10=단순노무종사자. 직종
분류에서 기준 범주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2003～2015년 원자료(임금근로자 중 이
직자만 대상).

추정 결과에 따르면 비자발적 이직 변수의 추정값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음의 값이 나타났으며, 연봉의 변화나 가구소득의 변화에 관한 변수를
추가하여도 절댓값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음의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
다. 자산의 변화분이나 연봉의 변화분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양의
효과가 제시되었으며, 가구소득의 경우 이전 추정값들과 부호의 방향이
바뀌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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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 결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의 속도가 과거보다 떨어진 데다 해외
수요의 부진이 지속되고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여러 업종에서 구조
조정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직장을 떠나게 되었다.
실직은 경제적인 궁핍이나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실직자 개인의 삶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비자발적 이직은 단지 기존 직장에서 일할 기
회를 상실하였다는 노동공급 측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소득의 상실과 같
은 경제적 변화뿐 아니라 이로 인한 개인의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개인의
정신적 건강 문제 등을 포함하는 이직자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World Happiness Report(2012)는 행복의 중요한 결정요인들 가운데
대외적 요인으로 소득, 일, 가치관과 종교, 공동체와 거버넌스를 제시하였
다. 비자발적 이직은 이 가운데 소득과 일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에
서 삶의 만족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비자발적 이직 혹은 실직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어 왔다. 심리학이나 사회복지학, 사회학 등에서는 스트레스나 우울 등
실직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에 대해서 연구가 축적되어 왔으나, 경제학에
서는 실직과 관련해서는 주관적인 심리상태보다는 실업률 등의 거시 지
표나 혹은 실업대책과 같은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정량적
영향 등에 연구가 집중되어 왔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경제학에서도 행복경제학의 대두와 함께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심리상태가 직접적인 실증분석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행복경제학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비자발적 이직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의「한국노동패널조사」의 임금근로
자 자료를 이용하여 비자발적 이직자, 자발적 이직자, 비이직자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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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남성으로서의
전통적인 사회적 역할 관념을 고려한다면 이직으로 인한 삶의 만족도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성별 차이에 따른 이
직의 영향 또한 분석하였다.
비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비이직자나 자발적 이직자에 비해서 삶의 만
족도에서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비자발적 이직의 경
우에도 남성의 경우 추가적인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주요 연구가
설로 삼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밖에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추정 결과를 통해서 나이, 학력, 성별
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의 행복경제학에서 제시되어 온
추정 결과들의 연장선상에 있는지 검토하였다.
실증분석은 먼저 t기의 삶의 만족도 수준에 대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였고 두 번째는 서열프로
빗분석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선형회귀분석과
다섯 개의 선택지에 크기의 순서가 있는 응답이라는 측면에서 서열프로
빗분석을 사용하였다. t-1기에서 t기까지 이직 전후의 삶의 만족도의 변
화는 비이직자를 포함한 표본과 비이직자를 포함하지 않은 표본으로 표
본을 달리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삶의 만족도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면,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전
의 여러 행복경제학의 관련 문헌에서 제시된 바 있다. 또한 나이와 나이
제곱을 통해서 대체로 임금근로자들은 삶의 만족도가 49～51세 정도에서
저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주엽 외(2016)의 경우 일자리 만족도는 40세
초반에서 저점인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삶의 만족도에서는 연령대가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의 수에서는 삶의 만족도와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의 수에서는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나서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자녀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자리 만족도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 저점의 연령대가 더 높은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의 존재나 종교생활은 삶의 만족도에 양의 관계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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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이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의 자산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산이나 근로소득 등의 경제적 변수들은
모두 삶의 만족도에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한 경우 삶
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직 유형에 따라 나눠 보면, 비자발적 이
직의 경우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났지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 음의 값이
지만 유의하지 않았으며 절댓값 또한 비자발적 이직에 비해서 작게 나타
났고 전기의 근로소득을 추가한 결과 비자발적, 자발적 이직에 따른 절댓
값의 크기가 약간 축소되었다. 동일한 변수를 가지고 서열프로빗모형으
로 분석한 추정 결과는 선형회귀분석 결과와 대체로 유사하여 선형회귀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이직을 한 경우, 특히 비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의
이직자 자체의 선택 효과인지 이직의 효과인지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
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직 전후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분을 종속변수로
하여 관련 설명변수들, 특히 이직에 따른 변수들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먼저, 비이직자를 포함한 표본을 가지고 삶의 만족도의 변화분을 종속
변수로 하여 추정한 결과 경제적인 요인들의 개선, 즉 가구 자산의 증가
나 가구 전체의 소득의 증가, 본인 연봉의 증가는 이직 전후의 삶의 만족
도의 변화에 양의 값을 나타냈다. 전 직장에서의 상용직 여부는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났는데 새로운 직장에서의 고용형태가 상용직인 경우 변
화가 없지만 임시, 일용으로 이동 혹은 무직인 경우 삶의 만족도에 부정
적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의 경
우 이직 전후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직장의 취업 유무 영향은 연봉의 변화분 변수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졌다. 이직의 경우 추정 결과 이직 여부 자체
는 삶의 만족도에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직의 상당수는
자발적 이직이고 자발적 이직의 영향은 삶의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나타
내고 있으며, 또한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난 남성의 이직 효과가 분리되
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직이 자발적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도가 반영
된 것이므로 이직 전후에 삶의 만족도가 이로 인하여 감소하지 않는 것은
타당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남성의 이직의 경우 남성으로서의 전통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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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에 대한 관념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봉의 변화분과
가구소득의 변화분을 포함시킨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직에 따른
효과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이직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추정
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 변수는 유의하지는 않지만 음의 값이 나타났으며,
남성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났으며 그 크기도 전체 비자발적 이직의 음의 효과를 대폭 강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발적 이직의 경우 매우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났으며, 남성이 자발적 이직인 경우는 소폭의 음의 값이 나타났
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이직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의 변화분에 대한 영향을 추정
한 결과, 자발적 이직자에 비해서 비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자발적 이직자가 남성인 경
우 삶의 만족도가 추가적으로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연봉의 변화분
과 가구소득 변화분을 설명변수로 추가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더미의 음
의 결과가 대폭 줄어들었으며, 비자발적 이직자가 남성인 경우의 음의 효
과도 감소하였지만 10% 수준에서 여전히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
고 사회적 관계의 만족도의 변화 또한 이직 전후 삶의 만족도의 변화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에서
도 위와 유사하게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났으며,
연봉의 변화분과 가구소득 변화분을 추가한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의
추정값은 절댓값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개인 연봉의 변화분이나 가구 자산의 변화분의 경우 앞선 결과와 같이 유
의한 양의 값을 나타냈으며, 가구소득의 경우 앞선 결과와 부호가 바뀌었
지만 두 추정값 모두 유의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이직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자발적 이직인
지 비자발적 이직인지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자발적 이직이 양의 값을 나타내는 데 비해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음의
값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남성이 이직할 경우, 특히 비자발적 이직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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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음의 영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연봉의 변화분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자 비자발적 이직이 삶의 만족도
에 미치는 음의 영향이 일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남아 있
었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킨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정책적으로
는 구조조정 등에 따라 비자발적 이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 감소라
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강화와 함께 비자발적 이
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심리 카운슬링
등의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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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1> 구체적 이직 유형과 이직의 자발성
(단위 : 명, %)
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

빈도

비중

1,016

26.36

228

1.89

정리해고로 인해

378

9.81

37

0.31

권고사직

215

5.58

32

0.27

명예퇴직

51

1.32

49

0.41

정년퇴직

247

6.41

57

0.47

계약기간 끝나서

661

17.15

176

1.46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50

1.30

1,098

9.12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

581

15.08

568

4.72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35

0.91

840

6.98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18

0.47

519

4.31

근무시간 또는 근무환경이 나빠서

31

0.80

720

5.98

자기(가족) 사업을 하려고

11

0.29

792

6.58

결혼, 가족간병 등 가사문제로

28

0.73

657

5.46

270

7.01

1,496

12.43

회사 내 인간관계 때문에

48

1.25

367

3.05

회사가 이사하여(전근, 발령을 받아서)

66

1.71

47

0.39

우리 집이 이사하여

13

0.34

192

1.60

학업 때문에

16

0.42

783

6.51

9

0.23

130

1.08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32

0.83

2,488

20.67

출산, 육아를 위해서(11차부터)

11

0.29

361

3.00

기타

66

1.71

394

3.27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인해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군입대 때문에

빈도

비중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2003～2015년 원자료(임금근로자 중 이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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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 론

은퇴는 경제적으로 비교적 풍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가? 혹은 예상치
못한 궁핍의 시기를 뜻하는가? 이렇게 중요한 노동시장 이행의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안녕(wellbeing)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가? 이러한 질문
에 대한 대답은 개인의 안녕을 이해하고 은퇴소득제도의 효과를 평가하
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구 고령화 추세로 인해 은퇴 후 안녕 유지
와 근로자의 은퇴 준비 관련 우려 등과 같은 이슈가 공공정책에 갖는 중
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은퇴생활에서 최소 수준의 안녕 보장은 전 세계 은퇴소득제도가 공통
으로 추구하는 주요한 목표이다. 최근 각국 정부는 개인저축 확대를 통한
은퇴 대비를 권장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개인 차원의 은퇴 준비 권
장은 호주를 비롯한 여러 국가 정책 입안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21) 감사의 글 : 본 논문은 호주 가구․소득․노동역학(HILDA) 조사의 개인별 기록
데이터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호주 정부 사회서비스부(DSS)의 이니셔티브와 재
원을 기반으로 출범한 HILDA 프로젝트는 멜버른 응용경제사회연구소(이하 ‘멜
버른연구소’)가 관리를 맡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 소개된 연구결과와 견해는
모두 저자들의 책임이며 사회서비스부나 멜버른연구소와 관련이 없다. 호주연구
협의회(ARC) 지원금 DP150101718에 대해 사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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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다. 이 분야에서 정책 논의는 개인과 가족이 노동시장을 이탈할 준
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생애주기 중 노동-은
퇴 단계를 거치면서 안녕의 원만한 유지에 실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잠재
적 원인이 존재한다. 장기적 계획 부족에 기인한 근시안적 행동, 은퇴 시
기 안녕 유지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체계적 오해, 생애주기 후반기에 필
요한 니즈(의료 및 돌봄 니즈 등)에 대한 그릇된 정보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미래의 지출 니즈를 보장하기 위해 각 가정이 선택할 수 있
는 대안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불완전한 시장 등과 같은 제도적 제약
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저자들은 자기보고식 주관적 안녕 측도를 기초로 은퇴로
의 이행에서 안녕의 성공적 유지 여부를 조사했다. 또한 은퇴 전 시기부
터 은퇴 후 시기까지 안녕 유지 능력을 토대로 하여 은퇴저축의 적정성을
함께 분석했다. 주관적 안녕에 대한 개인적 보고를 통해 고용에서 은퇴로
넘어가는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에서 안녕의 성공적 유지 여부를 평가했다.
주관적 안녕 측도의 활용은 안녕 유지와 저축 적정성을 평가하는 새로
운 방법이다. 보다 일반적인 접근법은 가구별 은퇴 시점 소득 필요를 시
뮬레이션 하여 이를 사회보장과 개인저축의 소득대체와 비교하는 것이다
(Skinner, 2007). 삶에 대한 만족도나 전반적 행복과 같은 주관적 안녕 측
도를 이용하게 되면 소득, 자산축적, 지출유형 등 복잡한 세부항목에 대한
모델링을 실시할 필요가 없으며, 주어진 재원에 기반한 안녕 수준을 주관
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개인별 이질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의 복지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주관적 안녕(SWB) 측도를 이용하
는 경제학 문헌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추세에 기여
하는 측면이 있다. 본 저자들의 연구는 안녕, 효용, 행복, 삶에 대한 만족,
복지상태(welfare)를 상호 교체 가능한 용어로 간주하는 Easterlin(2005 :
29)의 견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SWB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장점과
한계가 함께 존재하지만 지출, 소득 또는 재산에 기초한 보다 전통적인
복지 개념을 보충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절은 은퇴 시기 복지 관련 선행연
구를 고찰하고 SWB 측도와의 교차점을 간략히 살펴본다. 제3절은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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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핵심적 특징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기술통계를 제시한다. 제4절은
계량경제학 방법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제5절은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
다. 마지막으로, 제6절은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서 결론을
내린다.

제2절 선행연구 고찰

시점간(intertemporal) 소비자행동에 대한 고전적 생애주기모형(LCM)
에 따르면 완전한 신용시장의 존재를 전제로 할 때 예측 가능한 소득 변
화는 개인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은퇴 시점에는 상당한 소득
변화가 발생한다. 만약 은퇴 시점에 소득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 은퇴 이전에 저축을 하는 것이 최적의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은퇴
문턱을 넘어가는 시점에 관측되는 소비 양상과 안녕 궤적은 개인 행동에
대한 고전적 LCM을 검증하는 강력한 도구로 간주될 수 있다.
고용상태에서 은퇴로 이행하는 시기에 개인의 안녕 변화를 평가할 때
경제학자들은 소비와 안녕의 대리변수로 지출을 분석했다. 여러 국가에
서, 상이한 시기에 실시된 다수의 조사는 은퇴 시점에 나타난 지출의 상
당한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Hamermesh(1984), Mariger(1987), Banks 외
(1998), Attanasio(1999), Bernheim 외(2001)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은퇴
시점에 널리 관측되는 지출의 감소를 흔히 ‘은퇴소비퍼즐’이라고 부른다.
Browning & Crossley(2001)는 개인이 은퇴 시에 경험하는 다양한 변화
가 출근 관련 비용 감소 등과 같은 지출 감소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다고 주장한다. 은퇴는 또한 ‘시장지출’을 대체하는 개념이 될 수 있는 ‘가
정생산’과 같은 비시장 활동 시간의 증가를 의미한다. Aguiar & Hurst
(2005)는 은퇴자들이 할인제품을 찾아다니고 음식을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은퇴 이후 소비를 이어간다고 주장한다. Aguiar
& Hurst에 따르면 식품 지출의 하락이 관측됨에도 불구하고 가정생산의
증가로 인해 칼로리 섭취와 음식의 질은 하락하지 않는다. Smith(2006)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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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의 하락을 ‘비자발적’ 은퇴가 야기한 예상치 못한 소득충격 중 하나
로 설명했다. Barrett & Brzozowski(2012)는 호주 패널데이터를 이용하
여 은퇴에 접어든 개인의 식품 관련 지출을 조사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장기적 일자리 감소 또는 심각한 건강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은퇴한
개인들 가운데 소비 하락이 집중적으로 관찰되었다.
가용 자원(예측되는 미래 자원 포함), 시간 활용, 건강상태 등 은퇴 시
점에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를 고려해 볼 때,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SWB
측도의 사용이 은퇴자의 생활수준에 대한 유용하고 중요한 통찰을 제공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예 : Alan, Atalay, & Crossley, 2008). 경제학에서
이러한 측도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Frey & Stutzer(2002), Dolan,
Peasgood, & White(2008) 등이 자세한 조사를 제공함), 개인의 복지상태
에 대한 포괄적 측도로서 SWB의 활용을 지지하는 문헌들이 다수 존재한
다(예 : Kahneman & Krueger, 2006). Dolan, Peasgood, & White(2008)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유의미한 SWB 상관요인들을 조사했는데, 소득, 학
력, 결혼상태, 건강, 실업, 다양한 사회적 자본 및 공동체 요소 등이 이에
포함된다.
SWB와 은퇴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불연속적 은
퇴 인센티브와 사회보장 자격규정을 이용하여 미국 내에서 은퇴가 안녕
에 미치는 외생적 효과를 규명했던 Charles(2004)는 은퇴와 SWB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Baker, Gruber, & Milligan(2009)
은 캐나다의 소득보장제도가 은퇴자들 사이에 소득을 증가시키고 빈곤을
감소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했으나 SWB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측면과 부
정적 측면이 혼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lan, Atalay, & Crossley
(2008)에 따르면, 캐나다 은퇴자 대다수는 은퇴 직전 한 해를 비교 시점으
로 볼 때 은퇴 후에 삶을 더 즐기며 재정상태에 대해서도 최소한 은퇴 직
전 시점만큼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비자발적 은퇴는–특히 건강상태
가 나쁜 경우와 결합될 때–삶에 대한 만족도에 가장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건강은퇴조사(US Health and Retirement
Study)를 이용하여 은퇴자의 전반적 SWB의 결정요인들을 분석한 Bender
(2004)는, 비자발적 은퇴가 낮은 안녕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측기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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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발견했다. Rohedder(2006)는 동일한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나쁜 건강상태와 건강 악화가 은퇴 후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가장 중대한 요소라고 규명했다.
SWB 측도를 이용할 때 주요 우려사항으로 대두되는 것은 개인적 보
고의 상호 비교가능성과 조사 응답의 잠재적 편향이다. 예를 들어, SWB
질문에 대한 응답이 기분, 성격, 특정 조사에 적용된 척도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또한 습관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개인이 특정 상태(예:
은퇴생활)를 오래 경험하면 할수록 그 상태에 적응이 되어 ‘정상적’ 수준
의 안녕으로 응답할 수 있으며, 이는 안녕에 미치는 장기적 충격이 단지
일시적 영향으로 보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SWB의 측도 분석과
관련하여 Di Tella & MacCulloch(2006)는 개인에 대한 종단적 데이터의
가치를 강조한다. 패널자료 방식은 SWB의 척도에서 개인적 차이를 반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고정효과 추정량과 쾌락적응 검증
을 활용한 실증분석에서 다루어진다.
본 논문에 소개된 연구는 은퇴가 개인의 복지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SWB로 측정하여 분석한다. 15차례의 HILDA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은퇴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를 조사했다. HILDA 조사의 패널 구조는
은퇴가 가정의 경제적 안녕에 미치는 관측된 영향을 교란할 수 있는 미관
측 이질성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했다. 고정효과 패널회귀와 도구변수
추정량을 포함한 다양한 추정량을 이용하여 (자발적) 은퇴가 SWB에 미
치는 인과적 영향을 규명했다. 대다수 개인의 경우 은퇴가 삶에 대한 만
족도를 상당히 증가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측하지 못한 건강문제나
일자리 상실로 인해 조기에 퇴직한 사람들보다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자
발적으로 은퇴할 수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만족도 증가가 가장 크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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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데이터 및 표본 구성

실증분석은 HILDA 조사에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2001
년 1차 조사가 실시되었던 동 패널조사는 17,0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약 1
만 개 호주인 가구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했다. 1차부터 15차까지(2001～
2015) 관측된 50세 이상의 개인들을 표본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고용상
태에서 은퇴로 이행한 사람들로 표본을 한정했기 때문에 은퇴의 ‘위험’에
직면한 개인들의 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이 구성되었다. 그 결과 6,879명을
대상으로 한 45,415 인년(person-year) 관측치가 표본으로 제공되었다.
15년의 관측기간 동안 1,863명(여성 935명, 남성 928명)이 고용에서 은퇴
로 이행했다. 모든 개인들이 표본 추출 규칙을 충족시키거나 매회 조사에
참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본은 불균형 패널을 이루었다.
<표 4-1> HILDA 조사분석 표본의 삶의 만족도 분포
(단위 : 명, %)
삶의 만족도

전체
응답 수

여성
%

응답 수

남성
%

응답 수

%

0

51

0.1

31

0.1

20

0.1

1

93

0.2

39

0.2

54

0.2

2

174

0.4

98

0.4

76

0.3

3

286

0.6

141

0.6

145

0.6

4

496

1.1

237

1.1

259

1.1

5

1,668

3.7

857

3.9

811

3.5

6

2,302

5.1

1,121

5.1

1,181

5.1

7

7,744

17.1

3,510

15.9

4,234

18.1

8

15,652

34.5

7,391

33.5

8,261

35.4

9

11,126

24.5

5,596

25.4

5,530

23.7

10

5,823

12.8

3,041

13.8

2,782

11.9

45,415

100.0

22,062

100.0

23,353

100.0

합계

자료 : 호주 HILDA 조사의 개인별 기록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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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된 핵심 SWB 척도는 자기보고식으로
표현된 삶에 대한 만족도이다. 매회 개인 인터뷰에서 “귀하의 삶을 전반
적으로 고려할 때 귀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이 제시되었다. 가능한 응답이 0(매우 불만족)에서 10(매우 만족)에
이르는 11점 척도가 이용되었다. <표 4-1>은 전체 표본과 남녀 각 표본
의 응답 분포를 보여준다. SWB 데이터에서 전형적으로 관측되는 경향과
마찬가지로 응답은 척도의 상위범주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표본에서 응
답 최빈값은 8로 나타났다(성별 구분 시에도 최빈값은 동일함). 표준편차
는 전체 표본의 경우 1.45(개인 내 0.89), 여성 표본은 1.5(개인 내 0.92),
남성 표본은 1.4(개인 내 0.86)로 조사되었다.
분석 목표는 은퇴와 함께 삶에 대한 만족도 반응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를 조사하는 것이다. 은퇴상태는 개인이 직접 보고한 현재 노동시장 지위
를 기초로 했으며, 자신의 노동시장 지위를 ‘은퇴’로 보고한 개인을 은퇴
자로 분류했다. 은퇴의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사 초기에 고
용상태에 있다가 조사기간 중 은퇴상태로 이행한 50세 이상의 개인으로
표본을 제한했다. 이미 이루어진 은퇴에 대한 회상적 기억에 의존하는 방
식이 아니라 은퇴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SWB 보고의 연간 변화를 토대로
하여 은퇴에 기인한 영향을 측정했다. 다시 말해서 SWB와 노동시장 지
위에서 개인 내(고정효과) 변동에 토대를 두고 분석을 실시했다. 은퇴의
자발성 여부는 은퇴자의 직접 보고에 의존했다. 은퇴기간은 조사의 종단
적 구조를 기초로 구성되었으며, 은퇴가 SWB에 미치는 영향에서 습관화
의 증거 유무를 평가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추가 설명변수로는 연령, 학
력, 결혼상태(미혼, 유배우자, 별거/이혼/사별), 부양자녀, 주택점유형태
(임대, 대출無 자가소유, 대출有 자가소유), 거주위치(거주 州) 등이 분석
에 사용되었다.
표본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4-2>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표본의 경우
2001～2015년 조사기간 평균연령은 59.4세이며, 은퇴자는 관측치의 22.5%
를 차지했다. 표본을 구성하는 6,879명 중에서 27%에 해당하는 1,863명이
2015년까지 은퇴로 이행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전체 관측치 중 약 9.5%가
비자발적 조기은퇴에 해당되었으며, 은퇴를 조건부로 할 때 42%가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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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 조기은퇴로 보고됐다. 여성의 연금수급개시연령 변경이 은퇴가 SWB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도구변수로 이용되었다. 전체 관측치의
약 1/5은 수급연령을 충족하는 개인들이며 평균 수령기간은 약 1년이었
다. 표본 관측치의 대다수는 배우자가 있고 부양자녀가 없는 자가 소유자
였다. 남성 표본과 비교해 볼 때 여성 표본의 경우 은퇴 비율이 조금 더
높고 은퇴기간은 더 길고 유배우 비율은 더 낮게 나타났으며 별거/이혼/
사별 비율은 더 높았다. 근로자 표본과 비교해 볼 때, 은퇴자의 경우 삶에
대한 만족도는 더 높고 평균연령 역시 더 높았으며 학력은 더 낮고 주택
담보대출이 없는 완전 자가소유 비율은 더 높았다.
분석의 다음 단계로 SWB를 결정하는 다중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다변
량분석 기법이 활용되었다. 이는 은퇴생활의 SWB와 잠재적으로 연관된
대안적 요인들의 영향을 분리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이다.
<표 4-2> 기초통계
삶의만족도(0, 10)
자발적 은퇴
비자발적 은퇴
은퇴기간
연금수급연령
연금수급기간
여성
연령
미혼
유배우자
별거/이혼/사별
학력(년)
부양자녀
임대
자가소유-완전소유
자가소유-대출
개인
관측치

전체 표본
7.998
0.225
0.095
1.599
0.203
0.905
0.488
59.43
0.052
0.770
0.178
12.150
0.315
0.154
0.575
0.271
6,879
45,415

여성
8.027
0.236
0.094
1.805
0.204
1.021
1
59.14
0.051
0.715
0.234
12.007
0.301
0.157
0.581
0.262
3,355
22,062

자료 : 호주 HILDA 조사의 개인별 기록 데이터.

남성
7.970
0.215
0.095
1.404
0.202
0.797
0
59.70
0.052
0.822
0.126
12.285
0.328
0.151
0.570
0.279
3,524
23,353

근로자
7.945
0
0
0
0.129
0.585
0.479
57.73
0.056
0.773
0.172
12.320
0.367
0.157
0.523
0.320
6,879
35,178

은퇴자
8.178
1
0.421
7.095
0.572
2.523
0.509
65.29
0.041
0.761
0.199
11.564
0.133
0.145
0.753
0.102
1,863
1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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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분석방법

1. 패널회귀모형 : 고정효과 추정량
은퇴가 SWB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
고정효과 회귀모형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4-1)
xit는 관측된 설명변수,   는 개인특이적효과,  it는 xit와   로부터 독립
된 것으로 가정되는 특이오차항이다. xit를 구성하는 특징은 연령, 성별,
결혼상태, 거주위치(거주 州), 부양자녀, 건강 및 장애 상태를 포함한다.
고정효과 회귀모형을 선택한 이유는 미관측 개인 효과에 제약적 분포 가
정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정효과 추정량은 시간에 따른 개인 내
공변량 변동에 의해 규명된다. 개인 고정효과인   는 삶에 대한 만족도척
도에서 개인적 차이를 허용한다. ‘은퇴’ 지시변수에 대한 상관계수  은
관측된 타 공변량을 조건으로 고용에서 은퇴로 이행 시 개인의 만족도 변
화 평균을 측정한다. 이를 반영한 모형 설정은 다음과 같이 확장된다.

(4-2)
‘비자발적 조기은퇴’ 변수를 포함함으로써 은퇴의 효과를 자발적 요소
와 비자발적 요소로 분리할 수 있다. 은퇴소비퍼즐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비자발적 조기은퇴 지시변수에 대한 상관계수는 은퇴
시점에 경험하게 되는 예상치 못한 부정적 소득 충격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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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널회귀모형 : 고정효과 도구변수 추정량
‘은퇴’ 지시변수와 관측된 타 공변량이 특이오차항

와 상관관계가 없

을 경우 식 (4-2)의 고정효과 추정량은 은퇴가 SWB에 미치는 인과적 효
과를 포착한다. 그러나 특이오차항

의 시변적(time-varying) 요소 중

‘은퇴’와 상관된 구성요소가 있을 경우, 고정효과 추정량은 비일관적으로
추정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고정효과 도구변수 추정
량이 추가 실시된다. 동 추정량에 대한 모형 설정은 다음과 같다.

(4-3)
호주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따라 여성 표본에 대해 ‘은퇴’ 도구변수

it

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93년 호주 정부는 여성의 연금수급개시연령
(APA)을 점진적으로 늦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60세였던 APA가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년마다 6개월씩 증가되었다. 그 결과 2014년 여
성의 APA는 남성과 동일한 수준인 65세가 되었다. <표 4-3>에 요약된
이 개혁은 대상이 된 출생 코호트 여성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소득 충격
을 안겨주었다(은퇴 지연으로 인한 급여 증가는 발생하지 않음). Atalay
& Barrett(2015)의 연구는 동 개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60～65세
여성들 사이에서 은퇴를 지연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
성들 사이에 은퇴의 인과적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변수가 된
다는 점을 보여준다. APA 개혁을 이용하여 여성의 은퇴상태에 대한 도
구변수를 구성했으며 이는 현재 연령이 출생 코호트에 따라 적용되는
APA 기준에 해당하는가를 보여주는 지시변수가 되었다. 잠재적 쾌락적
응을 조사하기 위해 연금수급기간(MAX, [0, ageic-APAc])을 추가 도구
변수로 구성하여 은퇴기간이 SWB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남성의 경우
APA에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상응하는 도구변수가 구성되지 않았으며
동 추정량에 기초한 분석은 여성 표본에만 국한되었다.

제4장 은퇴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101

<표 4-3> 호주 연금수급 개시 연령
연금수급개시연령

출생코호트
1935년 7월 1일 이전
01/07/1935-31/12/1936
01/01/1937-30/06/1938
01/07/1938-31/12/1939
01/01/1940-30/06/1941
01/07/1941-31/12/1942
01/01/1943-30/06/1944
01/07/1944-31/12/1945
01/01/1946-30/06/1947
01/07/1947-31/12/1948
01/01/1949-30/06/1952
자료 : 호주 정부 발표 내용을 필자가 정리.

여성
60
60.5
61
61.5
62
62.5
63
63.5
64
64.5
65

남성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δ의 도구변수 추정량은 은퇴가 SWB에 미치는 국지적평균처리효과
(LATE)를 나타낸다. 이 도구변수가 60～65세 연령대 여성에 대한 APA
변화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관계수는 관측된 타 공변량
을 조건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증가로 인해 은퇴를 미루는 여성들 사
이에서 은퇴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평균적 영향을 측정했다.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에 기인한 은퇴의 변화를 분리시키는 LATE는 정책 관련성
을 지니며 여성의 은퇴 결정에서 자발적 변화에 해당된다. 따라서 모형
설정의 일관성을 위해 비자발적 은퇴 지표변수를 동 모형에 포함하지 않
았다.

제5절 실증분석 결과

1. 은퇴와 주관적 안녕
<표 4-4>는 은퇴가 SWB에 미치는 조건부 평균 영향에 대한 패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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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추정치의 결과를 보여준다. 표에서 (1)열은 고정효과 회귀 추정량에
기초한 전체 표본에 대한 결과이다. 다른 관측 요인들을 모두 동일하게
유지할 때 은퇴는 삶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비록 효과의 크기(magnitude)는 0.05로 약하게 나타났지만(0～10
척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타 공변량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연령
은 삶에 대한 만족도와 유의미한 비선형적 관계(quadratic relationship)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본 연령대에 부정적인 부분효과를 미쳤다. 미
혼 참조범주와 비교해서 배우자가 있는 개인의 경우 SWB가 상당히 더
높게 나타났다. 부양자녀의 존재는 다른 조건을 모두 동일하게 유지할 때
더 낮은 SWB와 연관되었다. 자가소유의 경우, 특히 담보대출이 없는 완
전소유의 경우, 기타 조건을 모두 동일하게 유지할 때 임대와 비교하여
더 큰 SWB를 경험했다. 주택점유형태와 관련된 조사결과는 재산이 SWB
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반영할 수 있으며, 또한 주택소유와 연관된 재
정 및 주거 차원의 안정을 반영할 수도 있다.
<표 4-4> 은퇴와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패널회귀모형 추정 결과)
(1)
0.048 (0.018)

(2)
0.111 (0.025)
-0.122 (0.032)
0.045 (0.018)
-0.300 (0.150)
0.375 (0.106)
-0.300 (0.217)
-0.012 (0.021)
-0.064 (0.020)

자발적 은퇴
비자발적은퇴
연령
0.048 (0.018)
연령 제곱
-0.312 (0.150)
유배우자
0.377 (0.106)
별거/이혼/사별 -0.300 (0.212)
학력
-0.013 (0.021)
부양가족
-0.065 (0.020)
자가소유-완전
0.156 (0.031) 0.154 (0.031)
소유
자가소유-대출
0.086 (0.031) 0.086 (0.031)
표본
전체
전체
추정량
FE
FE
2
0.055
0.058
R
i
6879
6879
n
45415
45415
주 : 각 모형은 거주지역(거주州) 통제를 포함.
자료 : 호주 HILDA 조사의 개인별 기록 데이터.

(3)
0.088 (0.036)
-0.107 (0.046)
0.007 (0.028)
-0.015 (0.230)
-0.093 (0.181)
-0.712 (0.197)
0.015 (0.027)
-0.095 (0.028)

(4)
0.136 (0.035)
-0.136 (0.043)
0.079 (0.024)
-0.557 (0.198)
0.626 (0.128)
-0.094 (0.144)
-0.049 (0.034)
-0.037 (0.027)

0.049 (0.028)

0.250 (0.041)

(5)
0.910 (0.258)
0.096
-1.085
-0.078
-0.703
0.024
-0.118

(0.038)
(0.389)
(0.186)
(0.202)
(0.028)
(0.030)

0.023 (0.048)

-0.064 (0.046) 0.215 (0.041) -0.048 (0.048)
여성
남성
여성
FE
FE
IV-FE
0.033
0.049
0.005
3355
3524
3355
22062
23353
22062
괄호 안은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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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소비퍼즐을 연구한 기존 문헌은 은퇴시기에 경험하는 소비 및 복
지상태와 관련하여 은퇴 사유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시점 간 선
택의 LCM과 동일한 맥락에서, (건강상의 큰 문제 등에 기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은퇴한 개인들은 은퇴를 고용상태 시 경험한 안녕보다 더 낮은
수준의 안녕과 연관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설정을 확
대하여 은퇴의 자발성 여부에 대한 지표변수가 포함되었으며, 자발적 은
퇴가 기본 범주로 설정되었다. 이 통제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은퇴 지표에
대한 상관계수는 상당히 더 크고 통계적 유의성도 높아졌다. 비자발적 은
퇴에 대한 상관계수는 음의 값으로 나타났고 크기는 크고 통계적 유의성
도 높았다. 비자발적 은퇴의 추정된 순효과는(δ1+δ2=-0.011) 통상적 차원
에서 볼 때 작고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동 모형에서 도
출된 결론이 함축하는 것은 개인이 노동시장을 이탈하여 은퇴로 이행할
때 자발적 은퇴가 SWB의 상당한 증가와 연관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은퇴한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조기 은퇴가 강요된
경우에는 은퇴에 수반되는 SWB의 증가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평
균적으로 볼 때 비자발적 은퇴는 관측된 타 요인들을 조건으로 하면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은퇴가 SWB에 미치는 영향에서 추가적 잠재 외생성을 연구하기 위해
상이한 하위표본에 대한 고정효과 회귀모형들이 추정되었다. <표 4-4>
에서 (3), (4)열은 여성과 남성 하위표본 각각에 기초한 추정치를 제시한
다. 여성의 경우 자발적 은퇴가 SWB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
며 비자발적 은퇴의 순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관측된 기타 공변
량의 효과를 보면, 여성의 경우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SWB 증감이 관찰
되지 않았으며(표본의 50세 이상 연령대) 미혼과 유배우 여성 사이에 평
균값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별거/이혼/사별은 상당히 더 낮
은 SWB와 연관되었다. 자가소유는 여성의 SWB와 미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의 경우 자발적 은퇴
는 여성 표본에 비해(또한 전체 표본에 비해) SWB의 더 큰 증가로 나타
났다. 이와 대칭적으로 비자발적 은퇴의 부정적 영향 역시 여성에 비해
강하게 나타났다. 남성 표본은 여성에 비해 연령 증가(50세 이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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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부정적 부분효과가 관찰되었다. 한편 배우자가 있는 경우 SWB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와 선명한 대조를 보
인다. 자가소유 역시 기타 조건이 모두 동일할 경우 남성의 안녕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만약 SWB에 영향을 미치고 은퇴와 상관관계를 갖는 시변적 잠재요인
들이 존재한다면, 고정효과 회귀모형에 기초한 결과들은 은퇴가 SWB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는 건강,
인지능력, 사회적 자본 등의 측면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
비하여 은퇴가 안녕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도구변수 접
근법이 추구되었다. 호주 여성들의 APA 변경은 은퇴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일과 레저에 대한 선호, 건강,
기타 개인적 특징들과는 독립적이다. APA 개혁은 강력한 도구변수를 나
타내며 이는 여성의 출생 코호트(생년월일은 HILDA 조사 공개 버전에
제공)와 연령 간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었다. 도구변수 고정효과 패널 추정
량은 APA 변화로 인해 은퇴 결정을 바꾼 여성들 사이에서 은퇴가 SWB
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나타내는 LATE를 포착할 수 있다. 이는 자발
적 은퇴가 개인적 안녕에 미치는 정책 관련 처리 효과를 나타낸다.
<표 4-4> (5)열에 제시된 추정치들은 여성 관측치 표본의 도구변수 추
정량을 토대로 한다. 이 모형에서 은퇴는 SWB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며 상관계수 추정치는 1.0에 가깝게 나타난다(0～10
척도). 이는 은퇴가 개인의 안녕에 크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자발적으로 은퇴하고 사회보장 급여의 수
급개시연령의 변화로 은퇴 선택을 수정한 여성들이 생애주기의 고용-은
퇴 단계로 이행하면서 안녕을 성공적으로 유지했으며 사실상 안녕의 상
당한 증가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추정된 인과적 효과는 (3)열에
서 보고된 고정효과 추정치에 근거한 효과보다 상당히 더 높다. 이렇게
추정치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첫째, 고정효과 추정치가 SWB에 미치는 은퇴의 효과를 교란하는 미관측
시변적 개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둘째, IV-FE
인과적 영향이 APA 변화에 따라 은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여성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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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국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이 집단은 소득수준이
더 낮았거나 유동성 제약을 받았을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APA 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높아진 수급개시연령을 이유로 노동시장 이탈
시기를 지연시켰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들에게 은퇴(그리고
이후 연금 급여)는 안녕의 상당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의 모형 설정에 대한 민감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형들은 확대된
일련의 공변량들로 추정되었다. 모형에 추가된 설명변수는 매회 HILDA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작성한 SF-36 질문지에서 구성된 신체 및 정신 건
강 지표를 포함했다. 신체 및 정신 건강 지표들은 0～100까지 척도로 구
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더 좋다. 건강 변수들에 대한 상
관계수 추정치들은 양의 값을 가지며, 크기는 작고, 전반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다. 건강 측도들을 포함시킨 것은 은퇴 지표변수의 추정
치 효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비자발적 은퇴 지표에 대한 상관
계수의 크기는 사용된 전체 모형에 걸쳐 감소되었다(0.02～0.04 정도). 자
발적 은퇴가 SWB에 미치는 효과는 건강 측도의 포함에 민감하지 않았으
며 이러한 통제변수들은 비자발적 은퇴 사유들과 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모형 설정은 배우자의 건강 측도 등과 같은 배우자 특징에 대한
추가 통제변수를 포함시킴으로써 더욱 확대되었다. 결혼상태가 SWB에
미치는 추정 효과는 이러한 통제변수의 포함에 민감했으나 주요 은퇴 지
표변수들에 대한 상관계수 추정치는 그렇지 않았다.

2. 은퇴에 대한 쾌락 적응
다음으로 은퇴에 대한 쾌락적응 또는 습관화의 문제를 검토했다. HILDA
조사의 종단적 구조를 이용하여 은퇴로 이행한 것으로 관측된 개인들을
대상으로 은퇴기간을 구성했다. 은퇴기간을 포함하여 FE 패널 회귀모형
들을 재추정했다. IV-FE 추정량을 위해 연금수급기간에 해당하는 추가
도구를 구성했다.
모형 추정치는 <표 4-5>에 제시되어 있다. (1)～(3)열은 전체 표본에
대한 FE 추정량에 기초한 추정치들이다. 비자발적 은퇴를 통제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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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통제한 (1)열에서는 은퇴기간을 포함한 것이 SWB의 더 큰 증가
로 이어졌으며(표 4-4의 (1)열과 비교 시), 은퇴생활에서 1년이 추가되는
것은 SWB가 0.01 정도 하락하는 것과 연관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있지만 은퇴생활 1년이 갖는 부분효과의 크기는 작았고 SWB의 부분적
적응이 나타났다. (2)열은 비자발적 은퇴에 대한 통제를 추가했다. 이 설
정의 경우 은퇴상태에서 보낸 추가적 시간이 SWB에 대한 유의미한 부분
효과를 갖지 않았다. (3)열은 가장 포괄적인 설정으로 비자발적 은퇴와
은퇴기간 간 상호작용을 포함했다. 이 설정을 통해 자발적 은퇴자와 비자
발적 은퇴자 간 잠재적 쾌락적응 경로의 차이를 관측할 수 있었다. 추정
치에 따르면 비자발적 은퇴의 경우 SWB에 유의한 효과가 없고 은퇴기간
에 따른 SWB의 변화도 관측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발적 은퇴자의 경우
은퇴 시에 SWB의 상당한 증가를 경험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분이
잠식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는 처음에 은퇴로 인한 경험에 의해 긍정
적으로 자극을 받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자극이 감소하는 ‘밀월’
효과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이것은 은퇴에 대한 부분적 쾌락적응에 해당한
다. 추정치들을 살펴보면 SWB가 은퇴 전 기준점(pre-retirement baseline)으
로 돌아오는 데 평균 10년이 걸린다. 은퇴 전 기준점은 은퇴기간의 관찰
된 표본값들 중 한 극단을 구성한다.
그러고 나서 동 모형 설정은 남성과 여성 표본에 대해 각각 반복되었
다. (4), (5)열은 여성 표본에 기초한 추정치들을 포함한다. 은퇴기간을 포
함할 때 은퇴에 진입한 시점에 SWB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나
시간에 따른 적응의 증거 역시 관측되었다. 자발적 은퇴자의 경우 은퇴생
활에서 보낸 추가적 1년의 한계효과는 부정적이며 크기도 작게 나타났는
데 이는 부분적 적응을 시사한다(추정치에 따르면 완전 적응과 SWB 기
준점 복귀에 평균 17년이 걸린다). 비자발적 은퇴의 경우 은퇴에 따른
SWB의 초기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으며 은퇴 후 시기 증가에 따른 SWB
의 유의한 조정 역시 관측되지 않았다.
(6), (7)열은 남성 표본에 기초한 추정치를 제시한다. 추정 결과에 따르
면 남성의 경우 은퇴에 대한 쾌락적응 경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시장을 자발적으로 이탈한 남성의 경우 초기에 SWB가 크게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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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은퇴기간이 길어질 때도 증가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비자
발적 남성 은퇴자의 경우 은퇴 시점에 SWB의 주목할 만한 변화가 관측
되지 않았으며 시간의 경과로 인한 변화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7)열은 APA 개혁에 따른 은퇴 인센티브의 변동을 이용한 여성 표본
IV-FE 추정량을 제시한다. 이 모형 설정에서는 은퇴에 따른 SWB 증가
가 <표 4-4> (5)열의 IV-FE 모형 설정보다 더 크게(상당히 큰 차이는
아님) 나타났다. 은퇴기간에 대한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5)열
에서 보고된 FE 추정량에 비해 크기도 더 크게 나타났다. IV-FE 추정
결과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은퇴행동을 수정한
여성의 경우 은퇴에 대한 급속한 쾌락적응이 나타났다. 그러나 IV 추정치
의 정확성이 낮아서 적응 속도의 신뢰구간이 훨씬 더 넓다.
이후 쾌락적응에 대한 추정 결과의 강건성을 검증했다. 다항식, 계단함
수, 선형 스플라인을 이용하여 은퇴기간의 포함에 대한 대안적 모형 설정
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대안적 설정에서 도출된 결과는 <표 4-5>에 제시
된 정성적 결과와 일관성을 나타냈다.
<표 4-5> 은퇴 후 기간과 삶의 만족도(패널회귀모형 추정 결과)
자발적 은퇴 비자발적은퇴 은퇴기간 비자발적은퇴기간
R2
0.0831
-0.0096
0.0604
(1)
(0.0203)
(0.0020)
0.1343
-0.1014
-0.0048
0.0624
(2)
(0.0259)
(0.0320)
(0.0051)
0.1610
-0.1524
-0.0172
0.0237
0.0624
(3)
(0.0280)
(0.0379)
(0.0069)
(0.0090)
0.1200
-0.0882
-0.0094
0.0458
(4)
(0.0374)
(0.0462)
(0.0026)
0.1545
-0.1584
-0.0094
0.0124
0.0458
(5)
(0.0400)
(0.0545)
(0.0026)
(0.0050)
0.1521
-0.1250
0.0004
0.0122
0.0566
(6)
(0.0406)
(0.0542)
(0.0072)
(0.0122)
1.1080
-0.2790
0.0180
(7)
(0.2400)
(0.1240)
주 : 모형 (1)～(3) : 전체 표본(6,879명), FE, 관측치=45,415개, (4)～(5) : 여성 표본
(3,355명), FE, 관측치=22,062개, (6) : 남성 표본(3,524명), FE, 관측치=23,353개,
(7) : 여성 표본(3,355명), IV-FE, 관측치=22,062개, ( ) 안은 표준오차.
자료 : 호주 HILDA 조사의 개인별 기록 데이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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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소 결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은퇴한 개인의 대다수는 고용에서 은퇴로 이행하
는 중요한 생애주기 단계를 거치면서 자신의 안녕을 성공적으로 유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자발적 은퇴자들은 은퇴 후 SWB의 상당한
증가를 경험했다. 또한 IV-FE 추정량을 이용했을 때 사회보장제도의 변
화로 은퇴시기를 미룬 여성들은 고용에서 은퇴로 이행할 때 SWB의 상당
한 증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상치 못하게 조기
은퇴를 한 남성과 여성의 대다수는 은퇴 시점에 SWB의 어떤 변화도 경
험하지 못했다. 또한 여성 표본의 경우 부분적 쾌락적응의 증거가 나타났
으며 남성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습관화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발적 은퇴는 여성과 남성의 상당한 SWB 증가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점 간 안녕 유지의 LCM을 지
지했다. 개인과 가정의 안녕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SWB 측도
에 기반한 저자들의 연구는 보다 전통적인 지출 행동 연구와 대조적인 결
과를 보여준다. 은퇴가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요한 이질성이 발견되
었으며, 이는 자발적 은퇴와 비자발적 은퇴 사이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
타났다. 비자발적 은퇴자는 큰 충격(중대한 건강 문제 등)을 경험한 것을
계기로 예상치 못하게 빨리 노동시장을 이탈한 사람들이다. 본 연구결과
에 기반한 정책적 대응을 살펴보면, 모든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정책보다는 계획에 따른 은퇴가 불가능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이 안녕 증진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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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인구 고령화(Population Ageing)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만
겪는 고유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를 보면
고령자 관련 문제가 매우 빠르게 심화․악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
임을 알 수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진행 속
도는 전통적인 고령화 선두국가로 일컬어지는 일본보다도 훨씬 빠르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이행에 24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이행에 11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당 기
간이 각각 18년(2018년 도달)과 8년(2026년 도달)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22)
이러한 인구 고령화는 저출산뿐만 아니라 평균수명 연장과도 깊은 관
련이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생명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대수
명은 2000년 76.01년에서 2015년 82.06년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
으며, 특히 여성의 기대수명은 남성에 비해 매년 7년 내외의 높은 수준을

22) UN의 기준에 의하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이
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면 초
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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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추이(2000～2015년)

자료 : 통계청,「생명표, 국가승인통계 제101035호」, 각 연도.

기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산업화 35개국 기대수명’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져, 2030년에 태어나는 우리나라 여
성의 기대수명은 90.82세, 남성의 기대수명은 84.07세로, 남녀 모두 세계 1
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23)
이러한 기대수명 증가는 현재 법적 정년퇴직 연령(60세)이나 평균 은
퇴연령(50대 중반)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은퇴 이후 생활기간이 20∼
30년 이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은퇴 후 삶의 질
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은퇴 후에는 생활범위가 좁아지고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주거 형태나 환
경이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고령층의 은퇴 후 삶의
질과 관련하여 주거 관련 요인이 매우 중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 대한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히 고령
층의 은퇴 후 주거 이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좀 더 상세한 분석을 위해, 주거 이동(이사)
여부뿐만 아니라 입주형태 변화나 자가 득실 여부, 거주지역 이동 여부,
23) 한겨레(2017.2.22),「한국 여성 기대수명 세계 첫 90살 돌파 … 남녀 모두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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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나 대도시 안팎으로의 이동 여부 등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
본다.

제2절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은퇴 후 주거이동이 고령층의 행복(생활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은퇴 고령층의 주거이동과 생활만족
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를 찾기 어려운 관계로, 본절에
서는 주거이동과 고령층의 생활만족도 관련 선행연구와 은퇴 적응 문헌
들을 살펴본다.

1. 주거이동과 생활만족도
주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로, 주거
를 결정하면 이웃 등 주변 환경 역시 자연스럽게 뒤따라 결정된다. Schooler
(1970)는 이러한 주거 및 물리적 환경 요인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거 결정과 관련하여 Alonso(1964)는
비용, 주택가격 등의 경제학적 요인을 고려하여 효용극대화를 바탕으로
한 주거이론 확립에 기여하였지만, 주거환경은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외
부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의 이론을 통해 주거이동 패턴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주거이동은 단순 주거 변
화뿐만 아니라 환경 변화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 주
거생활만족도, 더 나아가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 나타난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거이동이 고령층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일
관적이지 않다. 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거이동이 긍정적으로 작용
한다는 연구결과(Lawton & Cohen, 1974)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혼재한다(Brand & Smith, 1974; Larson et al., 2004; Wells &

112

일과 행복(Ⅲ)

Macdonald, 1981). Lawton & Cohen(1974)은 질이 좋은 주택으로 이사한
고령층이 이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Brand & Smith(1974)는 주거이동을 경험한 노
인들이 삶의 만족도가 낮아졌음을 밝혔고, Larson et al.(2004)은 주거이
동 유형에 따라 정도가 다르지만 부정적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였다.
Wells & Macdonald(1981) 또한 주거이동을 선택한 노인들을 조사하였을
때, 삶의 만족도가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Wells & Macdonald
(1981)는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모든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
며,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Smider et
al.(1996) 역시 주거이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학적 자원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한다. 해외 연구와 마찬가지로
국내 연구에서도, 주거이동이 고령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강
희경․유병선, 2011)도 있는 반면, 자발적인 주거이동의 경우와 아파트
소유를 위한 이동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결과(서승희․이경희, 1996)
도 존재한다.
직접적인 주거이동 외에도 주거이동에 관련된 여러 변수들 역시 고령
층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아파트 평수의 증가와 같은 물리적 조
건의 변화뿐만 아니라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사회적 관계 변화와 같은 외
부 및 사회적 조건 역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승
희․이경희, 1996). 또한, 서승희․이경희(1996)가 밝힌 바와 같이,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성격인지를 나타내는 내외 통제성격 특성도 주거이동 시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Smider et
al.(1996)과도 일치한다.
주거이동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뿐만 아니라 주거생활만족도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Law & Cohen(1974)은 주거이동이 고
령층의 주거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강은
택․정효미(2015)와 같은 국내연구에서는 주거이동이 노인에게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4) 하지만 주거이동
24) 한편, 점유형태, 주택유형, 수도권 거주 여부 등은 노인가구의 주거만족도와 유의
한 관계를 보였다. 전세/월세에 비해 자가인 경우, 타 주택유형 대비 아파트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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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취업 및 창업, 환경 및 건강, 편의시설, 평수
조정, 내 집 마련 등의 동기로 한 주거이동은 저렴한 가격 동기에 의한 이
동보다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수․최
민섭(2014) 또한 주거이동을 통해 주택의 면적이 증가하면 은퇴계층의 주
거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였다.
<표 5-1> 주거이동과 생활만족도 관련 선행연구 결과

개인
특성

결정요인
성별(여성)
연령
학력
독거 여부
동거 가족(유)
자녀와의 친밀도
종교(유)
건강상태
내외 통제성격 특성

사회경제적
가처분소득
특성

주거이동

주거
특성

영향
비유의
양(+)
비유의
음(-)
비유의
양(+)
양(+)
양(+)
양(+)

관련 선행연구
강희경․유병선(2011)
강희경․유병선(2011)
강희경․유병선(2011)
서승희․이경희(1996)
강희경․유병선(2011)
서승희․이경희(1996)
강희경․유병선(2011)
강희경․유병선(2011)
서승희․이경희(1996)

양(+)

강희경․유병선(2011)

양(+)

Lawton & Cohen(1974)
강희경․유병선(2011)
Brand & Smith(1974)
Larson et al.(2004)
Wells & Macdonald(1981)

음(-)

주거이동 전후
심리적 우울감 변화

양(+)

서승희․이경희(1996)

아파트 소유권(유)

양(+)

서승희․이경희(1996)

아파트 평수

양(+)

서승희․이경희(1996)

주거이동 후
주택면적 변화

양(+)

김현수․최민섭(2014)

범죄로부터 안전성

양(+)

서승희․이경희(1996)

이전 주택에 대한 만족도

양(+)

서승희․이경희(1996)

주거이동 후 사회적 관계
변화

양(+)

서승희․이경희(1996)

주거이동 자발성

양(+)

서승희․이경희(1996)

주택
면적

자료 :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 정리.
주하는 경우, 그리고 수도권에 살거나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노인가구의 주
거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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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구 대상을 고령층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연령층으로 확장하여
주거이동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 연구도 존재하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기현 외(2013)는 주거이동을 경험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그 유형을 세분화하여 주거이동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세대/다가구로의 이동은 주거만
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가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이동은 긍정
적 영향을 보였다. 또한, 대형마트 및 백화점, 대중교통, 의료시설, 교육환
경과 같은 편의시설에의 접근이 용이하면 주거만족도가 증가하고 대기오
염이 심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은퇴 적응
은퇴를 경험한 고령층이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그들이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들의 은퇴 적응 패턴에 더욱 관심을 갖
고 그들이 또 다른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에 사회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
요가 있다. 김지경․송현주(2010)는 은퇴경과기간이 9년 이상일 때 은퇴
후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은퇴 적
응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신현구(2007) 역시 은퇴 후 경
과기간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
한 결과들은 은퇴 적응을 분석함에 있어 횡단면분석을 이용하였기 때문
에 동일한 사람의 은퇴경과기간을 추적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존재한
다. 성지미․안주엽(2011)은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은퇴지속기간과 은퇴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여 긍정적 관계를 도출하였지만, 종속변수 측면
에서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전반적 생활만족도와 거리가 있다. 이에 본절
에서는 패널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은퇴 후 경과기간을 포
함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해외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은퇴 후 경과기간이 미치는 영향은
일관적이지 않다. Richardson & Kilty(1991)에 따르면, 은퇴는 생활만족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은퇴 기간이 지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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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은퇴 관련 요인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결정요인
은퇴 여부

은퇴
관련
변수

은퇴 경과 기간

은퇴 시점
은퇴 자발성
여성
개인
특성
변수

연령
결혼 여부
학력

기타
변수

영향
비유의

관련 선행연구
Gall et al.(1997)

음(-)

Richardson & Kilty(1991)

양(+)

Richardson & Kilty(1991)

비유의

Gall et al.(1997)
김동배 외(2013)

개인별
차이

Wang(2007)
Pinquart & Schindler(2007)

비유의

김동배 외(2013)

양(+)

김동배 외(2013)

양(+)

Richardson & Kilty(1991)

음(-)

김동배 외(2013)

양(+)

Richardson & Kilty(1991)

비유의

Richardson & Kilty(1991)

양(+)

김동배 외(2013)

비유의

Richardson & Kilty(1991)

건강 상태

양(+)

Richardson & Kilty(1991)
김동배 외(2013)

소득

양(+)

김동배 외(2013)

가족관계 만족도

양(+)

김동배 외(2013)

자료 :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 정리.

하면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한다. 반면, Gall et al.(1997)에 따르면,
은퇴 전에 비해 은퇴 1년 후 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그 기간이 6～7년이
됐을 때 생활만족도가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또한, Pinquart & Schindler(2007), Wang(2007) 등은 잠재성
장모형을 통해 은퇴 적응 패턴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보임으로써 은퇴
적응은 개인에 따라 다르며 은퇴경과기간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희소성이라는
한계로 은퇴지속기간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드물
다.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유일한 연구인 김동배 외(2013)의 경우,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였을 때 은퇴지속기간이 은퇴 후 생활만족도 초기
치뿐만 아니라 변화율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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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였다. 이들은 은퇴지속기간 이외에도 은퇴 관련 변수로서 은퇴
시점과 은퇴자발성 등의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은퇴시점은 초기치와 변
화율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고, 은퇴자발성은 생
활만족도 초기치에는 양(+), 변화율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관련 변수 이외에도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건강상태, 소득, 가족관계 만족도 등이 있다. 성별의 경우 일관된 결
과를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해외연구 중 Richardson & Kilty(1991)에
서는 여성의 경우 더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인다고 한 반면, 국내연구 중
김동배 외(2013)에서는 여성 은퇴자의 생활만족도가 더 낮다고 주장하였
다. 한편, 다른 요인들과 관련해서는, 연령과 건강상태는 생활만족도와 양
의 관계를 보이며(Richardson & Kilty, 1991), 학력, 건강상태, 소득, 가족
관계 만족도 등 또한 은퇴자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김동배 외, 2013)으로 분석된 바 있다.

제3절 연구방법론

1.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용 변수 구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
(KLIPS :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2차(1999년)～18차(2015
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종속변수 및 주거이동 관련 독립변수가 전기 대
비 변화 변수이고, 혼인상태 변화 여부 변수가 1차와 2차에는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분석에는 3차(2000년)～18차(2015년) 자료만 이용되
었다.25) 분석대상은 연구의 목적상 50대 이상 은퇴 고령층에 한정하였으
며, 은퇴 후 첫 번째 이사경험에 대해서만 분석을 수행하였다.26) 여기에
25) 2차년도 자료는 변수 구성 시에만 사용되었다.
26) 은퇴 후 이사경험이 두 번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이사 직전 연도까지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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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은퇴’는, 6차 및 18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장년층(만 50세 이상 만 74세
이하) 부가조사에서 사용된 (완전)은퇴와 부분은퇴를 포괄한다.27) 50대
이상 고령자의 구체적인 은퇴 시점 정보는 6차 또는 18차 부가조사 자료
에서 얻었으며, 은퇴 연도가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시작된) 1998년 이후인
고령자들만을 대상으로 은퇴 이후 매 차수의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만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관심변수들이 전기 대비 변화를 나타내기 때
문에 은퇴 이후 모든 연도의 자료가 가용하지 않은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2. 분석 모형 및 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종속변수가 서열변수임을 고려하여,
패널 순위 프로빗 모형(Panel Ordered Probit Model)을 이용하였다. 패널
모형을 이용하면 개인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
을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생활만족도 (전기 대비) 변화에 대한 잠
재변수(latent variable)를   라고 가정하면,   에 대한 결정식은 기본
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5-1)

위 식 (5-1)에서  는 은퇴 고령자 개인  의 년도 주거이동 관련 변
수–(전기 대비) 이사 여부, 입주형태(자가/전세/월세/기타) 변화 여부, 입
주형태가 자가에서 차가로 또는 차가에서 자가로 변화 여부, 거주 지역
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27) 6차 및 18차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장년층(만 50세 이상 만 74세 이하) 부가조사 설
문지에 따르면, ‘은퇴’란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 정도의 일 이외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
에서 ‘소일거리 일’은 취미, 특기 활동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일
로, 생계유지와 무관하게 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소득 금액이 적더라도 생계를 위
해 일을 하고 있거나 미취업상태에서 생계를 위한 일을 찾고 있다면 은퇴하지 않
은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념정의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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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여부, 서울 안팎으로 이사 여부, 또는 7대 대도시 지역 안팎으로 이
사 여부 더미변수–를 나타낸다.  는 은퇴 고령자  의 기타 개인 및 가
구 특성 변수 벡터로서, 성별, 연령, 학력, (전기 대비) 혼인상태 변화 여
부, 취업 여부,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비근로 및 근로 소득), 가구주 여부,
종교유무, 자녀유무, 종사업종(제조업 여부) 등을 포함한다.  는 관찰되
지 않는 은퇴 고령자  의 고유한 특성,  는 연도별 더미변수 벡터로 개
인적 이질성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포함된다. 
는 오차항으로 패널 순위 프로빗 모형에서는  와 더불어 정규분포를 따
르는 것으로 가정된다. 식 (5-1)의 추정치들(, )은  를 확률변수로 간
주하는 확률효과(random effects) 모형을 통해 추정하게 된다.
실제 관찰된 변수인  는 잠재변수인  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
것으로 가정된다.28)

        ≤ 
         ≤ 
         ≤ 
⋮
             ≤   
        

3. 분석 표본의 특성
<표 5-3>에는 본장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
다. 주요 관심변수인 종속변수와 주거이동 관련 변수에 대해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우선, 종속변수는 은퇴 고령자의 만족도 변화로, 전기 대비 차
28) 생활만족도 점수가 1∼5점의 척도-매우 불만족 (1), 불만족 (2), 보통 (3), 만족 (4),
매우 만족 (5)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대비 차분 값은 실제로는 -4에서 +4의
값을 가질 수 있다. 패널 순위 프로빗 모형(확률효과)에서는 종속변수의 실제 값
은 관계없고 단지 더 큰 값이 더 높은 outcome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5장 은퇴 고령층의 주거이동과 생활만족도 119

분 값으로 측정되었다. 만족도 변수로는 주거이동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 생활만족도와 주거생활만족도를 선택하였으며, 독립변
수인 주거이동이 전기 대비 변화를 나타내는 점을 감안하여 종속변수인
만족도 또한 수준 변수 대신 변화 변수로 분석하였다. 한편, 주거이동은
주거 변화(이사) 자체뿐만 아니라, 좀 더 세부적으로 입주형태나 거주지
역 변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장의 분석에서는, 우선 주택종류,
거주지역, 입주형태와 같은 하위 차원에서의 변화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
거가 변화하였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사 여부’ 변
수를 사용하였다. 주거이동에 따른 입주형태 변화와 관련해서는, 자가, 전
세, 월세, 기타로 구분된 입주형태가 달라졌는지 여부와 자가 여부에 변
화가 있었는지–즉 자가가 없었다가 획득하였는지 또는 자가를 소유하였
다가 상실하였는지 여부–변수를 사용하였다. 주거이동에 따른 거주지역
이동과 관련해서는, 16개 시도를 기준으로 거주지가 달라졌는지 여부와
‘서울’ 내외 또는 ‘7대도시’ 내외로 거주지 이동이 있었는지 여부 변수를
사용하였다.
최종분석 표본에 포함된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는 <표 5-4>에 정리
되어 있으며 주요 변수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만족도 변화 값
은 -3부터 +3까지 분포하며,29)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의 경우에는 평균
0.03, 주거생활만족도의 경우에는 0.015로 평균적으로 전기 대비 만족도
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거이동과 관련해서는, 전년도와 비교
하여 이사한 경우가 전체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형태
가 전기 대비 변화한 경우는 전체의 6.6%이며, 이 중에서 변화 유형이 자
가가 아니었다가 자가로 이동한 경우가 3.9%, 자가를 소유하였다가 상실
한 경우가 2.8%로, 입주형태가 변화한 경우 중에는 자가를 획득한 경우
(59%)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거주지역이 달라진 경우는 전
체의 1.1%로, 이사한 경우 중 1/6 정도만이 지역경계를 넘나든 것으로 나
타났다. 서울과 7대 대도시를 기준으로 지역경계 간 이동한 경우를 살펴
29) 만족도 점수는 1(매우 불만족)부터 5(매우 만족)까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므로
만족도 변화, 즉 전기 대비 차분 값은 -4부터 +4까지의 값이 가능하나, 본장의 분
석 표본에서는 가장 낮은 값과 가장 높은 값을 갖는 대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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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서울 이외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한 경우는 0.1%, 서울에서 서울 이
외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는 0.4%, 7대도시 이외 지역에서 7대도시로 이동
한 경우는 0.3%, 7대도시에서 7대도시 이외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는 0.7%
로, 기준 지역 밖으로 이동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표 5-3>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명

종속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전반적 생활만족도(1 : 매우 불만족, 2 : 불만족, 3 : 보통, 4 :
생활만족도 변화 만족, 5 : 매우 만족)의 전기와의 차분 값
주거생활만족도 주거생활만족도(1 : 매우 불만족, 2 : 불만족, 3 : 보통, 4 :
변화
만족, 5 : 매우 만족)의 전기와의 차분 값
이사 여부
이사 여부 더미변수(전기에 비해 이사하였음=1)
입주형태 변화 입주형태(자가/전세/월세/기타) 변화 여부 더미변수
여부
(입주형태가 전기에 비해 변화하였음=1)
자가 없음에서 자가 있음으로 전환 더미변수
자가 득
(자가를 얻음 또는 구입=1)
자가 있음에서 자가 없음으로 전환 더미변수
자가 실
(자가를 잃음 또는 매각=1)
거주 지역 이동 거주 지역 변화 여부 더미변수
여부
(거주 지역이 전기에 비해 변화하였음=1)
서울 지역으로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 지역으로 이주 더미변수
이사 여부
(서울로 이주=1)
서울 밖으로
서울에서 서울 외 지역으로 이주 더미변수
이사 여부
(서울 밖으로 이주=1)
7대 대도시 외 지역에서 7대 대도시로 이주 더미변수(7
7대 대도시 지역 대
대도시로 이주=1)
으로 이사 여부 * 7대
대도시 :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7대 대도시 밖으 7대 대도시에서 그 외 지역으로 이주 더미변수
로 이사 여부
(7대 대도시 밖으로 이주=1)
여성
여성 여부 더미변수(여성=1)
연령
연령
학력 : 고졸
고등학교 졸업 여부 더미변수(고졸=1)
학력 : 대졸 이상 대학교 졸업 이상 여부 더미변수(대졸 이상=1)
혼인상태 변화 혼인상태 변화 여부 더미변수
여부
(혼인상태가 전기에 비해 변화하였음=1)
취업 여부
취업자 여부 더미변수(취업자=1)
맞벌이 여부
맞벌이 여부 더미변수(맞벌이=1)
가구 비근로소득 연간 가구 비근로소득(단위 : 백만 원)
가구 근로소득 연간 가구 근로소득(단위 : 백만 원)
가구주 여부
가구주 여부 더미변수(가구주=1)
종교 유무
종교 유무 더미변수(종교 있음=1)
자녀 유무
가구 내 동거 중인 자녀 유무 더미변수(자녀 있음=1)
제조업 더미
제조업 업종에서 일하는지 여부(제조업 종사=1)
연도별 더미
2000∼2015년에 대한 더미변수들
자료 : 필자 작성.
독립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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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개인 특성 면에서 눈에 띄는 사항은 혼인상태 변화 및 취업 여부,
학력, 소득 등과 관련된다. 전기 대비 혼인상태가 변화한 경우는 전체의
1.4%로, 유지한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적었다. 은퇴 후 취업한 경우는 20%
를 넘어 꽤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에 따라 가구 근로소득(연간 평균 2,511
만 원)이 비근로소득(연간 평균 927만 원)의 2.7배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학
력은 저학력자(고졸 미만) 비중이 전체의 2/3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분석 대상이 50대 이상의 은퇴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5-4> 분석 표본의 기초통계

변수명

(단위 : 백만 원)
3차～18차
50대 이상 은퇴자
평균
표준편차
0.030
0.677
0.015
0.739
0.067
0.251
0.066
0.249
0.039
0.193
0.028
0.167
0.011
0.107
0.001
0.038
0.004
0.069
0.003
0.053
0.007
0.084
0.545
0.497
65.412
8.517
0.238
0.426
0.081
0.273
0.014
0.118
0.219
0.414
0.053
0.224
9.269
29.448
25.114
23.057
0.534
0.498
0.618
0.485
0.559
0.496
0.014
0.119
8,564
1,541

전반적 생활만족도 변화
주거생활만족도 변화
이사 여부
입주형태 변화 여부
자가 득
자가 실
거주 지역 이동 여부
서울 지역으로 이사 여부
서울 밖으로 이사 여부
7대 대도시 지역으로 이사 여부
7대 대도시 밖으로 이사 여부
여성
연령
학력 : 고졸
학력 : 대졸 이상
혼인상태 변화 여부
취업 여부
맞벌이 여부
가구 비근로소득*
*
가구 근로소득
가구주 여부
종교 유무
자녀 유무
제조업 더미
Observations
Number of pid
주 : * 가구 비근로소득 및 근로소득.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3차(1999년)～18차(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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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이사 여부와 전반적 생활만족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3차(1999년)～18차(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그림 5-3] 이사 여부와 주거생활만족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3차(1999년)～18차(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한편, [그림 5-2]와 [그림 5-3]을 보면 이사 여부와 생활만족도 간의 기
본적인 관계를 알 수 있다. 이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이사한 경우 전
반적인 생활만족도와 주거생활만족도 모두 증가한 비중은 더 높고 감소
하거나 그대로 유지된 비중은 더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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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분석 결과

1. 전반적 생활만족도
<표 5-5>부터 <표 5-7>은 은퇴 고령층의 주거이동이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패널 순위로짓 결과를 보여준다. <표 5-5>
에는 전기 대비 이사 여부, <표 5-6>에는 입주형태 변화, 그리고 <표
5-7>에는 거주지역 이동과 관련된 추정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우선, 주요 관심변수인 주거이동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이사 자체는 은퇴 고령층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둘째, 주거이동 시 입주형태 변
화와 관련해서는, 입주형태(자가/전세/월세/기타)의 변화 여부의 영향은
(+)이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자가 소유 여부의 변화
는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특히, 예상대로, 전․월세 등의 차가였다가 자
가를 획득한 경우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거주지역 이동과 관련해서는, 서울에 살다가 서울 이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의 효과만 유의하게 (+)로 추정되었다. 고령층의 경우에는 학령기 자
녀의 교육이나 학군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주된 일자리 은퇴 후 복잡한 서울에서 벗어나 생활함으로써 삶의 질이 높
아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30) 한편, 서울 이외 지역에서 서울로
30) 한국노동패널조사 18차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집으로 이사 오게 된 동기’(11차
이후부터만 조사된 문항)에 대한 응답을 가구주 연령대에 따라 나누어 보면, 가
구주가 50세 이상인 경우 50세 미만인 경우에 비해 일이나 자녀교육 관련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편의시설이나 환경 및 건강 관련 응답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
(단위 : %)
현재 집으로 이사 오게 된 동기(18차 기준)
(1) 취업/창업
(2) 동일직장 내 근무지 이동

가구주 연령대
50대 미만 50대 이상
9.94
3.82
6.83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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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를 이동하는 것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6개 시도나 7대 대도시 지
역 기준의 변화와 관련된 영향 또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주거이동 관련 변수 이외에 은퇴 고령층의 전반적 생활만족도에 유의
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취업 여부, 가구 비근로소득, 자녀 유무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동거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 비취업
에 비해 취업한 경우, 그리고 가구 비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5-5> 은퇴 고령층의 이사 여부와 전반적 생활만족도
변수명

3차～18차(50대 이상 은퇴자)
계수 값

표준오차

이사 여부
0.132***
(0.0492)
여성
0.025
(0.0206)
연령
-0.001
(0.0009)
고졸
0.004
(0.0158)
대졸 이상
0.005
(0.0274)
혼인상태 변화 여부
0.026
(0.1123)
취업 여부
0.042**
(0.0212)
맞벌이 여부
-0.001
(0.0289)
가구 비근로소득
0.001*
(0.0004)
가구 근로소득
-0.000
(0.0005)
가구주 여부
0.007
(0.0210)
종교 유무
0.001
(0.0171)
자녀 유무
0.050**
(0.0197)
제조업 더미
0.039
(0.0664)
Observations
8,564
Number of pid
1,541
주 : 1) 연도별 더미변수의 계수 값은 지면관계상 생략.
2)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3차(1999년)～18차(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3) 현재 다니는 직장/학교의 통근 편의를 위해
(4) 자녀 교육 때문에
(9) 환경 및 건강 때문에
(10) 인근의 편의시설 때문에(마트, 공원, 복지시설 등)

10.01
2.45
3.40
2.66

3.80
1.33
6.44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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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은퇴 고령층의 입주형태 변화와 전반적 생활만족도
3차～18차(50대 이상 은퇴자)
입주형태 변화 여부
자가-차가 변화
0.066
입주형태 변화 여부
(0.0474)
0.165**
자가 득
(0.0652)
0.009
자가 실
(0.0812)
0.027
0.027
여성
(0.0205)
(0.0207)
-0.001
-0.001
연령
(0.0009)
(0.0009)
0.005
0.004
고졸
(0.0158)
(0.0158)
0.006
0.006
대졸 이상
(0.0272)
(0.0273)
0.029
0.027
혼인상태 변화 여부
(0.1123)
(0.1122)
0.040*
0.040*
취업 여부
(0.0213)
(0.0213)
-0.004
-0.003
맞벌이 여부
(0.0289)
(0.0287)
0.001**
0.001**
가구 비근로소득
(0.0004)
(0.0004)
-0.000
-0.000
가구 근로소득
(0.0005)
(0.0005)
0.008
0.009
가구주 여부
(0.0210)
(0.0211)
0.000
-0.000
종교 유무
(0.0171)
(0.0171)
0.051***
0.050**
자녀 유무
(0.0196)
(0.0196)
0.036
0.040
제조업 더미
(0.0665)
(0.0666)
Observations
8,563
8,564
Number of pid
1,541
1,541
주 : 1) 연도별 더미변수의 계수 값은 지면관계상 생략.
2)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3차(1999년)～18차(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변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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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은퇴 고령층의 거주 지역 이동과 전반적 생활만족도
변수명
거주 지역 이동 여부

3차～18차(50대 이상 은퇴자)
거주 지역 이동 서울지역 이동 7대 대도시 이동
0.105
(0.1223)
-0.022
(0.3621)
0.388**
(0.1779)

서울 지역으로 이사 여부
서울 지역 밖으로 이사 여부

7대 대도시 지역으로 이사 여부
7대 대도시 밖으로 이사 여부
여성
연령
고졸
대졸 이상
혼인상태 변화 여부
취업 여부
맞벌이 여부
가구 비근로소득
가구 근로소득
가구주 여부
종교 유무
자녀 유무
제조업 더미

0.027
(0.0206)
-0.001
(0.0009)
0.004
(0.0158)
0.007
(0.0272)
0.030
(0.1122)
0.040*
(0.0213)
-0.004
(0.0287)
0.001**
(0.0004)
-0.000
(0.0005)
0.008
(0.0211)
0.000
(0.0171)
0.050**
(0.0196)
0.037
(0.0668)
8,564
1,541

0.026
(0.0206)
-0.001
(0.0009)
0.003
(0.0158)
0.007
(0.0272)
0.032
(0.1124)
0.041*
(0.0213)
-0.003
(0.0287)
0.001**
(0.0004)
-0.000
(0.0005)
0.007
(0.0211)
0.001
(0.0171)
0.050**
(0.0196)
0.036
(0.0667)
8,564
1,541

-0.103
(0.2427)
0.115
(0.1469)
0.027
(0.0207)
-0.001
(0.0009)
0.004
(0.0158)
0.007
(0.0272)
0.030
(0.1124)
0.040*
(0.0213)
-0.004
(0.0287)
0.001**
(0.0004)
-0.000
(0.0005)
0.008
(0.0211)
0.000
(0.0171)
0.050**
(0.0196)
0.036
(0.0667)
8,564
1,541

Observations
Number of pid
주 : 1) 연도별 더미변수의 계수 값은 지면관계상 생략.
2)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3차(1999년)～18차(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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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생활만족도
<표 5-8>부터 <표 5-10>은 은퇴 고령층의 주거이동이 생활만족도 중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패널 순위로짓 결과를 보여준다.
<표 5-8>에는 전기 대비 이사 여부, <표 5-9>에는 입주형태 변화, 그리
고 <표 5-10>에는 거주지역 이동과 관련된 추정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주요 관심변수인 주거이동의 효과부터 살펴보면, 이사, 입주형태 변화,
거주지역 이동 모두 은퇴 고령층의 주거생활만족도 향상에 유의하게 기
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주거이동에 따른 입주형태 변화를 자가
소유 변화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분석에서와 마찬
가지로, 전․월세 등 차가의 형태로 거주하였다가 자가를 획득한 경우 주
거생활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가를 소유하였다
가 상실한 경우에는 주거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거주지
역 이동과 관련하여, 대도시를 기준으로 한 지역 이동에 따른 결과를 살
펴보면, 서울이나 7대 대도시 내에 거주하다가 그 외 지역으로 이사한 경
우 은퇴 고령층의 주거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증가 경향을 보였다.
이는 대도시를 벗어나면 주차 공간 등의 주택시설, 소음․대기오염 등의
환경공해, 자연경관․녹지 등의 자연환경 면에서 주거환경이 개선될 여
지가 높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주거이동 관련 변수 외에 은퇴 고령층의 주거생활만족도에 유
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성별, 학력, 가구 비근로소득 등으로 나타났
다.31) 구체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인 경우, 고졸 미만에 비해 고졸인
경우, 그리고 가구 비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주거생활만족도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근로소득의 긍정적 효과는 전반적인 생활만
족도에 이어 주거환경에 대한 생활만족도에서도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
었다.

31) 취업 여부 변수는 주거이동 관련 변수로 이사 여부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만 10%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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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은퇴 고령층의 이사 여부와 주거생활만족도
변수명
이사 여부
여성
연령
고졸
대졸 이상
혼인상태 변화 여부
취업 여부
맞벌이 여부
가구 비근로소득
가구 근로소득
가구주 여부
종교 유무
자녀 유무
제조업 더미
Observations
Number of pid

3차～18차
50대 이상 은퇴자
0.260***
(0.0527)
0.045**
(0.0218)
-0.001
(0.0008)
0.030*
(0.0161)
-0.004
(0.0248)
0.091
(0.1016)
0.038*
(0.0218)
0.032
(0.0351)
0.001**
(0.0004)
0.001
(0.0004)
0.031
(0.0216)
0.013
(0.0161)
0.007
(0.0196)
0.046
(0.0754)
8,564
1,541

주 : 1) 연도별 더미변수의 계수 값은 지면관계상 생략.
2)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3차(1999년)～18차(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제5장 은퇴 고령층의 주거이동과 생활만족도 129

<표 5-9> 은퇴 고령층의 입주형태 변화와 주거생활만족도
변수명
입주형태 변화 여부

3차～18차(50대 이상 은퇴자)
입주형태 변화 여부
0.130**
(0.0510)

자가 득
자가 실
여성
연령
고졸
대졸 이상
혼인상태 변화 여부
취업 여부
맞벌이 여부
가구 비근로소득
가구 근로소득
가구주 여부
종교 유무
자녀 유무
제조업 더미
Observations
Number of pid

자가-차가 변화

0.047**
(0.0216)
-0.001
(0.0008)
0.033**
(0.0160)
-0.002
(0.0248)
0.097
(0.1019)
0.034
(0.0218)
0.028
(0.0351)
0.001**
(0.0003)
0.001
(0.0004)
0.032
(0.0215)
0.011
(0.0161)
0.008
(0.0196)
0.040
(0.0752)
8,563
1,541

0.309***
(0.0719)
-0.054
(0.0825)
0.050**
(0.0216)
-0.001
(0.0008)
0.031**
(0.0160)
-0.001
(0.0246)
0.092
(0.1018)
0.033
(0.0218)
0.028
(0.0349)
0.001**
(0.0003)
0.001
(0.0004)
0.035
(0.0216)
0.011
(0.0161)
0.006
(0.0195)
0.047
(0.0752)
8,564
1,541

주 : 1) 연도별 더미변수의 계수 값은 지면관계상 생략.
2)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3차(1999년)～18차(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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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은퇴 고령층의 거주 지역 이동과 주거생활만족도
변수명
거주 지역 이동 여부

3차～18차(50대 이상 은퇴자)
거주 지역 이동

서울지역 이동

0.314
(0.4575)
0.548***
(0.1661)

서울 지역으로 이사 여부
서울 지역 밖으로 이사 여부

7대 대도시 지역으로 이사 여부
7대 대도시 밖으로 이사 여부
여성
연령
고졸
대졸 이상
혼인상태 변화 여부
취업 여부
맞벌이 여부
가구 비근로소득
가구 근로소득
가구주 여부
종교 유무
자녀 유무
제조업 더미

7대 대도시 이동

0.384***
(0.1241)

0.048**
(0.0217)
-0.001
(0.0008)
0.030*
(0.0160)
0.000
(0.0247)
0.100
(0.1019)
0.035
(0.0218)
0.028
(0.0349)
0.001**
(0.0003)
0.001
(0.0004)
0.033
(0.0216)
0.011
(0.0160)
0.007
(0.0196)
0.043
(0.0757)
8,564
1,541

0.048**
(0.0217)
-0.001
(0.0008)
0.029*
(0.0160)
-0.001
(0.0246)
0.102
(0.1019)
0.035
(0.0218)
0.028
(0.0348)
0.001**
(0.0003)
0.001
(0.0004)
0.034
(0.0217)
0.012
(0.0161)
0.007
(0.0195)
0.041
(0.0755)
8,564
1,541

0.278
(0.2978)
0.386***
(0.1415)
0.048**
(0.0217)
-0.001
(0.0008)
0.031*
(0.0160)
0.000
(0.0247)
0.102
(0.1019)
0.035
(0.0218)
0.027
(0.0348)
0.001**
(0.0003)
0.001
(0.0004)
0.033
(0.0216)
0.012
(0.0161)
0.007
(0.0195)
0.042
(0.0755)
8,564
1,541

Observations
Number of pid
주 : 1) 연도별 더미변수의 계수 값은 지면관계상 생략.
2)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3차(1999년)～18차(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제5장 은퇴 고령층의 주거이동과 생활만족도 131

제5절 소 결

본장에서는 고령층시대에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고령층의 은퇴적응,
삶의 질과 관련하여 은퇴 후 주거이동이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용 변수 구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노동
패널조사(KLIPS) 2차(1999년)～18차(2015년) 자료, 실제 분석에는 3차
(2000년)～18차(2015년) 자료가 사용되었다. 분석대상은 연구의 목적상
50대 이상 은퇴 고령층에 한정하였으며, 은퇴 후 첫 번째 이사경험에 대
해서만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은퇴 연도가(한국노동패널조사가 시작
된) 1998년 이후인 50대 이상 고령자들만을 대상으로 은퇴 이후 매 차수
의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만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종속변
수가 서열변수임을 고려하여, 개인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고려할 수
있는 패널 순위 프로빗 모형(Panel Ordered Probit Model)을 이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고령층의 은퇴 후
주거이동(이사)은 주거환경에 대한 생활만족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
활만족도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둘째, 주거이동 시 입주형태 변화
와 관련해서는, 전․월세 등 차가의 형태로 거주하였다가 자가를 획득한
경우 주거환경 및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
가를 소유하였다가 상실한 경우에는 주거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거주지역 이동
과 관련해서는, 서울에 살다가 서울 이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주거환경
및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공히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경
우에는 학령기 자녀의 교육이나 학군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가능
성이 높고, 따라서 주된 일자리 은퇴 후 복잡한 서울에서 벗어나 생활함
으로써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준 지역
을 서울을 포함한 7대 대도시로 확장하여 살펴보더라도, 대도시 내에 거
주하다가 대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은퇴 고령층의 주거생활
만족도는 유의하게 높은 증가 경향을 보였다. 이는 대도시를 벗어나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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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공간 등의 주택시설, 소음․대기오염 등의 환경공해, 자연경관․녹지
등의 자연환경 면에서 주거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높기 때문일 것으로 생
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 고령층의 삶의 질, 행복과 관련하여 주거 형
태나 환경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고령층의 주거 복지에 대한 정
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에
서 이사 사유 - ‘현재 집으로 이사 오게 된 동기’는 18개 항목32)으로 11차
이후부터만 조사됨 - 가 좀 더 세분화되고 고령층에 적합한 사유가 추가
(예. 손자녀 돌봄, 자녀와의 합가 등)되어 이에 대한 자료가 축적된다면,
고령층의 주거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5-11> 은퇴 고령층의 주거 이동과 생활만족도 관련 분석결과 종합
변수명
주거 이동(이사)
입주형태 변화
자가 득
자가 실
거주 지역 이동
서울 지역으로 이사
서울 지역 밖으로 이사
7대 대도시 지역으로 이사
7대 대도시 지역 밖으로 이사

종속변수
전반적 생활만족도
주거생활만족도
(+)***
(+)***
(+)**
(+)**
(+)***
(+)***
(+)**

(+)***
(+)***

주 : 1) <표 5-5>∼<표 5-10>의 주거 이동 관련 변수의 효과만 제시(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는 생략).
2)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3차(1999년)～18차(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32) ‘현재 집으로 이사 오게 된 동기’에 대한 18개 보기항목 : (1) 취업/창업, (2) 동일
직장 내 근무지 이동, (3) 현재 다니는 직장/학교의 통근 편의를 위해, (4) 자녀 교
육 때문에, (5) 집값이 오를 것이라 여겨져서, (6) 평수를 넓히거나 줄이려고, (7)
집값이나 전세금이 저렴해서, (8) 보육 혹은 부모봉양 때문에 가족/친지와 가까이
살기 위해, (9) 환경 및 건강 때문에, (10) 인근의 편의시설 때문에(마트, 공원, 복
지시설 등), (11) 신혼집 마련, (12) 내 집 마련, (13) 어려서부터 살아왔다, (14) 기
타, (15) 계약만료/철거, 재개발, (16) 독립하고 싶어서, (17) 별거, 이혼, 가정불화,
(18) 경제적 상황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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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거이동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 카이제곱 검정 결과

<부표 5-1> Chi-square 검정 결과–이사 여부와 전반적 생활만족도
만족도 변화
-4
-3
-2
-1
0
1
2
3
4
전체

Pearson chi2 =

이사 안함
빈도 (%)
0 (0.0)
4 (0.1)
96 (1.2)
1,301 (16.3)
4,982 (62.4)
1,506 (18.9)
89 (1.1)
7 (0.1)
0 (0.0)
7,985 (100.0)

16.6806

이사했음
빈도 (%)
0 (0.0)
1 (0.2)
2 (0.3)
90 (15.5)
339 (58.5)
136 (23.5)
9 (1.6)
2 (0.3)
0 (0.0)
579 (100.0)

Probability =

전체
빈도 (%)
0 (0.0)
5 (0.1)
98 (1.1)
1,391 (16.2)
5,321 (62.1)
1,642 (19.2)
98 (1.1)
9 (0.1)
0 (0.0)
8,564 (100.0)

0.01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3차(1999년)～18차(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부표 5-2> Chi-square 검정 결과–이사 여부와 주거생활만족도
만족도 변화
-4
-3
-2
-1
0
1
2
3
4
전체

Pearson chi2 =

이사
빈도
0
10
138
1,470
4,698
1,547
113
9
0
7,985

안함
(%)
(0.0)
(0.1)
(1.7)
(18.4)
(58.8)
(19.4)
(1.4)
(0.1)
(0.0)
(100.0)

107.7694

이사
빈도
0
2
9
100
281
149
31
7
0
579

했음
(%)
(0.0)
(0.3)
(1.6)
(17.3)
(48.5)
(25.7)
(5.4)
(1.2)
(0.0)
(100.0)

Probability =

전체
빈도 (%)
0 (0.0)
12 (0.1)
147 (1.7)
1,570 (18.3)
4,979 (58.1)
1,696 (19.8)
144 (1.7)
16 (0.2)
0 (0.0)
8,564 (100.0)

0.000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3차(1999년)～18차(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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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3> Chi-square 검정 결과–입주형태 변화 여부와 전반적 생활만족도
변화 없음

변화 있음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4

0 (0.0)

0 (0.0)

0 (0.0)

-3

4 (0.1)

1 (0.2)

5 (0.1)

-2

91 (1.1)

7 (1.2)

98 (1.1)

만족도 변화

-1

1,302 (16.3)

88 (15.4)

1,390 (16.2)

0

4,978 (62.3)

343 (60.0)

5,321 (62.1)

1

1,521 (19.0)

121 (21.2)

1,642 (19.2)

2

88 (1.1)

10 (1.7)

98 (1.1)

3

7 (0.1)

2 (0.3)

9 (0.1)

4

0 (0.0)

0 (0.0)

0 (0.0)

전체

Pearson chi2 =

7,991 (100.0)

8.8859

572 (100.0)

Probability =

8,563 (100.0)

0.180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3차(1999년)～18차(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부표 5-4> Chi-square 검정 결과–입주형태 변화 여부와 주거생활만족도
만족도 변화

변화 없음

변화 있음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4

0 (0.0)

0 (0.0)

0 (0.0)

-3

10 (0.1)

2 (0.4)

12 (0.1)

-2

136 (1.7)

11 (1.9)

147 (1.7)

-1

1,454 (18.2)

115 (20.1)

1,569 (18.3)

0

4,701 (58.8)

278 (48.7)

4,979 (58.1)

1

1,557 (19.5)

139 (24.3)

1,696 (19.8)

2

125 (1.6)

19 (3.3)

144 (1.7)

3

9 (0.1)

7 (1.2)

16 (0.2)

4
전체

Pearson chi2 =

0 (0.0)
7,992 (100.0)

64.1653

0 (0.0)
571 (100.0)

Probability =

0 (0.0)
8,563 (100.0)

0.000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3차(1999년)～18차(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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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5> Chi-square 검정 결과–거주 지역이동 여부와 전반적 생활만족도
이동 없음

이동 있음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4

0 (0.0)

0 (0.0)

0 (0.0)

-3

5 (0.1)

0 (0.0)

5 (0.1)

만족도 변화

-2

98 (1.2)

0 (0.0)

98 (1.1)

-1

1,371 (16.2)

20 (19.8)

1,391 (16.2)

0

5,269 (62.3)

52 (51.5)

5,321 (62.1)

1

1,613 (19.1)

29 (28.7)

1,642 (19.2)

2

98 (1.2)

0 (0.0)

98 (1.1)

3

9 (0.1)

0 (0.0)

9 (0.1)

4

0 (0.0)

0 (0.0)

0 (0.0)

전체

Pearson chi2 =

8,463 (100.0)

10.0193

101 (100.0)

Probability =

8,564 (100.0)

0.124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3차(1999년)～18차(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부표 5-6> Chi-square 검정 결과–거주 지역이동 여부와 주거생활만족도
만족도 변화

이동 없음

이동 있음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4

0 (0.0)

0 (0.0)

0 (0.0)

-3

12 (0.1)

0 (0.0)

12 (0.1)

-2

145 (1.7)

2 (2.0)

147 (1.7)

-1

1,556 (18.4)

14 (13.9)

1,570 (18.3)

0

4,932 (58.3)

47 (46.5)

4,979 (58.1)

1

1,665 (19.7)

31 (30.7)

1,696 (19.8)

2

138 (1.6)

6 (5.9)

144 (1.7)

3

15 (0.2)

1 (1.0)

16 (0.2)

4

0 (0.0)

0 (0.0)

0 (0.0)

전체

Pearson chi2 =

8,463 (100.0)

24.342

101 (100.0)

Probability =

8,564 (100.0)

0.000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3차(1999년)～18차(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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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상대소득과 상대적 의식 및 행복

제1절 서 론

실질소득이 상당 수준 증가하더라도 행복도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이
스털린 역설’(Easterlin, 1974)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연구, 논의되
었다. 기존 연구들은 자신의 소득과 비교집단 내 타인의 소득 간 비교(사
회적 비교)와 본인의 과거소득과의 비교(적응)를 통해 이 퍼즐을 해결하
고자 시도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질소득의 증가가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한 국가 내에서 전체 소득이 비례적으
로 증가함에 따라 평균적 행복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과 사
람들이 자신의 높아진 소득에 적응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Easterlin,
2001). 이와 대조적으로 미시적 차원에서 방대한 문헌적 증거는 이스털린
역설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 내 소득의 증가는 행복의 상당한 증가로 이어
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Clark 외(2008a)는 소득과 행복 간 관계가 개인적 차원과 총체적 차원
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특정
시점에 한 국가 내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이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이
는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더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양의 상관관계 곡선은 빈곤국의 경우 비교적 더 가파르다. 그러나

제6장 상대소득과 상대적 의식 및 행복 137

국가의 평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곡선은 더 평탄하게 나타난다. 점진적
으로 평탄해지는 곡선의 형태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차원에서 소득과 행
복은 여전히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이와 대조적으로 총체적 차원에
서 볼 때 국가의 소득 한계효용은 시간이 흐르면서 0에 가까워진다. 총체
적 차원에서 소득과 행복 간 곡선이 거의 변함없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회
적 비교라는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고소득에 기인한 지위상의 혜
택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행복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로섬 게임
(zero-sum game)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고소득자가 경험하는 행복의 증
가는 비교집단이 경험하는 행복의 감소에 의해 상쇄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위로부터 오는 혜택은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자기보고식 설문지로부터 획득되는 행복 관련 데이터의 중요성을 신뢰하
는 경제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Hollander, 2001; Kahneman and Krueger,
2006). 측정 에러와 기준 편향(reference bias)에 대한 일부 우려에도 불구
하고, 행복 관련 데이터는 개인 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며
행복 점수는 효용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행복
이 ‘효용’의 좋은 대리측도(proxy measure)라는 가설하에 실제적 측면과
상대적 측면에서 소득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가 다
수 실시되었다. 상대적 측면에서 소득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
해서는 준거집단의 소득을 계산 또는 추정해야 하는데 이는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이다. Clark & Oswald(1996)는 개인별 특성을 통제한 임금 방
정식을 추정하고 준거집단의 예측 소득을 계산했다. 보다 간단한 방법은
몇 가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정의된 집단의 평균을 계산하는 것이다. 주어
진 데이터셋을 활용할 수도 있고 외부 출처에서 매칭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Ferrer-i-Carbonell(2005)은 6년간의 독일 사회경제
패널(SOEP)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력, 연령, 지역에 의해 정의된 동일한
준거집단 내 모든 개인의 평균 소득을 계산했다. 국가(Blanchflower and
Oswald, 2004), 지역(Luttmer, 2005), 가족과 친구(Senik, 2009), 동료(Brown
외, 2008), 이웃(Luttmer, 2005; Knight 외, 2009) 등의 단위로 평균 소득
을 계산한 연구들도 있었다. Knight and Song(2009)은 중국 내 9,200개
가구에 대한 횡단적 연구자료를 이용했는데 이 데이터는 출신지, 준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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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고려 대상 등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70%는 자신의 출신지를 준거집단으로 삼고 있으며, 자신의 소
득과 출신지역 소득을 통제할 경우 자신의 소득이 출신지역 평균보다 훨
씬 더 높다고 응답한 주민들이 그렇지 않은 주민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스털린 역설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으로 사회적 비교
집단 이외에 소득 적응에 중점을 두었다. Di Tella 외(2010)의 연구에 따르
면,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득 증가의 효과는 1년 경과 시점과 비교하면
42%까지 감소되었다. 이는 소득 증가의 단기적 효과가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되고 결국에는 안정적인 특징들이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부 연구자들은 독일 사회경제패널(SOEP)(Bartolini 외,
2013; Vendrik, 2013)과 영국 가구패널조사(BHPS)(Clark, 1999) 등과 같
은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의 소득수준과 과거 소득수준 간 유의한
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공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신의 과거
소득 이외에 ‘열망(aspirations)’을 개인 차원의 기준점으로 이용했다. 열
망이 자신의 실질소득과 나란히 증가할 경우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은 큰 변동이 없다. Stutzer(2004)의 연구에 따르면, 스위스에서는 개인의
소득 열망이 거주지의 평균 소득에 따라 증가되었고 증가된 열망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Bride(2010)는 컴
퓨터상의 다양한 상대를 대상으로 한 홀짝게임을 이용하여 열망의 효과
를 조사했다. 연구자는 컴퓨터의 동전 앞뒷면 확률 분포를 조작함으로써
열망의 변동을 의도적으로 생성했다. 그 결과 수익을 일정하게 유지할 경
우 열망이 상승함에 따라 만족도가 하락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행복과 소득수준 간 상관관계에 대한 정확한 실증분석을 위해 Clark
and Senik(2010)은 ‘누구를 비교대상으로 삼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비교
집단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Yamada and Sato
(2013)는 가설적 이산선택실험(discrete choice experiments)을 실시했다.
연구자들은 가설적 상황 선택 과제에서 준거인의 정의를 변경시켰다(예
를 들어, 본인과 특정 준거인 모두에게 제공되는 가설적 월 소득의 상이
한 조합, 준거집단에 대한 응답자의 정의 등). 그 결과 자신을 이웃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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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한 응답자들 사이에서 상대적 효용 강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 반면 가
족, 친구, 동료와 비교한 경우 주어진 준거소득이 높을 경우 유의한 음의
효과(전자만큼 강하지는 않지만)가 일관적으로 관측되었다. 실험 과정에
서 타인과 비교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응답한 조사 대상자들 사이에
서도 사회적 비교의 효과가 나타났다. 상대적 효용의 강도는 응답자의 질
투 수준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상한 바와 같이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 사이에 높은 준거소득이 효용에 미치는 음의 효과가 더 강하
게 나타났다. 연령, 성별, 학력 등과 같은 준거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들 역시 상대적 효용 변화의 강도 및 부호(음과 양)에 영향을 미쳤다. 이
러한 결과들은 준거집단의 특징들이 행복과 소득 비교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사회적 비교와 열망을 모두
실험했다. 연구의 주요 결과물은 선행연구와 일치했다. 미시적 데이터를
이용한 방대한 관련 문헌에서 제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절대소득에 대한
행복의 회귀분석은 소득에 대해 양으로 추정된 상관계수를 생산했다. 또
한 양국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을 경우, 사람들의 행복도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역시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이는 준
거집단의 소득과 응답자가 직접 보고한 행복수준은 서로 음의 상관관계
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스스로 정한 복지 수준 달성에 필
요한 자신의 소득수준을 개인적 열망의 대리변수로 활용한 결과, 열망이
높을수록 더 불행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본 논문은 행복 수준이 자신의
소득과 준거소득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를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활수준에 대한 의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응
답자의 가구와 준거집단의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인식은 유의한 결과를
낳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Senik, 2009). 또한 Yamada and Sato(2013)
는 준거소득에 대한 우려, 불안 및 질투와 효용 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를 규명했다.
저자들은 상대소득의 영향이 타인의 생활수준에 대한 의식 정도에 따
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상대의식 자체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일본과 미국에서 상반되게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행복과 음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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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드러낸 반면 미국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
리는 먼저 미국에서 타인의 생활수준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
한 것으로 조사되는 이유에 초점을 맞췄다. 상대의식이 높은 미국인들은
비교대상으로 자신보다 소득이 낮은 타인을 준거집단으로 선택했고 이러
한 선택이 행복을 증가시켰다고 해석했다. 한편, 상대의식과 관계없이 상
대적으로 더 낮은 소득은 낮은 행복도로 이어진다. 그러나 응답자들이 고
소득 준거집단 주변에 있을 때 더 불행하게 느끼면서도 자신보다 더 부유
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환경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주환경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사람들의 선호가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행복이 ‘효용’과 동일한 방식
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예외는 타인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상대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
적 저소득 준거집단을 선택하는 경향을 드러냈는데, 이는 미래의 삶을 결
정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소
득과 관련해 타인의 생활수준에 대한 비교의식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전개된다. 제2절은 분석에 사용된 데이
터를 기술하고, 제3절에서는 추정방법 및 결과가 제시된다. 제4절에서는
결과의 함의를 논의한 후 결론을 내린다.

제2절 자 료

1. 자 료
본 논문에 활용된 데이터의 출처는 2006년 일본과 미국에서 실시된 오사
카 글로벌 COE(GCOE) 조사이다. 2004년에 데이터 수집을 시작한 GCOE
조사는 일본과 미국 가구들의 대표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제6장 상대소득과 상대적 의식 및 행복 141

광범위한 자기보고식 행동에 대해 수집한 자료로 구성되었다. 2003년 2월
직접전달/회수방식(DOPU)을 사용하여 실시되었으며, 조사 첫해에는 이
중층화임의표집 방식에 의해 선정된 6천 명의 개인들로부터 추출된 임의
표본을 대상으로 했다. 그 이후 매년 실시되었으며 동일한 방식을 이용하
여 조사대상을 계속 추가했다.33) 미국에서는 2005년 1월과 2월부터 시작
하여 우편방식을 활용한 패널조사가 매년 실시되었다. 상대의식과 상대
소득에 대한 주요 통제변수가 2006년 조사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일본 양국에서 실시된 2006년 조사를 주로 이용했다. 개인별 특성
과 노동 관련 변수 중 일부는 정확성을 위해 2004년과 2007년 조사와 비
교했다.
GCOE 데이터는 기존 문헌에서 행복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규명한 바
있는 행복의 측도, 소득의 측도, 다양한 통제변수들을 제공하고 있다. 특
히 상대소득, 상대의식, 행동 및 노동 관련 변수가 포함된다. 우선, GCOE
데이터는 우리 연구의 주요 초점이 되고 있는 상대의식에 대한 질문을 포
함하고 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비교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이 타인에 대한 의식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우리의 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 둘째, 이 데이터는 비교집단의 소득과 자신의 열망에 대한 참조
값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질문들을 토대로 우리
는 상대소득의 세 가지 상이한 측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측도들은 비
교를 위한 분석에 모두 활용되었다. 셋째, GCOE 조사는 행복과 관련한
개인적 선택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행복과 효
용 간 관계를 논의할 수 있다. 넷째, 준거집단을 규명하는 것이 실증적으
로 어려운 작업이긴 하지만 본 조사는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조사대상
자들에게 준거집단에 관해 명시적으로 질문을 제기했고, 조사대상자들은
자신이 스스로를 누구와 비교하는가를 진술할 수 있었다34). 마지막으로,
이 조사는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다양한 범위의 인

33) 새로운 조사대상은 일본의 경우 2004년, 2006년, 2009년, 미국의 경우 2007년,
2008년, 2009년에 추가되었으며 조사 첫해와 동일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34) 향후 비교집단에 따른 추가 분석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들이 이용한 자료
에서는 양국 모두에서 다수의 응답자들이 ‘이웃’을 비교집단으로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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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회학적 변수와 노동 관련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2. 행복과 소득
본 논문은 우선 행복 연구에서 널리 조사되는 주제인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행복수준은 1부터 10까지의 척도로 다음
질문을 통해 측정되었다. “현재 귀하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10은 ‘매우 행복하다,’ 0은 ‘매우 불행하다’라고 할 때,
귀하는 현재의 행복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림 6-1]과 <표 6-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미국인 응답
자들이 일본인 응답자들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 중 약
55%는 자신들의 행복수준을 8점 이상으로 평가한 반면 일본의 경우 8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미국의 거의 절반 수준인 28%에 그쳤다. 양국에
서 모두 전반적 불행을 나타내는 점수에 해당되는 4점 이하 평가는 표본
의 12%를 차지했다. [그림 6-2]는 행복과 소득 간 관계를 보여준다. 소득
은 세전 연간 가구소득을 이용하여 측정되었으며 2005년 전체 기간 동안
가구 구성원이 받은 보너스도 포함되었다. 활용된 데이터셋으로부터 우
리는 가구소득, 개인소득, 월급, 시급 등 몇 가지 유형의 소득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림 6-1] 미국과 일본의 행복

일본

미국

자료 : 2006년 일본과 미국에서 실시된 오사카대학 글로벌 COE(GCOE)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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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기술통계
일본
평균
종속변수

미국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행복수준(0～10)

6.337

1.835

7.090

2.203

실제소득

로그가계소득

6.320

0.743

6.063

0.970

상대소득

생활수준비교(1～5)

3.309

0.684

3.181

0.739

상대소득1

13.58

350.12

44.65

337.58

상대소득2

103.9

228.0

26.0

197.7

상대소득1 이진변수

0.264

0.441

0.249

0.432

상대소득2 이진변수

0.055

0.229

0.112

0.315

상대의식

2.693

1.024

3.631

1.064

여성(=1)

0.510

0.500

0.504

0.500

연령

49.917

12.736

48.480

16.776

연령 제곱

2653.9

1242.6

2631.7

1728.6

고졸

0.143

0.350

0.120

0.325

대졸

0.205

0.404

0.233

0.423

인구통계변수 대학원졸

0.018

0.132

0.128

0.334

기혼(=1)

0.804

0.397

0.610

0.488

이혼(=1)

0.038

0.192

0.228

0.420

사별(=1)

0.036

0.185

0.100

0.300

자녀유(=1)

0.821

0.383

0.677

0.468

가구원 수

3.599

1.502

2.691

1.419

건강상태(1～5)

2.763

1.072

3.033

1.202

종교적헌신(1～5)

1.746

1.089

2.977

1.346

공공부문(=1)

0.060

0.238

0.059

0.235

자영업(=1)

0.098

0.297

0.105

0.307

파트타임(=1)

0.119

0.324

0.023

0.150

0.012

0.110

0.029

0.167

0.224

0.417

0.255

0.436

지난 5년간 실직
경험

0.184

0.387

0.230

0.421

실직가능성존재

0.278

0.448

0.296

0.456

상대의식

개인별특징

실업(=1)
노동관련변수 비경제활동인구
(=1)

관측치

2,839

2,607

자료 : 2006년 일본과 미국에서 실시된 오사카대학 글로벌 COE(GCOE)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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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소득집단별 행복
(a) 일본

(b) 미국

자료 : 2006년 일본과 미국에서 실시된 오사카대학 글로벌 COE(GCOE)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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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유형의 소득 데이터를 활용한 기본적 추정은 유의한 차이를
낳지 않았다. 또한 가구소득의 경우 결측치가 가장 적은 점을 고려하여,
로그가구소득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며 분석과정에서는 가
구원 수를 통제했다. 가구소득 간의 행복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제1사분위수(25%)와 제3사분위수(75%)를 경계로 하여 가구소득 데이터
를 3개 집단으로 분류했다. 고소득 집단은 저소득과 중소득 집단보다 행
복수준을 더 높게 평가했으며, 본인의 실제 가구소득은 평균적으로 양국
모두에서 행복수준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 상대소득
기존 문헌들은 상대소득 비교와 행복 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강조해 왔
다. 몇 가지 질문을 사용하여 저자들은 상대소득 비교의 변수들을 구성했
다. 먼저 우리는 “주위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귀하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여 5점 척도로 측정했다(이하 ‘생활수준
비교’). 이 변수는 또한 자신의 의식과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다시 말
해서 응답자들이 자신의 생활수준을 타인의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가 세운 가설은 타인의 생활수
준이 자신보다 더 높다고 생각할 경우 응답자의 행복도는 낮아진다는 것
이다. [그림 6-3]은 응답자들이 자신의 생활수준을 타인의 생활수준과 어
떻게 비교했는가를 보여준다. 양국 모두에서 약 60%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수준이 주변에 있는 타인들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타인의 생활수준이 자신보다 ‘다소 더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본보다 미국에서 더 많은 반면, 타인의 생활수준이 자신보다 ‘다소 더
높다’ 혹은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국보다 일본에서 더 많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6-4]는 응답자가 자신의 상대적인 지위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누구와 비교하는가를 요약 제시하고 있다. 양국 모두에
서 동일하게 가장 흔히 비교하는 준거집단은 이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약 10～12%가 동료, 친척, 친구 및 평균적 일본인을 각각 준거집단
으로 간주했다. 미국의 경우 약 10%가 동료, 친척 및 친구를 각각 준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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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선택했으며, 약 17%는 평균적 미국인을 준거집단으로 선택했다.
[그림 6-3] 생활수준 비교

일본

미국

주 : 귀하의 생활수준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자료 : 2006년 일본과 미국에서 실시된 오사카대학 글로벌 COE(GCOE) 조사.
[그림 6-4] 비교집단의 선택

주 : 귀하의 생활수준을 어느 집단과 비교하였습니까?
자료 : 2006년 일본과 미국에서 실시된 오사카대학 글로벌 COE(GCOE)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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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우리는 응답자들에게 자신의 가구소득과 타인의 가구소득을
비교할 것을 요청했다. 자신과 타인 간 가구소득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사용했다. “귀하의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일반
적인 가구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1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이상
까지 12개의 소득 카테고리를 활용하여 측정했다(응답자의 가구소득 측
정에도 동일한 소득 카테고리를 이용했다). 우리는 준거집단 가구소득과
응답자의 가구소득 간 차이를 이후 분석에 이용했다(이하 ‘상대소득1’).
양의 값은 응답자가 타인의 가구소득을 자신보다 더 높게 보고 있다는 것
을 나타낸다. 이 질문은 또한 개인들이 타인의 생활수준을 어떻게 인지하
고 있는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응답자 자신의 소득만
을 기준으로 기대소득과 현재 소득 간 차이를 고려했다. “귀하의 가구에
자연스러운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기대 가구소득(이하 ‘희망소득’)을 측정했다. 이후 희망소득과 현재 소득
간 차이를 분석에 활용했다(이하 ‘상대소득2’).

4. 상대의식
상대소득과 관련하여, 본 논문은 응답자들의 의식수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타인의 생활수준에 대해 의식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의식
의 정도는 개인별로 상이하다. 우리는 “나는 타인의 생활수준에 대해 의
식하고 있다”라는 질문을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상대의식’이라는 이름을
붙인 서열변수를 구성했다. [그림 6-5]는 상대의식에서 양국 간 대조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일본 응답자 중 43%는 타인의 생활수준에 대해 ‘많이
의식하지 않는다’ 혹은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반면 미국에서는
약 60%의 응답자들이 ‘다소 의식한다’ 혹은 ‘매우 의식한다’고 답변했다.
전체적으로 일본인들은 타인의 생활수준에 대해 많이 의식하지 않는 반
면 미국인들은 타인의 생활수준의 상대적인 정도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 절에서는 타인의 생활수준에 대한 상대의식 정도가
상대소득과 관련하여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분석에 대해 본격
적으로 다루고 있다.

148

일과 행복(Ⅲ)

[그림 6-6]은 상대의식의 정도에 따라 자신의 상대소득을 어떻게 인지
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간단한 비교를 위해 우리는 먼저 ‘생활수준 비
교’ 변수를 (i) 더 낮다(‘매우 낮다’와 ‘다소 낮다’의 합), (ii) 나와 거의 비
슷하다. (iii) 더 높다(‘매우 높다’와 ‘다소 높다’의 합) 등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었다. 양국 모두에서 상대의식과 무관하게 사람들은 타인의 소득이
자신과 거의 비슷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상대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타인의 소득이 자신보다 높다고 생각할 가능
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고소득 준거집단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의 경우 두 가지 경향이
관찰되었다. 상대의식이 낮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의식이 높은 사
람들이 (i) 타인의 소득이 자신보다 더 높다, 또한 (ii) 타인의 소득이 자신
보다 더 낮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다시 말해서, 상대의식이 높
은 미국인들은 저소득 준거집단과 고소득 준거집단이라는 2개의 매우 대
조적인 비교집단을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상대의식이 준거집단에 따
라 행복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했다. 다음 절에서는 저소득
과 고소득 준거집단에 따라 상대의식의 영향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
는가를 추정했다.
[그림 6-5] 상대의식

일본

미국

주 : 나는 타인의 생할수준에 대해 의식하고 있다.
자료 : 2006년 일본과 미국에서 실시된 오사카대학 글로벌 COE(GCOE)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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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상대의식별 생활수준 비교
(a) 일본

(b) 미국

자료 : 2006년 일본과 미국에서 실시된 오사카대학 글로벌 COE(GCOE) 조사.

[그림 6-7]은 타 가구와 자신의 가구 간 소득 격차와 자신의 현재 소득
과 희망소득 간 격차를 보여주고 있으며, 양국 모두에서 타인의 소득에
대한 상대의식의 정도에 따라 분류되었다. 타인을 매우 의식하는 일본인
들은 자신의 가구소득과 타인의 가구소득 간에, 그리고 자신의 현재 소득
과 희망소득 간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편 미국인들은
타인을 의식하는 정도에 따른 선형관계가 [그림 6-7]에서는 뚜렷하게 보
이지 않으나, 타인을 의식하는 정도를 3개의 카테고리(“거의 의식하지 않
는다”와 “그다지 의식하지 않는다”를 카테고리 1, “보통”을 2, 그리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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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의식하다”와 “많이 의식하다”를 3)으로 나누었을 때, 일본과 동일하게
타인을 의식할수록 자신의 가구소득과 타인의 가구소득 간에, 그리고 자
신의 현재 소득과 희망소득 간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일본과 미국의 차이는 미국의 경우, 자신의 현재 소득과 희망소득 간 격
차를 일본인들보다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림 6-7] 상대소득 1

(단위 : 1만 엔, 100달러)

(a) 사회적 비교

일본

미국

(b) 자신의 이상적 소득과의 비교

일본

미국

자료 : 2006년 일본과 미국에서 실시된 오사카대학 글로벌 COE(GCOE)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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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 모형과 추정 결과

1. 분석 모형
행복이 효용의 신뢰할 만한 대리측도라는 가설하에서 Clark 외(2008a)
는 사회적 비교와 적응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상대적 또는 비교적 소득
항들이 효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

개별 효용함수를 동원했다:
는 소득

의 벡터이며  는 0부터  까지를 나타낸다.

(.)은 소비로부터

의 효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u >0, u <0 ). 저축이 없는 단일 시기 모형
은

이다. 또한

( 는 근무시간을 나타냄)

는 여가의 영향을 고려하고

는 기타 사회경제 및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의 벡터를 나타낸다. 이 효용함수를 실증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
. 이 방정

은 방정식이 쓰일 수 있다 :
식에서

는 ‘준거집단’이며

비율은 ‘상대적’ 소득이라 불린다. 기

준점은 가족, 이웃, 지역 또는 국가 등과 같은 비교집단이 될 수도 있고
조사대상자 자신의 과거 소득이 될 수도 있다. 기준점이 외부적으로 결정
될 경우 우리는

(여기서 u >0, u <0 )를 소득에 기인한 ‘지위

수익,’ 또는 소득의 지위적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문
헌에 토대를 두고 우리는 3개의 경제모형을 이용하여 행복과 소득비교
간 관계를 조사했다. 행복의 결정요인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증모형에서 출발했다.


방정식 (6-1)에서  는 행복의 측도,

(6-1)
는 소득의 측도,

는 인구사회

학적 변수, 행동변수(예: 건강상태, 종교적 헌신도 등), 노동 관련 변수(예 :
고용유형, 실업경험 등)를 포함하는 통제변수들의 벡터이다. 자신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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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인한 영향 이외에도 우리는 상대의식과 관련된 상대소득이 행복과 어
떠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는가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는 아래 방정식 (6-2)
를 통해 기술된다. 가구소득에 의해 측정되는 자신의 소득을 통제하고
( ) 우리는 비교집단의 소득( )을 포함시켰다. 비교집단의 소득과 자신
의 소득 간 차이는

로 포함되었으며 이는 상대소득으로 정의된

다. 상대소득이 더 높은 값으로 나타나면 타인의 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

는 5점 척도(5가 최고점)로 측정된 상

대의식의 정도를 나타낸다.


(6-2)



(6-3)
우리는 자신의 소득과 상대소득의 영향을 보여주는 상관계수 와 가
각각 양의 값과 음의 값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상대의식의 부분적 영향
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방정식 (6-2)에서

를 별도로 포함

시켰다. 이후 상대소득과 상대의식의 상호작용 항들을 포함시켰으며 그
영향은 방정식 (6-3)의 상관계수 에서 발견될 수 있다. <표 6-5>에서는
보다 명확한 해석을 위해
각각의

와

와

로 표시된 교차항을 생성할 때

를 연속변수에서 이항지시변수로 전환했다. 보다

구제적으로 설명하면, 상대의식이 매우 높은 응답자들이 저소득 준거집
단과 비교할 때 발생하는 상호작용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방정식 (6-3)의
) 상대소득
신보다 더 낮다

을 이진변수로 전환하였으며 1은 타인의 소득이 자
는 것을 나타낸다.

와 관련해서는 응답자들

이 타인에 대해 매우 의식할 경우 이진변수를 1로 설정했다. 이와 같이
이진변수로 전환한 이유는, 타인에 대해서 매우 의식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만 저소득 준거집단과의 비교로 인한 양의 효과가 관측될 것이라는 가
설을 보다 명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상관계수 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취할 것으로 예측된다(결과는 표 6-5와 부표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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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모든 방정식들은 서열로짓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했다.

2. 실질적/상대적 차원의 행복과 소득
저자들은 소득이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기본 추정
식에서부터 출발했으며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노동 관련 변수들을
통제했다. 방대한 범위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자신의 가구소
득이 행복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표 6-2>에 제
시된 바와 같이 우리가 획득한 연구결과들은 선행연구 결과들과 완전히
일치했다. 실제 가구소득은35) 모든 관련요인이 통제될 때 양국 모두에서
행복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통제요인의 영향을 간략하게 요약하
면, 일본의 경우 여성, 기혼자, 비경제활동인구, 유자녀, 학력이 높은 사람
들, 가구원 수가 적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독실한 종교인들이 더 행복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경우 젊거나 나이든 사람들(즉, 중간연령
대가 아닌 사람들을 의미함. 연령 효과는 U자 모양), 기혼자, 비경제활동
인구, 가구원 수가 적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독실한 종교인들이 더 행
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모두에서 실업 가능성은 행복과 음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미국의 경우 노동 관련 변수를 통제했을 때 현재 실직상태
와 과거 실직 경험이 행복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소득, 결혼, 직업현황, 건강, 종교 등이 행복과 명
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Kahneman, Diener, and Schwarz, 1999;
Layard, 2005). 호주의 경우 고용과 결혼의 내재가치는 평균 연소득보다
약 두 배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arroll 외, 2009). 유자녀와 높
은 학력은 강한 선택 요소가 있기 때문에 효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
로 드러났다(Clark 외, 2008a). 우리가 획득한 전반적인 조사결과는 사회경제
35) 이미 설명된 바와 같이 우리 데이터는 가구소득, 개인소득, 1인당 가구소득 등
여러 종류의 소득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 데이터는 유의도 1% 수
준에서 행복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가구원 수
를 통제한 상태에서 가구소득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가구소득은 보너스
를 포함한 세전 가구소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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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인과 노동 관련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일치된 결론을 보였다.
<표 6-2> 행복도 결정요인
추정 : 서열로짓모형
로그가계소득

일본
0.4479***
(0.054)

미국
0.2250***
(0.044)

0.2643***
(0.081)
-0.0442*
(0.023)
0.0003
(0.000)
0.3481***
(0.103)
0.3169***
(0.090)
0.7757***
(0.251)
0.7379***
(0.180)
0.0906
(0.240)
0.3304
(0.254)
0.3522**
(0.150)
-0.0961***
(0.026)

0.1123
(0.071)
-0.0522***
(0.012)
0.0005***
(0.000)
0.0166
(0.111)
0.1217
(0.090)
0.1674
(0.114)
0.5991***
(0.163)
0.0548
(0.183)
-0.0205
(0.187)
-0.0981
(0.101)
-0.0639**
(0.030)

0.3396***
(0.033)
0.1527***
(0.032)

0.3224***
(0.031)
0.2439***
(0.028)

0.1145
(0.141)
0.0516
(0.119)

-0.1238
(0.117)
0.0476
(0.151)

인구통계변수
여성(=1)
연령
연령 제곱
고졸
대졸
대학원졸
기혼(=1)
이혼(=1)
사별(=1)
자녀유(=1)
가구원 수
개인별특징
건강상태(1～5)
종교적헌신(1～5)
노동관련변수
공공부문(=1)
자영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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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의 계속
추정 : 서열로짓모형

일본

미국

파트타임(=1)

-0.1047
(0.120)

0.0581
(0.237)

실직(=1)

0.4922
(0.351)

-0.7797***
(0.213)

비경제활동인구(=1)

0.2136**
(0.098)

0.1670*
(0.094)

지난 5년간 실직경험

-0.1370
(0.094)

-0.2264**
(0.091)

실직가능성존재

-0.4450***
(0.078)

-0.4587***
(0.079)

관측치
2,839
2,607
주 :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자료 : 2006년 일본과 미국에서 실시된 오사카대학 글로벌 COE(GCOE) 조사.

<표 6-3>은 자신의 소득을 통제하고 3개 변수를 이용하여 측정된 상
대소득의 영향을 나타낸다. 자신의 절대소득과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객
관적 측정과 주관적 측정을 모두 활용했다. 즉 실제 자신의 가구소득과
11점 척도로 측정한 생활수준(0이 최저점, 10이 최고점)을 이용했다. 소득
과 생활수준 변수들은 모두 행복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
와 대조적으로 행복방정식에서 상대소득 변수들의 추정된 상관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36) 상관계수 값이 더 높다는 것
은 타인의 소득 또는 자신의 희망소득이 자신의 현재 가구소득보다 더 높
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가구소득의 양의 상관계수와 대조를 보인다. 타인의 생활수
준이 자신의 생활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인식될 경우 일본과 미국 모두
에서 더 불행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준거집단과 자신의 소득,
자신의 희망소득과 현재 소득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할 경우 행복도는 하
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자신의 소득 이외에 상대소득이 행복에
36) 미국의 경우 이상적 소득과 실제소득 간 격차가 0에 가깝게 나타난다. 상대소득
의 영향은 음의 값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다.

156

일과 행복(Ⅲ)

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Knight and Song(2009)
의 연구에서 빈곤지역에서도 상대소득이 개인의 행복에 두 배 이상의 중
요성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던 점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표 6-3> 행복과 상대소득
(1)
로그(가계소득)

(2)

0.4479***
(0.054)

일본
(3)

(4)

0.3188*** 0.3270*** 0.3982***
(0.055)
(0.065)
(0.056)
0.6618***
(0.024)

생활수준(0～10)

-0.5771***
(0.054)

생활수준비교
상대소득 1
(사회적 비교)

-0.0004***
(0.000)

상대소득 2
(이상적 소득 대비)
관측치

로그(가계소득)

-0.0006***
(0.000)
2,927

3,441

(6)

(7)

0.2250***
(0.044)

2,911
미국
(8)

2,713

2,805

(9)

(10)

0.1920*** 0.1739***
(0.045)
(0.050)

0.2215***
(0.047)

0.2792***
(0.021)

생활수준(0～10)
생활수준비교
상대소득 1

-0.2008***
(0.050)

(사회적 비교)
상대소득 2

-0.0003***
(0.000)

(이상적 소득 대비)
관측치

(5)

2,678

2,900

2,657

2,608

-0.0000
(0.000)
2,635

주 : 인구통계 및 노동 관련 변수들(표 6-2에 사용)을 모두 통제함.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생활수준비교(1～5)(5 : 비교대상의 생활수준이 나보다 훨씬 높다).
상대소득 1=(주변인들의 소득)-(자신의 실제소득).
상대소득 2=(자신의 이상적소득)-(자신의 실제소득).
자료 : 2006년 일본과 미국에서 실시된 오사카대학 글로벌 COE(GCOE)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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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복, 상대의식, 상대소득
상대의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방정식 (6-2)를 통해 별도로 조사했
다. 이 방정식에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노동 관련 변수를 일정하
게 유지했다(표 6-4 참조). 상대의식이 미치는 영향이 일본과 미국에서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일본의 경우 가설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행복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미국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드러냈다.
<표 6-4>의 첫 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대의식은 행복과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소득과 상대소득을 통제한 경우와 통
제하지 않은 경우에 동일하게 나타났다. 양국 간 상이한 결과가 명확히 드
러난다. 일본의 경우 (1)에서 (4)까지 상대의식의 상관계수는 모두 음의 부
호를 갖고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지닌다. 이는 타인의 생활수준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행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의 경우 (5)에서 (8)까지 동일한 상관계수들이 모두 양의
<표 6-4> 행복, 상대의식, 상대소득
일본
미국
(1)
(2)
(3)
(4)
(5)
(6)
(7)
(8)
-0.2723***
-0.2542***
-0.2650***
-0.2657***
0.0983***
0.0970***
0.0907***
0.0875**
상대의식 (0.034)
(0.035)
(0.036) (0.035)
(0.034)
(0.034)
(0.034)
(0.034)
상대소득
생활수준
-0.5479***
-0.2035***
비교
(0.054)
(0.050)
-0.0003***
-0.0003***
상대소득 1
(0.000)
(0.000)
-0.0005***
-0.0001
상대소득 2
(0.000)
(0.000)
로그(가계 0.4718*** 0.3478*** 0.3725*** 0.4285*** 0.2244*** 0.1904*** 0.1723*** 0.2200***
소득)
(0.054) (0.056)
(0.066) (0.057)
(0.044)
(0.046)
(0.050)
(0.047)
관측치
2,836
2,820
2,636
2,726
2,594
2,573
2,540
2,557
주 : 인구통계 및 노동 관련 변수들(표 6-2에 사용)을 모두 통제함.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상대의식 : 타인의 생활수준에 대해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가(1～5; 5-최고).
생활수준비교(1～5) (5 : 비교대상의 생활수준이 나보다 훨씬 높다).
상대소득1=(주변인들의 소득)-(자신의 실제소득).
상대소득2=(자신의 이상적소득)-(자신의 실제소득).
자료 : 2006년 일본과 미국에서 실시된 오사카대학 글로벌 COE(GCOE)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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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가지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지닌다. 미국의 경우 타인에 대한
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행복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두 국
가 간의 상반되는 효과는 상대소득 3개 변수들이 통제변인으로 포함될
때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우리는 상대의식과 상대소득의 상호작용 효과를 조사했다(방정식
(6-3)의 ). 이 결과는 상대의식이 일본과 미국에서 정반대의 효과를 갖
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표 6-5 참조). [그림 6-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타인에 대해 매우 의식하는 사람들과 덜 의식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비교
집단을 누구로 두느냐에서 기인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두 그
림에서는 미국의 경우 상대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저소득 준거집단과 고
소득 준거집단 모두와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상호작용
항의 상관계수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우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즉
일본의 경우 상대의식과 상대소득은 각각 행복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상호작용 항의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의
경우 높은 상대의식과 저소득 준거집단의 이항지시변수들 사이의 상호작
용 항( )은 양의 값을 갖고 또한 통계적 유의성을 지닌다. 이는, 타인에
대한 의식이 비교적 낮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저소득 준거집단과 비교할
때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상대의식” 계
수( )는 상대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고소득 준거집단을 선택하는 경우의
상대적인 행복수준을 나타낸다. 이 변수의 상관계수는 타인을 매우 의식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고소득 준거집단과 비교할 때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결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의 경우 상대의식이 행복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준거집단을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저소득 준거집단” 계수( )는 타인
에 대한 의식이 비교적 낮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저소득 집단과 비교할 때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저소득 준거집단과의 비
교로 인한 긍정적 영향은, 상호작용 항( )에 의해 나타나는 바와 같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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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상대소득과 관련한 행복과 상대의식
일본
미국
(1)
(2)
(3)
(4)
0.3809***
0.3793***
0.1860***
0.1876***
로그(가계소득)
(0.055)
(0.055)
(0.045)
(0.045)
-0.3316*** -0.2583**
0.1253*
-0.0963
상대의식 높음
(0.080)
(0.129)
(0.072)
(0.136)
0.6452***
0.6768***
0.4617***
0.2694**
저소득 준거집단(=1)
(0.075)
(0.087)
(0.080)
(0.128)
상대의식 높음 x 저소득준거
-0.1178
0.3063*
(0.162)
(0.160)
집단
관측치
2,820
2,820
2,573
2,573
주 : 인구통계 및 노동 관련 변수들(표 6-2에 사용)을 모두 통제함.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상대의식이 높음 : 상대의식이 높거나 훨씬 높은 경우.
저소득 준거집단 : 타인의 생활수준이 더 낮은 경우.
자료 : 2006년 일본과 미국에서 실시된 오사카대학 글로벌 COE(GCOE) 조사.

대의식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37)

4. 개인적 선택, 상대소득, 상대의식
일부 선행연구들은 행복과 효용의 관계를 철저히 논의했다. 선택이 효
용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저자들은 개인의 삶의 선택에 관한 종속변수를
이용하여 방정식 (6-2)와 (6-3)을 추정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
은 질문을 이용했다 : “귀하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더 가난
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 중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합니까? (두
유형의 지역이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응
답은 5점 척도의 서열변수로 분류되었으며 5점은 타인이 자신보다 훨씬
37) <표 6-5>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상대소득1과 상대소득2의 연속변수를 ‘저소
득 준거집단’을 나타내는 이진변수로 전환했다. 각 이진변수는 마이너스일 경
우 1과 동일하다. 이는 응답자가 자신의 가구소득이 주위 사람들의 가구소득
또는 자신의 희망소득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소득을 위해 두 개의
다른 이진변수를 사용하여 방정식 (6-3)을 추정했으며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자세한 내용은 <부표 6-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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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부유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변수의 분포는 [그림 6-8]에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들 대부분이 생활수준이 자신과 거의 비슷한 지역을 선택했
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를 고른 응답자들도 다수 존재했다. 우리는 부유
한 지역의 선택과 상대소득 간 관련성에 초점을 두었다.
[그림 6-8] 상대의식별 지역수준 비교

일본

미국

주 : 귀하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 중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자료 : 2006년 일본과 미국에서 실시된 오사카대학 글로벌 COE(GCOE) 조사.
<표 6-6> 개인의 선택과 상대소득
표본

(1)
전체
0.0003*
상대소득 1
(0.000)
상대소득 2

(2)
전체

0.0009***
(0.000)

일본
(3)
전체

(4)
남성

(5)
여성

(6)
전체
0.0010***
(0.000)

(7)
전체

미국
(8)
전체

(9)
남성

(10)
여성

0.4023**
(0.162)
0.1087
(0.094)
1,160

0.7402***
(0.166)
0.2033**
(0.102)
1,143

0.0003
(0.000)

생활수준
0.0249 0.2479* -0.1745
0.5605***
비교
(0.103) (0.145) (0.153)
(0.115)
로그(가계 0.1629* 0.1666** 0.0852 0.2093* 0.0197 0.2739*** 0.1302* 0.1515**
소득)
(0.094) (0.081) (0.078) (0.117) (0.109) (0.074) (0.071) (0.068)
관측치
2,516
2,591
2,696
1,292
1,404
2,260
2,277
2,303
주: 인구통계 및 노동 관련 변수들(표 6-2에 사용)을 모두 통제함.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생활수준비교(1～5) (5 : 비교대상의 생활수준이 나보다 훨씬 높다).
상대소득1=(주변인들의 소득)-(자신의 실제소득).
상대소득2=(자신의 이상적소득)-(자신의 실제소득).
자료: 2006년 일본과 미국에서 실시된 오사카대학 글로벌 COE(GCOE)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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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은 상대소득과 개인 선택 간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상대소득
이 행복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타인들이 자신보다 더 부유할 때 더 불행하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러나 <표 6-6>에서 보면 상대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즉 타인 가
구의 소득 또는 자신의 희망소득이 현재 자신의 소득보다 더 높을 때) 응
답자들은 주변 사람들이 더 부유한 지역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타인들이 더 부유할 때 자신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만, 여전히 자신보다 생활수준이 더 높은 지역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가능한 해석 중 하나는 흔히 가정되는 바와
는 달리 행복이 ‘효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행복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극
대화되지 않는다는 추정 결과를 효용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
다(보다 자세한 논의 내용은 제4절 참조).
그러나 상대소득이 행복, 결정효용으로 이어지는 개인적 선택에 미치
는 상반되는 영향은 상대의식이 높고 고소득 준거집단을 가진 사람들 사
이에서는 관측되지 않았다(표 6-7 참조). 타인을 매우 의식하고 현재 타
인의 소득이 더 높다고 인지하는 사람들은 생활수준이 더 낮은 지역을 선
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자신의 상대적 지위를 더 높
<표 6-7> 상대소득과 관련한 개인적 선택과 상대의식
일본
미국
(1)
(2)
0.0286
0.0962
상대의식 높음
(0.141)
(0.128)
0.1302
0.8109***
타인의 소득이 높음
(0.119)
(0.184)
-0.4027*
-0.4476*
상대의식 높음 x 타인소득 높음
(0.231)
(0.231)
0.0943
0.1656**
로그(가계소득)
(0.079)
(0.069)
관측치
2,670
2,258
주 : 인구통계 및 노동 관련 변수들(표 6-2에 사용)을 모두 통제함.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상대의식 높음(높거나 훨씬 더 높은 경우).
자신과 비교한 타인의 생활수준이 높음.
자료 : 2006년 일본과 미국에서 실시된 오사카대학 글로벌 COE(GCOE)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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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만들어 주는 지역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보다 높
아진 상대적 지위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표 6-3, 표
6-4 참조), 이 경우에는 행복을 효용과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즉 상대의식이 높고 고소득 준거집단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더 행복하
게 만드는 결정을 내리고 이는 효용의 극대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할 수 있
는 것이다.

제4절 소 결

1. 상대의식과 준거집단의 선택
우리가 연구를 통해 발견한 주요 결과는 타인의 생활수준에 대한 의식
이 미국과 일본 양국에서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또한
상대의식의 정도가 상대적 행복의 차이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두 국가
에서 상대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영향을 미치지만, 국가에 따
라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첫째, 상대의식은 일본에
서는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미국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 일본의 경우 타인의 생활수준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도 타인의 소득을 의식하는 일본
인들은 낮은 행복수준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
의 경우 타인의 생활수준에 대해 의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일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높은 상대의식을 가졌을 경우, 행복
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타인을 매우 의
식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보다 높은 행복수준을 보고한 것이다.
둘째, 상대의식이 상대소득과 관련하여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과
일본에서 상반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상대의식이 상대소득
상태와 연관되어 행복에 영향을 미친 반면 일본의 경우 행복에 미치는 영
향이 상대소득과 무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6-6]과 [그림 6-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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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대의식이 높은 일본인들이 상대소득의 격차를 점점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상대의식과 상대소득 간 상호작용 항들은 다른 모
든 변수를 통제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미
국의 경우 상대의식과 행복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발
견되었는데 이는 자신의 지위를 더 높게 만들어주는 저소득 준거집단을
선택함으로써 행복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미국인들이 내
생적으로 자신보다 소득이 낮은 계층을 준거집단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내생적인 준거집단의 선택과 관련하여 심리학 문헌들은 두 가
지 동기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자기고양(self-enhancement)이며 나머
지 하나는 자기개선(self-improvement)이다. Falk and Knell(2004)은 개인
이 자신의 준거집단을 직접 선택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조사했다.
자기고양의 동기에 따르면 자신의 상대적 지위에 대해 신경을 쓰는 사람
들은 저소득 준거집단을 선호한다. 저소득 준거집단을 선택하는 것이 자
신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반면 자기개선의 동기는
고소득 준거집단과의 비교에서 파생되는 간접적인 혜택에 초점을 둔다. 예
를 들어, 목표를 더 높이 설정할 때(이 경우, 고소득 준거집단과 비교하는
것)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상대의식이 높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관측된 저소득
준거집단의 선택은 자기고양의 영향이 더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시 말해서 저소득 준거집단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자기고양의 동기가 상
대의식이 높은 미국인들을 훨씬 더 행복하게 느끼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2. 행복과 효용
행복은 개인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하는
결정효용의 경제적 개념에 근거해 합리적 측도로서 간주되어 왔다. 그러
나 일부 연구는 행복과 효용 간 직접적인 연계를 주장할 때 신중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먼저, Frey and Stutzer(2014)는 사람들이
미래의 효용을 부정확하게 예측한다고 주장한다. Frey and Stutzer(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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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예로 통근시간을 행복과 연관하여 분석했다. 긴 통근시간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조건이지만(행복도를 낮추는 조건), 더 좋은 직장이나 주거환
경 등 통근시간 외에 발생하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혜택(행복도를 높이
는 조건)이 크다면 통근시간을 참고 견딘다는 것이다(Rosen, 1986). 이러한
경우 통근시간에 대한 행복의 회귀분석에서 상관계수가 0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Frey and Stutzer(2014)가 독일 사회경제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통근시간과 행복 사이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관측되었다.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재산 요인을 통제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Frey and Stutzer(2014)는 미래 효용에 대한 과대평가가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디에 살지 개인이 선택할 때, 통
근으로 인한 효용의 손실이 낮은 집세와 높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상쇄될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먼 통근길을 선택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긴
통근시간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행복수
준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다시 말해서 추가적인 소득으로 획득될
것이라고 기대한 혜택으로 인한 미래 효용을 잘못 예측한 것이다.
효용의 잘못된 예측을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예로 Kimball and Willis
(2006)는 Frey and Stutzer(2014)의 여행 사례를 들었다. 미래 효용에 대
한 기대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각 개인은 과거의 경험을 재구성하게 된
다.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s) 이론에 따르면, 예를 들어 휴가를 다
녀온 사람들은 자신이 그 여행으로부터 기대효용을 얻었다고 믿는다. 여
행을 회상할 때 자신이 예상한 만큼 실제로 효용을 극대화했다고 믿는 것
이다. 일반적 현시선호 이론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어떤 후회도
없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내린 결정에는 실수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한다.
회고된 경험은 극대화된 만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여행을 가겠다
는 동일한 결정을 내리는 데 주저함이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실제로 자
신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여행을 즐기지 못했으며 휴가에서 경험한 짜증
나는 일들을 단순히 잊어버렸을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불일
치는 실수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효용을 정
확히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로부터 교훈
을 얻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반복해서 내리게 된다. 이것은 앞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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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근시간과 관련한 효용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Kimball and Willis
(2006)는 효용에 대한 잘못된 예측에 관한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자신
의 결정을 번복하고 싶도록 만드는 후회 또는 예측실패의 증거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둘째로, Kimball and Willis(2006)는 개인이 행복을 극대화할 것으로
예측되지 않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행복과 효용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생에는 행복 이상의 것이 존재
한다. 고소득 준거집단이 사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만을 생
각하는 이기적 목적을 뛰어넘는 다른 목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와 같은 다른 목표를 포함하는 개인의 선호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고자 하는 것이
다. 예를 들어, 직장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면서 통근시간이 늘어난다 할
지라도, 소득이 증가한다면 가족들을 위해 더 좋은 물건들을 사주거나 자
녀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다는 다른 목표를 세울 수도 있다.
미국에서 나타난 우리의 조사결과를 보면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
들이 고소득 준거집단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자녀가 어렸을 때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주지를 선호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람들은 효용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금전 또는 비금전적 혜택
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기꺼이 맞교환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하는 것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
동과 반드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낮아진 상대적
지위로 인해 불편한 감정을 감내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합리적인 선택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Clark 외(2008a)는 행복이라는 것이 이미 일어난 일에 대
한 평가이며 그러한 평가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 ‘예측하는’ 것과 같
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들은 “선택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면, 효용은 개인의 선택에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 주
목한다. 효용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기반으로 행동을 결정할 때 반
드시 현실화된 결과에 기반하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관측된 행복은 예측된 행복과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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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따라 행복의 측정이 잘못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
가 있다(Bertrand and Mullainathan, 2001).
요약하면, <표 6-7>에서 상대의식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주변보다 낮
아진 지위로 인해 불행해진다 하더라도, 자신보다 주변이 생활수준이 더
높은 거주지역을 선택한다. 이 결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예측할 때 체계적인 실수를 범하는 경향에
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행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혜택들을 고려한 선택일 경우 그들의 선택은 합리적이며 효용을 극
대화하는 행동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상대소득의 직접적인 영향과 동시에 상대소득에 대
한 “상대의식”의 차이가 행복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 결정요인이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인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와 그 원인에
대한 메커니즘은 향후 새로운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표 6-1> 상대소득과 관련한 행복과 상대의식
일본
미국
(1)
(2)
(3)
(4)
저소득준거 저소득준거 저소득준거 저소득준거
집단 1
집단 2
집단 1
집단 2
-0.3649*** -0.3661*** -0.0285
0.0482
상대의식 높음
(0.094)
(0.083)
(0.083)
(0.076)
0.2514**
-0.0992
저소득준거집단 1
(0.100)
(0.135)
상대의식 높음 x 저소득 준 0.0308
0.4578***
거집단 1
(0.186)
(0.165)
-0.0176
-0.2139
저소득 준거집단 2
(0.165)
(0.185)
상대의식 높음 x 저소득 준
-0.0291
0.4071*
거집단 2
(0.389)
(0.228)
0.3800***
0.4577***
0.1974***
0.2237***
로그(가계소득)
(0.062)
(0.056)
(0.048)
(0.046)
관측치
2,636
2,726
2,540
2,557
주 : 인구통계 및 노동 관련 변수들(표 6-2에 사용)을 모두 통제함.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저소득 준거집단 1 : 주변인들의 소득<자신의 실제소득.
저소득 준거집단 2 : 자신의 이상적 소득<자신의 실제소득.
자료 : 2006년 일본과 미국에서 실시된 오사카대학 글로벌 COE(GCOE)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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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Google, we know that health, family and wellbeing are an
important aspect of Googlers’ lives. We have also noticed that
employees who are happy ... demonstrate increased motivation
... [We] ... work to ensure that Google is ... an emotionally
healthy place to work. (Lara Harding, people programs manager,
Google)

제1절 서 론

1. 연구 필요성
행복경제학에 관한 연구가 최근 경제학 분야에서 많이 진행되는 가운
데, 현재까지 행복과 생산성의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노동자의 행복/효용에 대한 상태가 노
동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험 방법을 사용한 실증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의 행복/효용은 기존 연구에서처럼 단순히 외부적
심리적 요인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실제 노동시장 안에서 상황에 따라 변
하는 행복/효용을 가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은 동기부여의 장점 이외에 많은 단점을 야
기시킬 수 있다 : 경쟁에서 졌을 때의 상실감 혹은 우울감, 나아가서는 동
기 상실감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실험경제학적인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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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Oswald, Proto, and Sgroi(2015)의 Happiness and Productivity의 Lab
Experiment의 결과 노동자의 행복은 생산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 이 논문에서는 행복을 야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적인 충격을 도
입하였다(슬픈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거나, 사탕을 주어 그 순간의 감정
변화를 이끌어 냈다). 본 연구에서는 외적인 충격보다는 노동시장 상황 그
자체로서 노동자에게 줄 수 있는 감정 변화에 초점을 두고 실험 디자인을
하였다. 즉 노동시장에서의 경쟁구도를 실험 디자인으로 재구성하였다:
두 명이 짝을 이루어 서로 경쟁적으로 수학 계산 문제를 풀이하게 한 후
이긴 사람만 임금을 받게 되는 상황을 구성하였다. 경쟁에서 승리한 경우
에는 행복/효용이 커지므로 그다음 시기의 노동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
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경쟁에서 진 경우에는 상실감, 우울감, 혹은 노동
에 대한 동기 상실감으로 인하여 그다음 시기의 노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경쟁구도로 인한 전체 노동시장의 효
율성을 따질 때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경우의 긍정적인 영향 이외에도 진
경우의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면
경쟁구도로 인한 비효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경
쟁구도가 개인에게 주는 행복/효용의 변화를 측정하고, 나아가서 이 변화
가 노동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함으로써 경쟁상황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지, 부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지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일과 행복의 관계는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질문 중의 하나이다. 또한 지
금까지 행복을 사회과학에서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길고 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Dolan and Metcalfe(2012)는 그들의 논문에서 행복지수를
정의하기 위한 세 가지의 범주를 제안하였다. 첫째는, 사람들의 삶을 객
관적으로 수치화시킨 것이다. 둘째는, 사람들이 기쁨과 고통 사이의 쾌
락적 밸런스로부터 느끼는 긍정적, 부정적인 느낌을 수치화시킨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사회적으로 갖는 자신의 위치와 자율성, 그리고 사
회와의 연결성으로부터 부여받는 가치를 수치화시킨 것이다. 전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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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노동경제학에서는 개인의 행복 혹은 효용은 개인의 소비와 여가생활
(leisure)로부터 결정된다고 본다. 즉 동일한 효용을 가정할 때, 개인은 소
비를 늘리기 위하여 여가생활을 포기하고 노동을 증가시켜야 한다. 경제
학에서의 노동은 기본적으로 고통스럽고 불편하므로 효용을 감소시키는
행위(Jevons, 1879)로 볼 수 있다. 예로, Bryson and Mackerron(2017)의
연구에서는 영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직장에서의 안녕 점수
가 아파서 침대에서 머무른 사람들의 안녕 점수에 비해 미미하게 더 높은
것을 보였다. 한편, 많은 노동경제학자들은 사회에서의 ‘일’ 자체가 개인
에게 장기적으로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외부효과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
외부효과는 주로 개인이 사회에 어떤 식으로 속해지느냐와 사회에서 지
니게 되는 개인의 사회적 위치로부터 발생한다. 이는 Blanchflower and
Oswald(2011)의 연구에서 개인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에 가지게 되는 상
실감 혹은 안녕 점수의 감소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주
로 동일한 소비상황에서 개인의 감정과 생산성 간의 관계에 더 주목하였
다. 심리학에서는 일의 만족도 혹은 직업만족도는 생산성과 양의 상관관
계를 지닌다고 받아들인다(Judge et al., 2001). 그러나 관계 분석에서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역시 인과관계일 것이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이
행복한 것인지, 행복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은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실증데이터로 분석하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 바로 Oswald et al.(2015)의 실험연구가 가지는 의
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영국 워윅대학 학생들을 실
험실로 모집하여 실제로 노동력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였다. 실험 상황에
서의 노동력 측정은 단순한 계산을 5분 동안 진행하여 맞춘 개수에 따라
실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 실험 직무는 Niederle and Vesterlund
(2007) 이후로 많은 실험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Ifcher and Zarghamee,
2016; Buser, 2016; Jung and Vranceanu, 2016). Bryson and Mackerron
(2017)이 주장했듯이 실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대부분
의 사람들의 일상이므로, 경제학 실험에서 노동시장을 가정할 때에 실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개
인 간의 성향/능력의 차이로 야기되는 문제는 보통 실험의 무작위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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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가능하다. 이 실험에서는 학생들이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뉘어,
처치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재미있는 코미디 영상을 시청하였고, 비교집
단의 학생들은 아무것도 시청하지 않거나 중립적인 영상을 시청하였다.
영상의 시청 후에 학생들은 더 행복해졌으며, 생산성 역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 실험연구에서 행복도는 직접적으로 현재 얼마
나 행복한지에 대해 Likert Scale로 답하도록 물었다. 저자들은 이 연구에
서 현재 느끼는 감정과 행복 간에 명확한 차이를 두지 않았으며, 현재 얼
마나 행복한지에 대해 답한 것을 실제 행복의 좋은 근사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swald et al.(2015)의 연구와 비슷한 실험을 수행하되,
감정을 외부적으로 다룸에 있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학생들은 단순한 계산을 하는 직무를 경험하게 되는데, 두 가지 상황하에
서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단순히 개인의 성과에 의
해서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임의적으로 맺어진 파
트너와 경쟁해서 winner-takes-all 형식의 임금을 받게 된다. 즉 경쟁구
도에서 이기게 되면 높은 임금을 받게 되고, 경쟁 구도에서 지게 되면 아
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는 구조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개인의 성과에 따
른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본 실험은 끝나게 된다.
행복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Oswald et al.(2015)과 같이 안녕의
주관적인 측정에 집중하였다. 각 단계 바로 전에 학생들은 현재 상태에
대해, 16개의 단어에 대해 Likert Scale로 답하도록 물었다. 이 16개의 단
어는 Warr et al.(2014)가 제안한 단어들로 구성했으며 이 단어들을 조합
하여 16-item IWP Multi-Affect Indicator를 사용하여 기쁨의 활성화 정도
에 따른 안녕에 대한 점수를 개인별로 측정할 수 있다. 이 점수는 심리학
분야에서 직업 혹은 직무 만족도를 측정하는 점수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Oswald et al.(2015)의 연구와 같이 학
생들이 행복이 증가했을 때에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
히 경쟁에서 이겼을 경우 행복이 증가하였고 졌을 경우 행복이 감소하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이 행복의 변화가 마지막 단계의 생산성을 설명하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Oswald et al.
(2015)가 도입했던 외부적 충격에 비해 한국 학생들의 행복이 생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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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은 상대적으로 작음을 보였다. 이는 한국
학생들의 경우 감정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혹은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실험을 수행한
대상과 장소가 달라짐에 따른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제2절 실험 설계 및 절차

본 실험은 만 19세 이상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40분가량 소요되는, 컴
퓨터 실 안에서의 ztree 프로그램(Fischbacher, 2007)을 이용한 lab 실험
이다.38) 경제학 실험실이 존재하는 서울대학교 재학생들 중 만 19세 이상
인 학생 82명을 모집하였다.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snulife)에 공지를
내고 이메일로 참여 관련 접촉하여, 실험 당일 실험실에 모집하여 실험 시
작 전에 동의서 배포 후 동의하는 학생에 한하여 동의서 수집 및 실험을
시행하였다. 2017년 4월 24일(28명), 5월 1일(24명), 그리고 5월 22일(30명)
세 차례에 걸쳐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 세션의 실험은 컴퓨터 랩 실에서 개인의 자리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ztree)을 구동하여 수행하였다. 평균적으로 실험 1회당 35～40분 정도 소
요되었다. 개인의 문제 풀이 (덧셈) 능력에 따라 0원에서 28,000원까지 평
균 11,000원 정도 지급되었다. 실험 수행에 대한 대가로 참여비 5,000원은
따로 지급하여 평균적으로 총 16,000원 지급되었다. 일반 PC를 사용하므
로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고 여겨졌으며, 심층면담은 사용하지 않고, 취약
한 연구대상자는 포함하지 않았다. <표 7-1>에 대상 학생들의 인구통계
학적 통계량이 나타나 있다. 평균나이는 23세이고, 41%가 여학생이었다.
55%의 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대 학생이었으며 23%의 학생들이 이과학
생들이었다.

38) 본 실험은 인하대학교 기관윤리생명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승인번호 :
17041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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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기초통계량(인구사회학적 정보)

나이
여성(=1)

평균(표준편차)
23.00
(4.50)
0.41
(0.50)

전공
이과
문과
기타
관측치
자료 : 필자 작성.

0.23
(0.42)
0.55
(0.50)
0.22
(0.42)
82

본 실험은 3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5분 동안 노력이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직무는 간단한 수학 계산문제(두 자리
의 숫자 5개를 더하는 문제)를 5분 동안 가능한 한 많이 정확하게 풀어내
는 것이다. 예를 들면 28+17+81+78+74를 계산하여 답을 입력하는 문제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계산기를 쓰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계산을 할 수 있는 빈 종이와 펜이 제공이 되었다. 답을 컴퓨터
에 제출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제출한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컴퓨터가
화면에 표시한다. 5분이 지나면 참여자들은 5분 동안 몇 문제를 맞혔고,
만약 그 단계가 최종적으로 임금지급에 선택되었을 경우에는 받게 되는
임금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된다.
몇몇의 심리학 연구에서는(Neves, 2011; Van Horn et al., 2004) 측정할
수 있는 affective 안녕이 직업 직무 만족도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밝혔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Warr et al.(2014)가 제안한 IWP MultiAffect Indicator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법은 개인이 주어진 단어들의 현
재 상태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joyful, anxious, depressed, enthusiastic
등 16개의 단어) 1～7 사이의 척도로 대답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기본적
으로 심리학에서 전통적인 circumplex 모델(Russell, 1979; 1980; Watson et
al., 1988)을 사용한다. 16개의 단어 중 4개의 단어는 높게 활성화된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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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2차원 감정 안녕 모델(Warr, 1990년)

자료 : Warr(1990)의 보고서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인 감정(anxiety), 4개의 단어는 높게 활성화된 긍정적인 감정(enthusiasm),
4개의 단어는 낮게 활성화된 부정적 감정(depression), 그리고 마지막 4개
의 단어는 낮게 활성화된 긍정적 감정(comfort)을 포착한다. [그림 7-1]은
Warr(1990)이 제안한 긍정/부정적 감정이 활성화 상태에 따라서 어떤 방
향으로 작동하는지 제안한다. 그림의 사분면은 각각 IWP Multi-Affect
Indicator의 네 가지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Warr et al.(2014)가 제안한 대로 IWP Multi-Affect Indicator는 16개
의 단어에 대한 답을 더하고 빼서 구한다. 긍정적인 감정에 대한 대답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대답을 빼게 되면 IWP Multi-Affect Indicator 중
안녕에 대한 단일 척도가 된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제안한 대로 부정적
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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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기초통계량(감정 안녕 지수)

1단계 감정지표
1단계 긍정적 감정지표
1단계 부정적 감정지표
2단계 감정지표
2단계 긍정적 감정지표
2단계 부정적 감정지표
3단계 감정지표
3단계 긍정적 감정지표
3단계 부정적 감정지표
관측치

평균(표준편차)
4.35
(14.27)
30.85
(6.82)
26.50
(9.56)
4.48
(15.34)
30.39
(7.23)
25.91
(10.30)
4.87
(19.68)
30.32
(10.78)
25.45
(11.70)
82

자료 : 필자 작성.

문에 긍정적 감정척도(긍정적 단어들 8개에 대한 답들의 합)와 부정적 감
정척도(부정적 단어들 8개에 대한 답들의 합)를 각각 계산하여 사용하였
다. 각 단어에 대해 참여자는 1점부터 7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의
단일 척도의 범위는 최대 48점(56-8), 최소 -48점을 가지게 된다. 긍정적/
부정적 감정척도는 최대 56점 최소 8점을 가지게 된다. <표 7-2>는 각
단계에서의 행복에 대한 IWP지수들의 평균이다.
본 실험에서는 두 가지의 상황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비경쟁구도로
개인의 생산성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쟁구도로 임
의로 결정된 파트너와 경쟁하여 이긴 참여자만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
winner-takes-all이다. 비경쟁구도에서의 임금은 개인이 수학문제를 몇
개 풀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문제당 500원). 한편, 경쟁구도에서는 무기
명의 파트너와 무작위 매칭 하여 수학문제 풀이 결과 이긴 참여자는 높은
임금을 받고(문제당 1,000원) 진 참여자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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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39)
(1) 실험에 대한 설명
(2) 개인정보 수집 : 성별/나이/학년/전공/경쟁에 대한 선호도 측정
(3) 수학 계산 문제에 대한 설명 및 연습(2분)
(4) 1단계 감정 안녕 지표 측정 : 16-item IWP Mult-Affect Indicator
(5) 1단계 생산성 측정 : 비경쟁구도(5분 동안 푼 문제당 500원씩 지급)
(6) 1단계 결과 공개(맞힌 개수와 임금)
(7) 2단계 감정 안녕 지표 측정 : 16-item IWP Mult-Affect Indicator
(8) 2단계 생산성 측정 : 경쟁구도(5분 동안 푼 문제가 무작위로 매칭
된 파트너보다 많다면 문제당 1,000원씩 지급. 파트너보다 문제를
덜 풀었다면 임금 지급 없음)
(9) 2단계 결과 공개(맞힌 개수, 파트너 중에 누가 문제를 더 많이 풀었
는지에 대한 랭킹, 임금 등)
(10) 3단계 감정 안녕 지표 측정 : 16-item IWP Mult-Affect Indicator
(11) 3단계 생산성 측정: 비경쟁구도(5분 동안 푼 문제당 500원씩 지급)
(12) 3단계 결과 공개(맞힌 개수와 임금)
(13) 실험에 대한 선호도 평가 및 최종결과 공개, 종료

제3절 결 과

1. 기초통계량
본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의 평균적인 생산성은 <표 7-3>에 제시되었
다. T1, T2, T3은 각각 1단계(비경쟁), 2단계(경쟁), 3단계(비경쟁)을 나
타낸다. 경쟁단계에서의 임금체계는 비경쟁단계에서보다 크기 때문에 학
생들의 생산성은 문제 1개 정도 증가하였고, 이 증가한 부분은 3단계인
비경쟁구도에서 줄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9) 자세한 실험 설명서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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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기초통계량(생산성)
평균(표준편차)
17.62
(4.28)
18.76
(4.76)
18.74
(4.63)
82

T1 생산성
T2 생산성
T3 생산성
관측치
자료 : 필자 작성.
<표 7-4> 승자와 패자 간의 생산성 차이(T-검정)
패자
승자
여성 (=1)
0.49
0.34
나이
22.68
23.32
T1 생산성
15.41
19.83
T2 생산성
15.83
21.68
T3 생산성
16.51
20.98
△ 생산성 T1-T2
0.41
1.85
△ 생산성 T2-T3
0.68
-0.71
△ 생산성 T1-T3
1.10
1.15
T1 실수
2.32
2.12
T2 실수
3.10
2.39
T3 실수
2.83
2.78
△ 실수 T1-T2
0.78
0.27
△ 실수 T2-T3
-0.27
0.39
△ 실수 T1-T3
0.51
0.66
상대방과의 생산성 차이
-5.85
5.85
T2의 예상 순위
1.41
1.34
주 : 유의 수준 * 0.10, ** 0.05, *** 0.01.
자료 : 필자 작성.

차이
0.15
-0.63
-4.41***
-5.85***
-4.46***
-1.44**
1.39**
-0.05
0.20
0.71
0.05
0.51
-0.66
-0.15
-11.71***
0.07

표준오차
0.11
1.00
0.81
0.83
0.90
0.70
0.59
0.59
0.37
0.47
0.39
0.56
0.51
0.45
0.95
0.11

관측치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표 7-4>는 2단계 경쟁구도에서의 승자와 패자 간의 통계량 차이를 T
검정을 한 것이다. 승자와 패자 간의 성이나 나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점이 없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승자는 패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생산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7-2 참조). 1단계에서 2단계
로 진입했을 경우, 승자의 경우 경쟁에 대한 인센티브가 큰 것을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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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승자/패자의 생산성

자료 : 필자 작성.

T1-T2 변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승자의 경우 비경쟁이
었을 경우보다 경쟁 상황이었을 경우 생산성의 증가가 훨씬 높았다. 반대
로, 경쟁상황에서 다시 비경쟁 상황으로 진입하는 경우(2단계에서 3단계
로 진입) 승자의 경우보다는 패자의 경우가 인센티브가 큰 것으로 보인
다. 계산 실수의 경우 승자와 패자 간의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7-5>는 승자와 패자 간의 감정적 변화의 T통계량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주된 감정 변화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경쟁구도를 도입하였는데,
2단계의 경쟁상황 이후 승자와 패자 간의 감정변화를 보면 경쟁에서 이
긴 것이 긍정적 감정의 변화를 이끌어 냈고, 진 것은 부정적 감정의 변화
를 이끌어 낸 것을 알 수 있다(그림 7-3 참조). 즉 승자는 행복해졌다고
느꼈고, 패자는 승자에 비해 행복도가 낮아짐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가 보여준다. 특히 감정의 변화 중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따로 놓
고 분석해 보면 승자의 경우 긍정적 감정이 상대적으로 더욱 활성화되는
반면, 패자의 경우 부정적 감정이 상대적으로 더욱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4]는 승자와 패자의 행복 변화량의 분포를 그린 것이다.
승자의 경우 분포가 오른쪽으로 명확하게 쏠려 있는 형태를 보이고, 이는
승자의 경우 행복의 증가의 크기가 패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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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승자/패자의 감정 변화

자료 : 필자 작성.
[그림 7-4] 승자/패자의 생산성 변화 분포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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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승자와 패자 간의 감정 변화 차이(T-검정)
표준오차

관측치

T1 안녕

패자
3.10

승자
5.61

-2.51

차이

3.16

82

T2 안녕

2.12

6.83

-4.71

3.37

82

T3 안녕

-5.90

15.63

-21.54***

3.65

82

△ 안녕 T1-T2

-0.98

1.22

-2.20

2.73

82

△ 안녕 T2-T3

-8.02

8.80

-16.83***

2.61

82

△ 안녕 T1-T3

-9.00

10.02

-19.02***

3.15

82

T1 긍정적 감정

29.39

32.32

-2.93*

1.48

82

T2 긍정적 감정

28.49

32.29

-3.80**

1.55

82

T3 긍정적 감정

23.76

36.88

-13.12***

1.89

82

△ 긍정적 감정 T1-T2

-0.90

-0.02

-0.88

1.45

82

△ 긍정적 감정 T2-T3

-4.73

4.59

-9.32***

1.31

82

△ 긍정적 감정 T1-T3

-5.63

4.56

-10.20***

1.82

82

T1 부정적 감정

26.29

26.71

-0.41

2.12

82

T2 부정적 감정

26.37

25.46

0.90

2.29

82

T3 부정적 감정

29.66

21.24

8.41***

2.42

82

△ 부정적 감정 T1-T2

0.07

-1.24

1.32

1.61

82

△ 부정적 감정 T2-T3

3.29

-4.22

7.51***

1.83

82

△ 부정적 감정 T1-T3

3.37

-5.46

8.83***

2.03

82

주 : 유의 수준 : * 0.10, ** 0.05, *** 0.01.
자료 : 필자 작성.

<표 7-6>은 남녀 간의 생산성 차이를 T통계량 분석한 표이다. 흥미로
운 점은 비경쟁구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던 남녀 간 생산성 차이
는 경쟁구도인 2단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즉 남성은 경쟁구도에서
생산성이 여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비경
쟁구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에 비하면 평균적으로
남성이 경쟁구도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인센티브가 강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여러 단계의 생산성을 비교했을 경우 본 연구에
대상 학생들 간의 성별 생산성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7>은 남녀 간의 감정 차이를 T통계량 분석한 표이다. 대체적으
로 남녀 간 감정 차이는 본 실험을 통틀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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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6> 남녀 생산성 차이(T-검정)
여성
남성
나이
22.29
23.50
T1 생산성
16.85
18.17
T2 생산성
17.68
19.52
T3 생산성
18.21
19.13
△ 생산성 T1-T2
0.82
1.35
△ 생산성 T2-T3
0.53
-0.40
△ 생산성 T1-T3
1.35
0.96
T1 실수
2.15
2.27
T2 실수
3.15
2.46
T3 실수
2.65
2.92
△ 실수 T1-T2
1.00
0.19
△ 실수 T2-T3
-0.50
0.46
△ 실수 T1-T3
0.50
0.65
상대방과의 생산성 차이
-1.71
1.21
T2의 예상 순위
1.50
1.29
주 : 유의 수준 : * 0.10, ** 0.05, *** 0.01.
자료 : 필자 작성.

차이
-1.21
-1.31
-1.84*
-0.92
-0.53
0.93
0.39
-0.12
0.69
-0.27
0.81
-0.96*
-0.15
-2.91*
0.21*

표준오차
1.01
0.95
1.05
1.04
0.73
0.61
0.60
0.38
0.48
0.40
0.56
0.51
0.45
1.61
0.11

관측치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표 7-7> 남녀 감정 변화 차이(T-검정)
T1 안녕
T2 안녕
T3 안녕
△ 안녕 T1-T2
△ 안녕 T2-T3
△ 안녕 T1-T3
T1 긍정적 감정
T2 긍정적 감정
T3 긍정적 감정
△ 긍정적 감정 T1-T2
△ 긍정적 감정 T2-T3
△ 긍정적 감정 T1-T3
T1 부정적 감정
T2 부정적 감정
T3 부정적 감정
△ 부정적 감정 T1-T2
△ 부정적 감정 T2-T3
△ 부정적 감정 T1-T3
주 : 유의 수준 : * 0.10, **
자료 : 필자 작성.

여성
남성
4.41
4.31
2.76
5.69
4.53
5.10
-1.65
1.38
1.76
-0.58
0.12
0.79
31.21
30.60
29.97
30.69
29.74
30.73
-1.24
0.08
-0.24
0.04
-1.47
0.13
26.79
26.29
27.21
25.00
25.21
25.63
0.41
-1.29
-2.00
0.63
-1.59
-0.67
0.05, *** 0.01.

차이
0.10
-2.92
-0.57
-3.02
2.35
-0.67
0.60
-0.72
-0.99
-1.32
-0.28
-1.60
0.50
2.21
-0.42
1.70
-2.63
-0.92

표준오차
3.22
3.44
4.44
2.76
3.25
3.85
1.54
1.63
2.43
1.46
1.70
2.18
2.16
2.31
2.64
1.63
2.02
2.29

관측치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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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8>～<표 7-11>은 승자와 패자 간의 생산성 및 행복도 차이를
남녀 샘플 따로 분석한 것이다(그림 7-5 참조). 통계적 차이를 허용하게
되면 <표 7-4>와 <표 7-5>에서 전체 샘플로 분석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경쟁구도에서 이긴 경우 행복도가 증가하였고, 진 경
우 행복도가 감소하였다. 승자의 경우 3단계에서 패자의 경우보다 항상
생산성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승자인 경우 원래 생산성이
높은 개인이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일 수 있다. 즉 개인 효과가 생산성
을 설명하는 것이지, 승자가 행복해졌으므로 3단계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
였다고 말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실험 이론에 따르면, 실험 단계
에서 경쟁구도인 2단계에서 파트너는 무작위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항상
생산성 높은 참여자가 승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작위 매칭은 생산성
높은 참여자가 생산성 높은 참여자와 맺어지도록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생산성이 낮은 참여자인 경우에도 비슷한 생산성을 지닌 참여자와 매칭
되는 경우 충분히 경쟁상황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다(Buser, 2016). 다음 항에서는 이러한 개인 효과를 통제하여 각 단계의
행복이 생산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량분석을 할 것이다.
<표 7-8> 여성 승자/패자 간 생산성 차이(T-검정)
패자
승자
나이
21.90
22.86
T1 생산성
15.95
18.14
T2 생산성
15.65
20.57
T3 생산성
17.20
19.64
△ 생산성 T1-T2
-0.30
2.43
△ 생산성 T2-T3
1.55
-0.93
△ 생산성 T1-T3
1.25
1.50
T1 실수
2.20
2.07
T2 실수
3.70
2.36
T3 실수
2.25
3.21
△ 실수 T1-T2
1.50
0.29
△ 실수 T2-T3
-1.45
0.86
△ 실수 T1-T3
0.05
1.14
상대방과의 생산성 차이
-6.15
4.64
T2의 예상 순위
1.45
1.57
주 : 유의 수준 : * 0.10, ** 0.05, *** 0.01.
자료 : 필자 작성.

차이
-0.96
-2.19
-4.92***
-2.44*
-2.73**
2.48**
-0.25
0.13
1.34
-0.96
1.21
-2.31**
-1.09
-10.79***
-0.12

표준오차
1.66
1.30
1.22
1.40
1.16
1.01
1.03
0.52
0.84
0.64
0.93
0.85
0.76
1.51
0.18

관측치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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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9> 남성 승자/패자 간 생산성 차이(T-검정)
패자
승자
나이
23.43
23.56
T1 생산성
14.90
20.70
T2 생산성
16.00
22.26
T3 생산성
15.86
21.67
△ 생산성 T1-T2
1.10
1.56
△ 생산성 T2-T3
-0.14
-0.59
△ 생산성 T1-T3
0.95
0.96
T1 실수
2.43
2.15
T2 실수
2.52
2.41
T3 실수
3.38
2.56
△ 실수 T1-T2
0.10
0.26
△ 실수 T2-T3
0.86
0.15
△ 실수 T1-T3
0.95
0.41
상대방과의 생산성 차이
-5.57
6.48
T2의 예상 순위
1.38
1.22
주 : 유의 수준 : * 0.10, ** 0.05, *** 0.01.
자료 : 필자 작성.

차이
-0.13
-5.80***
-6.26***
-5.81***
-0.46
0.45
-0.01
0.28
0.12
0.83*
-0.16
0.71
0.54
-12.05***
0.16

표준오차
1.27
1.02
1.15
1.18
0.88
0.71
0.73
0.53
0.56
0.48
0.70
0.57
0.54
1.24
0.13

관측치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차이
표준오차
-3.55
4.07
-7.08
5.04
-21.69***
5.72
-3.53
4.48
-14.61***
3.96
-18.14***
5.31
-4.63**
2.07
-5.51**
2.23
-13.93***
3.17
-0.89
2.35
-8.41***
2.10
-9.30***
3.20
-1.08
3.00
1.56
3.58
7.76**
3.75
2.64
2.75
6.19**
2.99
8.84**
3.55

관측치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표 7-10> 여성 승자/패자 간 감정 변화 차이(T-검정)
패자
승자
T1 안녕
2.95
6.50
T2 안녕
-0.15
6.93
T3 안녕
-4.40
17.29
△ 안녕 T1-T2
-3.10
0.43
△ 안녕 T2-T3
-4.25
10.36
△ 안녕 T1-T3
-7.35
10.79
T1 긍정적 감정
29.30
33.93
T2 긍정적 감정
27.70
33.21
T3 긍정적 감정
24.00
37.93
△ 긍정적 감정 T1-T2
-1.60
-0.71
△ 긍정적 감정 T2-T3
-3.70
4.71
△ 긍정적 감정 T1-T3
-5.30
4.00
T1 부정적 감정
26.35
27.43
T2 부정적 감정
27.85
26.29
T3 부정적 감정
28.40
20.64
△ 부정적 감정 T1-T2
1.50
-1.14
△ 부정적 감정 T2-T3
0.55
-5.64
△ 부정적 감정 T1-T3
2.05
-6.79
주 : 유의 수준 : * 0.10, ** 0.05, *** 0.01.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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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남성 승자/패자 간 감정 변화 차이(T-검정)
패자
승자
T1 안녕
3.24
5.15
T2 안녕
4.29
6.78
T3 안녕
-7.33
14.78
△ 안녕 T1-T2
1.05
1.63
△ 안녕 T2-T3
-11.62
8.00
△ 안녕 T1-T3
-10.57
9.63
T1 긍정적 감정
29.48
31.48
T2 긍정적 감정
29.24
31.81
T3 긍정적 감정
23.52
36.33
△ 긍정적 감정 T1-T2
-0.24
0.33
△ 긍정적 감정 T2-T3
-5.71
4.52
△ 긍정적 감정 T1-T3
-5.95
4.85
T1 부정적 감정
26.24
26.33
T2 부정적 감정
24.95
25.04
T3 부정적 감정
30.86
21.56
△ 부정적 감정 T1-T2
-1.29
-1.30
△ 부정적 감정 T2-T3
5.90
-3.48
△ 부정적 감정 T1-T3
4.62
-4.78
주 : 유의 수준 : * 0.10, ** 0.05, *** 0.01.
자료 : 필자 작성.
[그림 7-5] 성별/경쟁결과에 따른 행복도 변화

자료 : 필자 작성.

차이
-1.91
-2.49
-22.11***
-0.58
-19.62***
-20.20***
-2.01
-2.58
-12.81***
-0.57
-10.23***
-10.80***
-0.10
-0.08
9.30***
0.01
9.39***
9.40***

표준오차
4.69
4.64
4.91
3.53
3.44
4.00
2.10
2.18
2.43
1.89
1.72
2.25
3.04
3.06
3.28
1.99
2.26
2.48

관측치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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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 계량 분석
본항에서는 경쟁구도의 결과가, 즉 2단계의 경쟁에서 이겼는지 졌는지에
따라 참여자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이 감정이 3단계의 생산
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계량분석을 한다. 계량분석의 경우 개
인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효과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표 7-12>는 경쟁 이후 감정의 변화가 어떻게 결과에 따라 변화했는
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승자(=1)” 변수는 2단계 경쟁상황에서 이
긴 사람이 1을 가지게 되는 더미변수이다. 전공에 따른 더미변수는, 기본
집단은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한 학생들이며 이과학생들과 기타 다른 전
공 학생에 대한 더미변수들이 사용되었다. “경쟁선호”는 실험 시작할 때
측정한 경쟁에 대한 선호도이다(0 굉장히 싫어함～10 굉장히 선호함). (1)열
은 2단계와 3단계 사이의 행복도의 변화량, (2)열은 긍정적 감정의 변화량,
그리고 (3)열은 부정적 감정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다른 개인 관련 변수들
<표 7-12> 경쟁 후 감정 변화

승자 (=1)
여성(=1)
나이
전공 (이과)
전공 (기타)
경쟁 선호
상수항

(1)
△안녕
19.74***
(3.324)
2.580
(3.441)
0.273
(0.369)
-0.594
(4.243)
-5.051
(4.086)
-0.326
(0.705)
-13.71
(10.22)
82
0.288

(2)
△긍정적 감정
10.06***
(1.960)
-0.244
(2.029)
0.0408
(0.218)
-1.464
(2.502)
-0.807
(2.409)
0.00936
(0.416)
-5.936
(6.029)
82
0.228

(3)
△부정적 감정
-9.685***
(2.105)
-2.824
(2.180)
-0.232
(0.234)
-0.870
(2.687)
4.243
(2.588)
0.335
(0.446)
7.769
(6.476)
82
0.193

관측치
Adjusted R2
주 : 표준오차는 괄호 안에 표시됨. 유의 수준 : * 0.10, ** 0.05, *** 0.01.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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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3> T3 생산성 결정요인(Ⅰ)
T1 생산성
여성 (=1)
나이
전공 (이과)
전공 (기타)
경쟁 선호
승자 (=1)
T3 안녕

(1)
0.880***
(0.0809)
0.146
(0.621)
-0.00415
(0.0666)
0.747
(0.767)
1.285*
(0.735)
-0.261**
(0.129)
0.841
(0.678)

(2)
0.914***
(0.0729)
0.0588
(0.622)
-0.0109
(0.0677)
0.625
(0.770)
1.241*
(0.741)
-0.245*
(0.129)

0.0154
(0.0153)

T3 긍정적 감정
T3 부정적 감정
상수항

(3)
0.925***
(0.0744)
0.0103
(0.627)
-0.0224
(0.0695)
0.523
(0.783)
1.317*
(0.749)
-0.235*
(0.130)

3.791*
3.692
(2.232)
(2.241)
관측치
82
82
2
Adjusted R
0.687
0.684
주 : 표준오차는 괄호 안에 표시됨. 유의 수준 : * 0.10, **
자료 : 필자 작성.

-0.00849
(0.0346)
-0.0364
(0.0312)
5.000*
(2.816)
82
0.683
0.05, *** 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가운데, 2단계 경쟁의 결과인 승자 더미변
수는 모든 모델에서 행복과 관련된 감정 종속변수들에게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끼친다. 즉 승자는 패자에 비해 행복도가 19.74점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긍정적 감정이 10.06점이 높고, 부정적 감정이 9.69점가량 낮
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7-13>과 <표 7-14>는 3단계의 생산성을 경쟁구도의 결과 및 행
복도로 설명하기 위한 회귀변수 결과이다. 개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같은 비경쟁구도였던 1단계 생산성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성별, 나이
및 전공과 경쟁에 대한 선호 역시 설명변수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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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4> T3 생산성 결정요인(Ⅱ)

T1 생산성
여성 (=1)
나이
전공 (이과)
전공 (기타)
경쟁 선호
승자 (=1)

(1)
0.880***
(0.0809)
0.146
(0.621)
-0.00415
(0.0666)
0.747
(0.767)
1.285*
(0.735)
-0.261**
(0.129)
0.841
(0.678)

(2)
0.914***
(0.0738)
0.0597
(0.633)
-0.0107
(0.0697)
0.624
(0.786)
1.241
(0.747)
-0.245*
(0.131)

0.0155
(0.0196)
0.0153
(0.0219)

T2 안녕
△ 안녕 T2-T3
T2 긍정적 감정
T2 부정적 감정
△ 긍정적 감정 T2-T3
△ 부정적 감정 T2-T3
상수항
관측치
2

(3)
0.916***
(0.0751)
0.00730
(0.639)
-0.0374
(0.0728)
0.327
(0.812)
1.236
(0.758)
-0.256*
(0.132)

3.791*
(2.232)
82
0.687

3.686
(2.340)
82
0.680

-0.0511
(0.0513)
-0.0594
(0.0375)
0.0335
(0.0489)
-0.0185
(0.0424)
7.572**
(3.594)
82
0.681

Adjusted R
주 : 표준오차는 괄호 안에 표시됨. 유의 수준 : * 0.10, ** 0.05, *** 0.01.
자료 : 필자 작성.

있는 변수는 행복 관련된 감정 변수들과 2단계 경쟁구도의 결과인 승자
더미이다. 2단계에서 승자였을 경우 3단계 비경쟁구도에서 약 0.84개의
문제를 더 푸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90%의 유의성에 가까운 p값을 가진다. 실험이라는 특성상 샘플의 수가
적기 때문에 회귀분석의 p값을 논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
안한다면 2단계의 승패가 3단계의 생산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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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행복 관련 변수들은 3단계의 생산성을 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향성은 대체로 Oswald et al.(2015)
연구 결과와 같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 혹은 감정 관련 변수들이 생산
성에 끼치는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다. 이는 문화적인 차이로 설명이 가능
할 수 있다. 서구권 학생들에 비해 우선 한국 학생들이 감정에 따른 생산
성 변화가 적을 가능성이 있다. 개인의 성과를 강조하는 서양의 학생들이
개인적인 감정 변화가 생산성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면,
한국의 학생들은 생산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감정 변화보다는 목적, 의
미, 또는 일의 가치가 클 수 있다. 문화 간의 차이와 사회적 분위기의 차
이가 국가 간 학생들이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다(Hofstede, 2001).

제4절 소 결

본 연구는 행복과 생산성 간의 상관관계를 실험을 통하여 밝히고자 하
였다. Oswald et al.(2015)의 논문과 비슷하게 진행함과 동시에, 행복의
변화를 순수하게 외부적인 충격으로 이끌어 내지 않고, 실제 노동시장에
서 많이 겪게 되는 경쟁상황을 구성하여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게 함으로
써 도출하였다. 행복도 역시 심리학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IWP MultiAffect Indicator를 사용하여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두 명이 짝을 이루어 서로 경쟁적으로 수학 계산 문
제를 풀이하게 한 후 이긴 사람만 임금을 받게 되는 상황을 구성하여, 경
쟁에서 승리한 경우에는 행복/효용이 커지므로 그다음 시기의 노동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경쟁에서 진 경우에는 상실감,
우울감, 혹은 노동에 대한 동기 상실감으로 인하여 그다음 시기의 노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경쟁구도로 인한 전
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따질 때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경우의 긍정적인
영향 이외에도 진 경우의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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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더 크다면 경쟁구도로 인한 비효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경쟁구도가 개인에게 주는 행복/효용의 변화를 측정하고,
나아가서 이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함으로써
경쟁상황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지,
부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지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경쟁구도에서 이겼을 경우 행복도가 증
가하는 것은 자명하고, 이겼을 경우 3단계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쟁에서 이겼을 경우 얻게 되는 감정적인 보
상이 결국 생산성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가 통계적
으로 매우 크지는 않았고, 이는 서양에서 연구된 Oswald et al.(2015)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문화적, 사회적인 차
이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실험이 진행된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중
고등학교 때부터 경쟁적인 상황에 많이 노출되고, 그러한 스트레스에 외
국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익숙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상대
적으로 생산성이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훈련이 되어 왔을 가능
성을 무시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경쟁상황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좀 더 일반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
로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룬 집단의 특성
역시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하다. 일반적인 논문에서 서양 집단을 대상으
로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비해, 즉 피실험자가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생산성에 영향은 받는다는 것에 비해, 특정한 집단이긴 하나 한국의 학생
들이 스트레스 안에서도 꾸준한 생산성을 보인다는 것이 과연 긍정적으
로 판단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실험연구의 특
성상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할 것이
다. 그러므로 추후에 경쟁상황에 노출되기 전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실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직무로부터 받는 감정적 웰빙은 노동자로서의 삶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비록 단기적 생산
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승자와 패자의 감정은 유의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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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였다. 실험이라는 특성상 이 감정 변화의 장기적 효과까지는 측정
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노동자의 감정적 웰빙이 장기적으로 생
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구도, 혹은 나아가서 성
과연봉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경제학이 추구하는 효율성 증
대를 위한 경쟁구도 혹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것이 노동자들의 웰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
하다. 경쟁구도가 노동자들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고, 이 웰빙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이론이 이야기하는 경제적 효율 증대는 생각하
는 것만큼 낙관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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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실험 설명서

안녕하십니까? 본 실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부
터 5,000원에서 25,000원가량을 벌 수 있는 경제학 실험에 참여하게 됩니
다.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사례금이 달라지므로 참가설명서를 숙지하시
기 바랍니다.
본 실험은 크게 세 가지의 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각 단계에서 여러
분은 설명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 설명은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무작
위로 배정된 파트너가 여러분의 사례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각 단계의 설명을 자세하게 읽기를 바랍니다.
실험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은 실험참가에 대한 5,000원의 기본 사례금
과 세 단계 중 무작위로 선택된 한 단계에 대한 사례금을 추가로 받게 됩
니다. 각 단계의 사례금은 여러분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례금은
실험 후에 개인적으로 지급합니다.
파트너와의 상호작용은 절대적으로 무기명입니다. 여러분은 이 실험실
안의 누군가와 짝이 지어지지만 그것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험
을 진행하는 실험자 이외의 어떤 누구도 이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본 실
험의 개인의 정보는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연구목적 이외는 절대 사용하
지 않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3년 후에 폐기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실험하는 동안은 설명한 방법 이외의 방식으로는
그 어떤 통신도 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 휴대폰이나 개인 컴퓨터를 사용
할 경우 실험자가 임의로 실험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실험은 어
떠한 신체적 불쾌감 혹은 위험이 발생하지 않지만, 참여자의 문제풀이에
대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 나이/성별/학년/전공/과거의 실험참가 여부
[3]. 선호도 수집(Likert Scale) : 당신은 경쟁을 좋아하십니까?
0(굉장히 싫어한다)～10(매우 좋아한다)
[4]. 연습 : 본 실험의 각 단계에서는 간단한 두 자리의 수 5개를 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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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풀게 됩니다. 예 : 28+17+81+78+74=?
여러분은 지금부터 2분가량 연습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계산기를 사용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나누어드린 연습용 종이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
다. 계산이 끝나면 결과란에 답을 적고 마우스로 제출버튼을 클릭해주세
요. 답을 제출하게 되면 그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컴퓨터가 즉각 공시
합니다. 당신의 답은 다른 참가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5]. 연습세션에 대한 결과
연습세션에서의 여러분의 성과 : 맞힌 답의 개수 : [ ]
여러분은 지금부터 실제 사례비가 발생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6]. 첫째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의 상
황을 고려하여, 각 단어를 읽고 그 단어가 지금 현재를 얼마나 설
명하는지 1부터 7까지의 척도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 전혀/2 : 아주 조금/3 : 조금/4 : 중간/5 : 중간 이상/6 : 많이/7 : 아주 많이]
1. Enthusiastic 열렬한, 열광적인/2. Nervous 초조한, 불안한, 신경이
과민한/3. Calm 침착한, 차분한, 평온한/4. Depressed 우울한, 낙담한, 침
체된 /5. Joyful 행복한, 즐거운/6. Anxious 초조한, 불안해하는, 염려하는
/7. Relaxed 느긋한, 편안한/8. Dejected 낙심한, 의기소침한, 풀이 죽은/9.
Inspired 자극받은, 고무된, 격려받은/10. Tense 긴장된, 신경이 날카로운
/11. Laid-back 느긋한, 태평스러운/12. Despondent 낙담한, 실의에 빠진
/13. Excited 신난, 들뜬, 흥분한/14. Worried 걱정스러워하는/15. At ease
걱정 없는, 마음이 편안한/16. Hopeless 가망 없는, 절망적인, 끔찍한
[7]. 1단계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은 연습과제와 같은 수학문제계산을 수행하게 됩
니다. 본 단계는 5분 동안 문제를 풀게 되어 있고 연습 때와 마찬가지로
각 문제를 제출하게 되면 그 문제의 답이 맞았는지 여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본 단계가 나중에 사례비 지급에 있어서 무작위로 선택된다면 여
러분은 맞힌 문제 개수당 500원을 받게 됩니다. 틀린 답을 제출했다고 사
례비가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단계를 piece rate 지급이라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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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겠습니다.
실험하는 동안 옆 사람과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
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질문이 있으십니까?
[8]. 1단계 결과
1단계의 당신의 성과 : 맞힌 답의 개수 : { }
만약 이 단계가 사례비 지급 시 선택된다면 당신의 사례비는 [ ]원입니다.
[9]. 다음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의 상
황을 고려하여, 각 단어를 읽고 그 단어가 지금 현재를 얼마나 설
명하는지 1부터 7까지의 척도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 전혀/2 : 아주 조금/3 : 조금/4 : 중간/5 : 중간 이상/6 : 많이/7 : 아주 많이]
([6]의 첫 단계와 동일한 단어 제시)
[10]. 2단계 : 경쟁구도
1단계처럼 여러분은 5분 동안 수학문제 계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 단계에서의 여러분의 사례금은 여러분의 파트너와 비교했을
때의 여러분의 상대적인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파트너는 현재
이 방안의 참가자 중에 무작위로 매칭이 됩니다.
만약 본 단계가 사례금 지급 시 무작위로 선택된다면 여러분의 사례비
는 여러분이 상대방과 비교하여 얼마나 문제를 더/덜 풀었느냐에 따라 달
라집니다. 두 명 중 더 많이 푼 사람은 푼 문제당 1,000원씩의 사례비를
받게 되고, 덜 푼 사람은 사례비를 받지 못합니다. 동일한 개수의 문제를
풀었다면 두 명은 각각 문제당 1,000원씩의 사례비를 받게 됩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11]. 방금 단계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 경쟁구도에서 몇 위를 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1등/2등
[12]. 결과
본 단계에서의 여러분의 성과 : 맞힌 개수
본 단계에서 여러분의 파트너의 성과 : 맞힌 개수
여러분의 추정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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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실제 순위
만약 본 단계가 사례비 지급에 무작위로 선택된다면 여러분의 사례비
는 [ ]원, 여러분의 파트너의 사례비는 [ ]원입니다.
[13]. 다음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 단어를 읽고 그 단어가 지금 현재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1부터 7까지의 척도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 전혀/2 : 아주 조금/3 : 조금/4 : 중간/5 : 중간 이상/6 : 많이/7 : 아주 많이]
([6]의 첫 단계 및 [9]의 둘째 단계와 동일한 단어 제시)
[14]. 3단계
여러분은 앞 단계와 같이 5분 동안 수학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단계가 사례금 지급에 무작위로 선택된다면 여러분의 사례비
는 맞힌 개수당 500원씩을 지급받게 됩니다.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사례
비가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15]. 결과
3단계에서의 여러분의 성과 : 맞힌 개수
만약 본 단계가 사례비 지급에 선택된다면 여러분의 사례금은 [ ]원입니다.
[16].
본 실험에 대한 느낌은 어떻습니까?
1. 매우 긍정적/2. 긍정적/3. 보통/4. 부정적/5. 매우 부정적
[17]. 최종결과
실험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결과와 사례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2/3단계 중 사례비 지급을 위해 선택된 단계 [ ]
선택된 단계에서의 여러분의 사례금 [ ]원
실험참가비 5,000원
총사례비=5,000원+(2)
[18].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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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행복한 지역을 구성하는가? : 지역특성과 행복의
관계 탐색

제1절 서 론

양적인 경제성장을 통해서 삶의 물질적 측면은 개선되었지만 양적 경
제성장이 국민 행복수준의 성장과 반드시 연관되지 않는다는 ‘Easterlin
(1974)의 역설’은 국내총생산(GDP : Gross Domestic Product)의 증대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개선이 중요한 사회적
목표가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 커지면서 OECD, UN, EU 등 국제기구와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일
본 등 주요 국가들은 삶의 질에 대한 지표를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민 삶의 지표’를 2014년부터 공표하고 있다(통계청, 2017).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를 측정하는 지표에 대한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지난 10년 동안에는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질
(Quality of Life) 또는 행복도(Happiness)를 인구 및 사회조사 설문지의
응답을 통해서 측정하는 주관적 측정(subjective measures)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졌다(Ballas, 2013).
“모든 것을 고려하였을 때,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taking all
things together, how would say things are these days?-very happy/
pretty happy/not too happy)” 등의 문항을 통해서 측정된 주관적 행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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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사에 참여한 개인의 특성이 함께 파악되기 때문에 행복과 개인 특성
간의 상관관계의 양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주관적 행복도 조사 자
료의 특징으로 행복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행복의 경제학
(economics of happiness)’ 또는 ‘행복과학(science of happiness)’과 같은
독립적인 연구 분야가 등장할 수 있었다(Dolan et al., 2008; Ballas, 2013).
‘행복의 경제학’ 분야에서 행복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많은 실증연구는 주
로 연령, 성별, 학력, 소득 등 개인 및 가구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는 Dolan et al.(2008),
Miao et al.(2013), Ballas(2013)를 참조). 반면 지역수준의 특성과 행복도
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개인 및 가구특성 중심의 연구에 비
해 상대적으로 적은데(Ballas and Tranmer, 2012; Clark, 2003; Luttmer,
2005; Propper et al., 2005), 이는 지역수준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가 그동
안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Ballas and Dorling, 2013).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복
경제학, 행복과학 분야의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이현송, 2000; 김승권 외,
2008; 강성진, 2010; 허만형, 2014). 국내 연구들 역시 많은 경우에 소득,
연령, 학력, 직업, 가구원 수 등 개인 및 가구 특성을 중심으로 삶의 질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있지만, 지역특성에 초점을 두는 연구는 많지
않다. 일부 연구가 도시 및 비도시 지역 간 평균적인 삶의 질의 차이를 기
술적으로(descriptive) 비교하거나(김승권 외, 2008) 지역수준의 인구, 경
제, 행정학적 특성이 행복도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지만(강성진, 2010;
허만형, 2014) 제한된 지역특성 변인만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특성 변인은 광역시도
지역수준에서만 측정되고 있는데, 광역시도라는 공간적 수준은 개인이
일상을 영위해 가는 공간보다는 다소 광범위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내 행복경제학 및 행복과학 분야에서 실
증분석이 부족하였던 개인의 주관적 행복도와 지역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중점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노동패널(KLIPS :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18차 조사(2015년)의 ‘삶의 인식 부가조
사’를 이용하여 행복도 결정요인 모형의 틀에서 개인수준의 주관적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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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지역특성의 상관관계를 광역시도 수준보다 더욱 세밀한 시군 및 시
군구 수준의 다양한 지역특성 변인을 이용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지역특성과 행복의 관계를 탐
색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인의 주관적 행복
도 측정을 위해 사용된 자료와 17개 광역시도별 행복도 분포를 설명한다.
제4절에서는 행복도와 지역특성 간의 관계 탐색을 위해 사용되는 분석모
형과 지역특성 변인 및 자료, 실증분석 결과가 제시된다. 제5절에서는 분
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을 설명한다.

제2절 지역특성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행복도 또는 삶의 질의 결정요인을 연구하는 행복경제학의 많은 선행
연구들이 주로 개인 및 가구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Dolan et al.,
2008; Miao et al., 2013), 지리학, 도시 및 지역연구, 지역학(regional science),
지역경제학 등 지리적 접근을 강조하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맥락효과
(contextual effects) 측면에서(Gregory et al., 2009 : 110～111) 지역특성
과 행복의 관계를 주목하였다. 개인의 행복도가 연령과 직업과 같은 개인
수준의 특성과 가구소득 및 주거유형과 같은 가구수준의 특성에 의해 설
명되기도 하지만, 장소 및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물리적, 사회경제
적 차원의 맥락적 환경(contextual environment)이 개인의 행복도에 영향
을 주기 때문에(Ballas and Dorling, 2013) 지역특성이 중요한 행복 결정
요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역특성과 행복의 관계를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는 Clark(2003)으로,
이 연구는 영국 가구패널조사(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실업자의 행복도(well-being)와 지역 실업률 간에 정(+)의 상관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는 실업률 자체는 행복에 부정적이지
만 주변에 실업자가 많을 경우에 실업의 고통이 약화되는 맥락효과를 보
여주고 있다. Luttmer(2005)는 미국 가족 및 가구조사(National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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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amilies and Household)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행복도와 지역 평균
소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는 지역 평균 소득이 높을수
록 개인의 행복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Berry and OkuliczKozaryn(2011)은 미국 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소규모 도시의 행복도가 높은 경향을 발견하였다. 국내연
구로는 강성진(2010)이 대표적인데,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
하여 개인의 행복도에 대한 1인당 지역소득의 부(-)의 효과를 발견하여
Luttmer(2005)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도시에 거주할 경우 개인의
행복도에 부정적인 경향을 발견하였다. 허만형(2014)은 통계청의 16개 광
역시도 지역자료를 이용하여 지역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지역특성과 삶의
질(EQ-5D) 간의 상관관계를 지역단위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시도
수준에서 측정된 천 명당 도시 공원 면적이 넓을수록 시도 수준의 행복도
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강성진(2010)과 허만형(2014)의 연구는 해외연구에서 확인되는 지역특성
과 행복도의 상관관계가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한지를 밝히는 데 기여하였으
나, 분석모형에서 사용된 지역변인이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공간보다는 광범
위한 수준에서 측정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전자의 경우 지역 인구 및
경제특성은 분석모형에 포함되었지만 복지, 문화체육 등 지역어메니티 특성
이 통제되지 못하였고, 후자의 경우 지역 인구특성이 포함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광역시도 수준보다 세밀한 시군 및 시군구 지역수준의 다
양한 지역특성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국내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
를 통해 개인의 주관적 행복과 지역특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한다.

제3절 지역별 행복도 분포

1. 분석 자료
개인수준의 주관적 행복수준과 지역특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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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에서는 광역시도 지역별 행복도 분포의 특징을 살펴본다.40) 한국노
동패널(KLIPS :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18차 조사(2015
년)는 삶의 인식 부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가조사 문항 중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a188141) 문항은 0점(전혀 행복하지
않다)∼10점(매우 행복하다)의 11단계 리커트 척도로 개인수준의 주관적
행복도를 질문하고 있다. 이 문항이 KLIPS 18차 조사에서 처음으로 조사
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KLIPS 18차의 2015년 횡단면
통합표본 13,373개를 이용한다. 그러나 표본 중에서 행복도 응답의 결측
치와 무응답(88개), 행복도 결정요인 분석에서 설명변인으로 활용되는 개
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무응답(3개)41), 18차 조사 통합표본
횡단면 개인가중치(sw18p_c)가 ‘0’인 경우(28개)를 제외한 13,254개 표본
이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되었다.

2. 지역별 행복도 분포
KLIPS 18차 조사의 2015년 횡단면 통합표본 중 13,373개 중 결측치와
무응답 표본을 제외한 13,254개 표본을 이용하여 계산한 17개 광역자치단
체 지역별 행복도는 [그림 8-1]과 같다(18차 조사 통합표본 횡단면 개인
가중치(sw18p_c)를 적용하여 계산). 전국 평균 행복도는 6.16점이고, 광
주와 전남이 각각 6.80점과 6.77점으로 나타나 지리적으로 광주 및 전남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도를 보였다. 서울은 6.51점, 세종
이 6.35점으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울산, 대구, 전북, 부산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행복도를 나타냈다. 반면 인천은 5.27점으로 전국에
서 가장 낮은 행복도 수준을 나타냈고, 대전, 충북, 충남의 평균 행복도가
5.73∼5.81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충청지역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표본이 지역에 따라서는 충분히 많지 않
40) 한국노동패널은 광역시도 지역 수준에서 대표성을 가지도록 조사되었기 때문에
본절에서는 광역시도 지역별 행복도 분포를 살펴본다.
41) KLIPS 18차 삶의 인식 부가조사 문항 중 “대체로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
다”(a188132)를 이용하였다. 이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7점(매우 그렇다)
의 7단계 리커트 척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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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림 8-1]에서 제시된 지역별 평균 행복도가 통
계적으로 전국 평균과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표
8-1>은 지역별 행복도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표의 마지막 열
은 지역의 평균 행복도가 전국 평균값인 6.16점과 같다는 귀무가설에 대
한 양측검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 표본 수를 살펴보면 경기가
3,138개로 가장 많고 세종은 35개로 가장 적은 표본 수를 보이고 있다. 세
종의 경우 표본 수가 적어 이 지역의 행복도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증하기
에는 제한이 된다. 그러나 세종의 행정적 이질성을 고려하여 충남지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전국 평균값에 대한 양측 t-검정 결과, 표본 수가 적은
세종뿐만 아니라 전북, 경북, 제주에 대해서도 귀무가설이 5% 유의수준
에서 기각되지 않아 이들 지역의 평균 행복도가 전국 평균과 통계적인 차
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 전남, 서울, 울산, 대구, 부
산은 단측 t-검정에서도 5% 유의수준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행
복도를 보였으며, 인천, 충남, 충북, 대전, 경남, 강원, 경기의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행복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에서 전국 및 지역별 행복도의 중위수는 5∼7점, 최솟값은 0
∼3점, 최댓값은 9∼10점으로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표
준편차는 1.12∼1.80점으로 지역별로 행복도 분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행복도 분포의 차이는 [그림 8-2]∼[그림 8-10]을 통해
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림은 0점(전혀 행복하지 않다)∼10점
(매우 행복하다)의 11단계 행복도 척도의 각 단계별 비율(%)을 나타내며,
점선은 전국의 분포를, 막대그래프는 해당 지역의 분포를 나타낸다. 전국
행복도의 분포는 5점∼8점 척도에서 각각 15% 이상의 비중으로 전체 표
본의 84%가 집중되어 있으며 7점 척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서울의 행복도 분포는 대체로 전국의 경우와 유사하나 7∼8점 척도에
서의 비중이 각각 29.72% 및 21.31%로 높게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도 대
체로 전국의 분포와 유사하나 6∼7점 척도에서의 비중이 각각 30% 수준
으로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다. 대구의 행복도 분포는 전국에 비해서 8점
척도에서의 비중이 23.46%로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행복도 수준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상당히 상이한 분포의 특징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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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2∼5점 척도에서의 비중이 전국의 경우보다 높고, 특히 5점 척도의 비
중이 43.7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광주의 분포는 인천과 반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7점 이상 척도에서의 비중이 전국의 경우보다 높게 나
타났다. 특히 7점에 약 40%의 비중이 집중되어 전반적인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4∼6점 척도에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으며, 특히 5점 척도에서 약 30%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울산은 부산
의 경우와 유사하게 6∼7점 척도에서 각각 30% 이상의 높은 비중을 보이
고 있다. 세종은 5∼7점 척도에서 각각 약 20% 이상의 비중을 보였으며,
특히 7점 척도에서는 38%의 비중이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림 8-1] 지역별 행복도 평균값

주 : 지역명 아래 숫자는 행복도의 평균값을 의미함(전국 평균: 6.16). 행복도
의 평균값은 한국노동패널 통합표본 18차년도 조사자료 13,373개 표본 중
행복도(a188141), 타인에 대한 신뢰도(a188132), 통합표본 18차년도 횡단면
가중치(sw18p_c)에 대한 실측치, 무응답, 가중치 없음을 제외한 13,254개
표본을 이용하여 계산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제18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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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 분포는 전국의 경우와 유사하나 4∼6점 척도에서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강원의 분포는 2∼4점, 8점 척도에서의 비중이 전국의 경우보
다 높게 나타났으나 9∼10점 척도에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충북과
충남의 분포는 유사한데, 전국 분포에 비해서 2∼5점 척도의 비중이 상대적
으로 높았으며, 특히 5점 척도에서의 비중이 27% 이상으로 가장 컸다. 전북
의 경우 3∼4점, 6∼8점 척도에서의 비중이 전국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전남에서는 7∼9점 척도에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전북과
전남은 행복도 분포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지역 간 차이는 경북과 경남
에서도 발견되는데, 경북은 5점 및 7점 척도에서 각각 23% 이상의 높은 비중
을 보였지만 경남에서는 5∼7점 척도 구간 모두에서 각각 21% 이상의 비중
을 보였고 특히 6점 척도에서는 33.52%의 비중이 집중되었다. 제주의 경우는
행복도 척도의 최솟값이 3점, 최댓값이 9점으로 세종과 함께 상대적으로 좁
은 범위의 행복도 분포를 보이고 있다. 5∼7점 척도에서의 비중이 각각 23%
이상이며 7점 척도에서 약 30%의 높은 비중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 지역별 행복도 기술통계
지역명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최솟값 최댓값 양측 t-검정
전국
13,254
6.16
1.53
6
0
10 H0 : 평균=6.16
서울
2,262
6.51
1.58
7
0
10
10.35 ***
부산
1,044
6.26
1.32
6
0
10
2.31 **
대구
638
6.30
1.71
7
1
10
2.12 **
인천
812
5.27
1.26
5
1
10
-20.08 ***
광주
328
6.80
1.30
7
2
10
8.96 ***
대전
342
5.81
1.44
6
0
10
-4.55 ***
울산
419
6.34
1.12
6
2
10
3.18 ***
세종
35
6.35
1.31
7
3
9
0.82
경기
3,138
6.08
1.46
6
0
10
-3.05 ***
강원
389
5.99
1.65
6
0
9
-2.09 **
충북
418
5.81
1.64
6
1
10
-4.45 ***
충남
533
5.73
1.80
6
0
10
-5.59 ***
전북
514
6.26
1.50
6
1
10
1.48
전남
521
6.77
1.44
7
0
10
9.58 ***
경북
704
6.09
1.65
6
0
10
-1.17
경남
1,039
5.96
1.34
6
1
10
-4.86 ***
제주
118
6.14
1.29
6
3
9
-0.15
주 : ** P-value<5%, *** P-value<1%, 한국노동패널 통합표본 18차년도 조사자료
13,373개 표본 중 행복도(a188141), 타인에 대한 신뢰도(a188132), 통합표본 18
차년도 횡단면 가중치(sw18p_c)에 대한 실측치, 무응답, 가중치 없음을 제외한
13,254개 표본을 이용하여 계산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제18차 조사.

202 일과 행복(Ⅲ)

[그림 8-2] 지역별 행복도 분포(서울, 부산)
(단위 : %)

주 : 0점∼10점 행복도 수준에 대해서 점선 그래프는 전국 전체의 행복도 분포를 나
타내며, 막대그래프는 지역별 분포를 나타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제18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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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지역별 행복도 분포(대구, 인천)
(단위 : %)

주 : 0점∼10점 행복도 수준에 대해서 점선 그래프는 전국 전체의 행복도 분포를 나
타내며, 막대그래프는 지역별 분포를 나타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제18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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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지역별 행복도 분포(광주, 대전)
(단위 : %)

주 : 0점∼10점 행복도 수준에 대해서 점선 그래프는 전국 전체의 행복도 분포를 나
타내며, 막대그래프는 지역별 분포를 나타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제18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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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지역별 행복도 분포(울산, 세종)
(단위 : %)

주 : 0점∼10점 행복도 수준에 대해서 점선 그래프는 전국 전체의 행복도 분포를 나
타내며, 막대그래프는 지역별 분포를 나타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제18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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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지역별 행복도 분포(경기, 강원)
(단위 : %)

주 : 0점∼10점 행복도 수준에 대해서 점선 그래프는 전국 전체의 행복도 분포를 나
타내며, 막대그래프는 지역별 분포를 나타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제18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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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 지역별 행복도 분포(충북, 충남)
(단위 : %)

주 : 0점∼10점 행복도 수준에 대해서 점선 그래프는 전국 전체의 행복도 분포를 나
타내며, 막대그래프는 지역별 분포를 나타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제18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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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지역별 행복도 분포(전북, 전남)
(단위 : %)

주 : 0점∼10점 행복도 수준에 대해서 점선 그래프는 전국 전체의 행복도 분포를 나
타내며, 막대그래프는 지역별 분포를 나타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제18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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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9] 지역별 행복도 분포(경북, 경남)
(단위 : %)

주 : 0점∼10점 행복도 수준에 대해서 점선 그래프는 전국 전체의 행복도 분포를 나
타내며, 막대그래프는 지역별 분포를 나타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제18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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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0] 지역별 행복도 분포(제주)
(단위 : %)

주 : 0점∼10점 행복도 수준에 대해서 점선 그래프는 전국 전체의 행복도 분포를 나
타내며, 막대그래프는 지역별 분포를 나타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제18차 조사.

제4절 지역특성과 행복의 상관관계 분석

1. 분석 모형과 자료
제3절에서는 평균 행복도와 행복도의 분포가 지역에 따라 상이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 간 행복도의 차이는 구성효과(compositional
effects)와 맥락효과(contextual effects)로 구분하여 설명될 수 있다(Ballas
and Tranmer, 2012). 구성효과는 해당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지역 간 행복의 차이가 발생함을
설명한다. 지역을 구성하는 개인 및 가구의 인구사회 및 경제적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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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의 행복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면, 개인 및 가구의 지역
간 특성 차이는 지역 간 행복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맥락효과
는 지역특성이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설명하며, 일례로 오염
시설이 많은 지역의 환경특성이 개인의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
우를 고려할 수 있겠다.
제4절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개인의 행복도를 구성효과
와 맥락효과로 구분하는 Ballas and Tranmer(2012)의 접근법을 차용하여
우리나라의 지역특성과 행복도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
로 분석하고자 한다. 식 (8-1)은 실증분석을 위해 구성한 모형으로 개인
의 주관적 행복도가 개인 및 가구특성과 지역특성으로 설명되는 상관관
계를 나타내고 있다. 식 (8-1) 좌변의 행복도  는 h번째 광역시도의 j번
째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i의 행복도를 나타내며 식의 우변에 나
열되는 변인들로 설명되는 종속변인을 나타낸다. 식의 우변에서 함수 G
(․)는 종속변인과 설명변인 간의 선형 또는 비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연
계함수를 의미한다. 함수 G(․)의 구성요소로 개인 및 가구, 시군 또는
시군구 지역의 핵심적인 특성을 대표하는 설명변인들이 포함되며, 다른
설명변인들이 동일할 때 특정 설명변인과 종속변인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는 모수가 각 변인에 곱해진다.   는 k번째 개인 및 가구특성에 대응하는
모수,  은 r번째 시군구 지역특성에 대응하는 모수를 나타내며,  는 상
수항을 의미한다. 모형에서 광역시도 더미변인 역시 포함되는데 광역자
치단체 지역수준에서 지역 간 미관측 특성차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포함
되었다. 함수 G(․)가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광역시도 더미변인은
지역 고정효과(region-specific fixed-effect)로 이해될 수 있겠다.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개인가구특성
 시군구 지역특성

행복도     








   

 광역시도더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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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PS 18차 조사에서 행복도는 0∼10점의 11단계 리커트 척도로 조사
되었기 때문에 연계함수 G(․)로 로짓분포의 역함수 또는 정규분포의 역
함수를 변환한 Ordered Logit 모형 또는 Ordered Probit 모형(이성우 외,
2005: 141～205)이 실증분석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Clark and Oswald
(2002)는 영국 가구패널조사(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자료를 이
용한 행복도 회귀모형 분석결과에서 Ordered Probit 모형의 추정 결과가
선형모형 추정 결과와 질적으로 유사한 점을 밝히고 있고, Propper et
al.(2005)와 Ballas and Tranmer(2012)는 Ordered Logit 또는 Probit 모형
대신 선형모형으로 행복도와 설명변인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선형모형의
경우 식 (8-1)의 모수를 설명변인의 한계효과로 해석할 수 있어 간결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42), 선형모형의 분석결과가 질적으로 Ordered Logit
모형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선형모형을 중심으로 분
석결과를 설명한다. 그러나 선형모형과의 비교를 위해서 Ordered Logit
모형의 추정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표 8-2>는 모형에 포함되는 변인들의 단위와 자료출처, 기술통계를
나타내고 있다. 종속변인은 KLIPS 18차 삶의 인식 부가조사의 행복도 문
항으로 0∼10점의 범주형 변인이나, 본 연구에서는 선형모형의 종속변인
으로 연속형으로 처리하여 분석한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지역수준의 미
관측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16개의 광역시도 지역더미가 모형에 포함
되었으며, 표본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경기를 참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개
인 및 가구의 인구사회 및 경제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KLIPS 18차
조사의 통합표본 자료에서 개인의 연령, 성별, 배우자 유무, 학력, 경제활
동상태, 가구주 여부, 가구유형, 주택의 입주형태 및 주택종류를 범주형
변인으로 구성하여 모형에 포함하였다. 또한 가구원 수와 총 가구소득은
연속형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42) Ordered Logit/Probit 모형을 사용하더라도 추정된 모수값의 부호는 미관측 연속
형 변인인 잠재적 행복도(latent variable of happiness)에 대한 설명변인의 한계
효과의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Cameron and Trivedi, 2005: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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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변인별 기술통계
범주

설명

종속
행복도
변인

단위

자료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최솟값 최댓값

범주형 변인
KLIPS 6.16
(0∼10)

1.53

6

0

10

서울

더미변인

KLIPS 0.20

0.40

0

0

1

부산

더미변인

KLIPS 0.07

0.25

0

0

1

대구

더미변인

KLIPS 0.05

0.22

0

0

1

인천

더미변인

KLIPS 0.06

0.23

0

0

1

광주

더미변인

KLIPS 0.03

0.17

0

0

1

대전

더미변인

KLIPS 0.03

0.17

0

0

1

울산

더미변인

KLIPS 0.02

0.15

0

0

1

세종

더미변인

KLIPS 0.00

0.05

0

0

1

더미변인

KLIPS 0.24

0.43

0

0

1

강원

더미변인

KLIPS 0.03

0.17

0

0

1

충북

더미변인

KLIPS 0.03

0.17

0

0

1

충남

더미변인

KLIPS 0.04

0.19

0

0

1

전북

더미변인

KLIPS 0.04

0.19

0

0

1

전남

더미변인

KLIPS 0.04

0.18

0

0

1

경북

더미변인

KLIPS 0.05

0.22

0

0

1

경남

더미변인

KLIPS 0.06

0.25

0

0

1

제주

더미변인

KLIPS 0.01

0.11

0

0

1

지역
경기(참조지역)
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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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의 계속
범주

변인

단위

자료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최솟값 최댓값

15～29세

더미변인 KLIPS 0.23

0.42

0

0

1

30～39세

더미변인 KLIPS 0.18

0.38

0

0

1

40～49세

더미변인 KLIPS 0.19

0.40

0

0

1

50～59세

더미변인 KLIPS 0.19

0.39

0

0

1

60-69세

더미변인 KLIPS 0.11

0.32

0

0

1

70세 이상
(참조집단)

더미변인 KLIPS 0.10

0.30

0

0

1

남성

더미변인 KLIPS 0.50

0.50

0

0

1

기혼 또는 배우자
더미변인 KLIPS 0.59
있음

0.49

1

0

1

고졸 이하(모름/
무응답 포함)
(참조집단)

더미변인 KLIPS 0.64

0.48

1

0

1

더미변인 KLIPS 0.12

0.32

0

0

1

4년제 대학 졸업 더미변인 KLIPS 0.21

0.41

0

0

1

대학원 석사 이상
더미변인 KLIPS 0.03
졸업

0.18

0

0

1

구직활동하였음

더미변인 KLIPS 0.01

0.09

0

0

1

상용직

더미변인 KLIPS 0.32

0.47

0

0

1

임시직

더미변인 KLIPS 0.07

0.25

0

0

1

일용직

더미변인 KLIPS 0.04

0.19

0

0

1

고용주/자영업자 더미변인 KLIPS 0.12

0.33

0

0

1

무급가족종사자

더미변인 KLIPS 0.03

0.16

0

0

1

미취업자
(참조집단)

더미변인 KLIPS 0.43

0.49

0

0

1

가구주 여부

더미변인 KLIPS 0.45

0.50

0

0

1

개인 2년제, 전문대
특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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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의 계속
범주

변인
가구원 수

단위
명

자료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최솟값 최댓값
KLIPS 3.25

1.25

4

1

9

가구유형: 1인 가구 더미변인 KLIPS 0.11

0.31

0

0

1

가구유형: 부부 가구 더미변인 KLIPS 0.13

0.34

0

0

1

가구유형 : 부부+자
더미변인 KLIPS 0.59
녀 가구

0.49

1

0

1

가구유형 : 기타 유
더미변인 KLIPS 0.16
형(참조집단)

0.37

0

0

1

입주형태 : 자가(참
더미변인 KLIPS 0.65
조집단)

0.48

1

0

1

입주형태 : 전세

더미변인 KLIPS 0.18

0.39

0

0

1

가구 입주형태 : 월세
특성
입주형태 : 기타

더미변인 KLIPS 0.13

0.34

0

0

1

더미변인 KLIPS 0.04

0.20

0

0

1

주택종류 : 단독주
더미변인 KLIPS 0.22
택(참조집단)

0.41

0

0

1

주택종류 : 아파트 더미변인 KLIPS 0.55

0.50

1

0

1

주택종류 : 연립주
택, 다세대(다가구 더미변인 KLIPS 0.19
주택)

0.39

0

0

1

주택종류 : 상가주
택, 기타(모름/무응 더미변인 KLIPS 0.04
답 포함)

0.21

0

0

1

(지난 한 해)
총 가구소득

4.07

4.58

0.02

70.50

천 만 원 KLIPS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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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의 계속
범주

설명

단위

자료

개인이 인식하 범주형
사회적
는 사회적 신 변인 KLIPS
신뢰도
뢰도
(1∼7)

지역
인구

1.24

5

1

7

세

지역별고용
조사 2015년 44.91
상반기

2.39

44.31

40.90

59.60

15세 이상 인
구 중 남성 비
율(자치시군)

%

지역별고용
조사 2015년 48.96
상반기

1.15

48.91

43.05

53.26

15세 이상 인
구중
전문대졸 이상
비율(자치시군)

%

지역별고용
조사 2015년 36.40
상반기

7.65

34.36

9.64

59.79

합계출산율
(자치시군구)

명

KOSIS

1.25

0.21

1.24

0.81

2.46

KOSIS

0.10

0.07

0.09

0.00

0.81

고용률( 자치
시군)

%

지역별고용
조사 2015년 57.44
상반기

3.12

56.92

50.31

80.94

도소매, 운수,
숙박, 음식점
업 종사자 비
율(자치시군)

%

지역별고용
조사 2015년 15.74
상반기

2.19

16.15

7.46

21.31

6.95

7.16

4.39

0.02

28.50

표준지 공시지
가 최고최저가
평균(비자치구 천 만 원 한국감정원
를 포함한 시
군구)

0.27

0.25

0.19

0.01

1.41

지가변동률
(자치시군구)

2.42

0.94

2.32

0.55

7.97

인구밀도( 주
민등록인구/ 천 명 /
면적, 자치시 km2
군구)

지역
주택

4.49

15세 이상 인
구 중 평균 연
령(자치시군)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자치 천 만 원
시군구)

지역
경제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최솟값 최댓값

%

KOSIS

KOSIS

제8장 무엇이 행복한 지역을 구성하는가? : 지역특성과 행복의 관계 탐색 217

<표 8-2>의 계속
범주

설명

단위

자료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최솟값 최댓값

유아(0～4세) 천 명당
개/천
KOSIS 18.86
보육시설수(자치시
명
군구)

3.79

18.23

7.38

31.79

인구 천 명당 사설학 개/천
KOSIS 1.52
원수(자치시군구)
명

0.60

1.49

0.16

7.42

인구 십만 명당 사회
개/십
KOSIS 12.41
복지시설수(자치시
만명
군구)

7.50

10.66

2.18

69.46

12.27

13.97

0.46

125.76

11.86

98.24

42.36

100.00

면적 대비 폐수배출 개 소
KOSIS 3.53
업소(자치시군구)
/km2

5.16

2.10

0.02

55.10

자동차 천 대당 교통
사고발생건수(자치
시군구)

건

KOSIS 11.35

3.05

11.38

3.46

28.38

스트레스인지율(자
치시군구)

%

KOSIS 29.18

3.80

29.90

10.20

38.50

인구 천 명당 도시공
지역 원 조성면적(자치시 km2/ KOSIS 18.35
천명
어메 군)
니티
도로포장률(자치시
% KOSIS 92.45
군)

주 : 총 표본수는 13,254개이며 통합표본 18차년도 횡단면 가중치(sw18p_c)를 적용
하여 계산함.
자료 : 필자 작성.

본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인 지역특성을 모형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개
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신뢰, 지역인구, 지역경제, 지역주택, 지역어메니티
등 각 범주에 해당되는 변인들을 포함하였다. 식 (8-1)의 모형에 최종적으
로 포함된 지역특성 변인은 자료의 가용성과 다중공선성 문제를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가장 대표적인 요소로서, Fukuyama
(1995)는 신뢰가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도덕적 가치가 공유되고, 규칙적이
고 정직한 행위에 대한 기대가 조성됨으로써 형성된다고 보았다(김우철,
2014: 195). 신뢰의 형성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바탕으로 형성됨을 고려하
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신뢰도를 지역사회 수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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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신뢰는
개인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Putnam,
2000; Ballas, 2013에서 재인용), 실증분석에서는 KLIPS 18차 삶의 인식
부가조사 문항 중 “대체로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a188132)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신뢰 문항은 1점(전혀 그렇
지 않다)∼7점(매우 그렇다)의 7단계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었으나 이를
연속형 변인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지역의 인구, 경제, 주택 및 어메니티 범주에 해당되는 변인들은 통계
청 KOSIS의 시군구별 2015년 자료와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년 상
반기 마이크로데이터, 한국감정원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를 가공하여 구
축하였다. 통계청 KOSIS에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가 가장 세밀한 지역
수준의 자료로 제공되고 있어 실증분석을 위한 지역특성 변인을 2015년
229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를 기준으로 구축하였다. 그러나 변인에 따라
서는 자치구의 자료가 가용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상위 지역인 특별시
및 광역시의 값으로 대체하였다. 지역별고용조사의 경우에도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시군 수준에서만 변인구축이 가능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자
치구 지역변인 값을 구축하였다. 이상의 방법으로 구축된 229개 시군구
지역변인을 KLIPS 13,254개 개인표본의 시군구 수준의 주거지 정보를 기
준으로 결합하여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각 범주별 지역특성 변인은 다음과 같다. 지역의 인구학적 특
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2015년 상반기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치시군별 15세 이상 인구의 평균연령, 남성비율을
계산하여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또한 지역의 인적자본 수준의 대리변
인으로 전문대졸 이상 비율을 포함하였다. 이와 함께 통계청 KOSIS의
2015년 시군구별 합계출산율을 모형에 포함하였다.43) 지역경제 특성으로
지역의 소득수준과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군구별 1인당 지
방세 부담액(KOSIS)과 자치시군별 고용률(지역별고용조사)을 모형에 포
함하였다. 또한 지역경제가 소비지향적인 구조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43) 통계청 KOSIS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15∼49세의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
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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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운수, 숙박, 음식업 종사자 비율(지역별고용조사)을 설명변인으로
통제하였고, 지역의 집적경제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인구밀도(KOSIS)
를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지역주택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국감정원의 비자치구를 포함한 시군구별 도시지역 주거지역의 표준지 공
시지가 최고가와 최저가의 단순 평균값을 포함하였다. 이 변인을 통해 지
역 간 주거비용 수준 차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44) 또한 통계청 KOSIS
의 지가변동률 변인을 포함하여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자산 가치의 상승
정도를 모형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통계청 KOSIS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어메니티 범주의 변인을 구성하
였는데, 시군구 지역의 보육 및 교육인프라 수준을 통제하고자 유아(0∼4
세) 천 명당 보육시설 수,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를 모형에 포함하였
다. 사회복지 및 공원시설 인프라를 반영하기 위해서 인구 십만 명당 사
회복지시설 수(아동, 노인, 장애인 시설),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조성면
적을 포함하였고, 지역 교통인프라 수준을 통제하고자 도로포장률을 포
함하였다. 부정적 지역 어메니티 특성으로 지역 오염시설을 나타내는 면
적 대비 폐수배출업소 수, 교통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자동차 천 대당 교
통사고 발생 건수를 포함하였다. 또한 지역의 스트레스수준을 반영하고
자 스트레스 인지율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2. 추정 결과 : 기본모형
전술한 개인 및 가구, 지역특성을 통제한 모형의 분석에 앞서 광역시도
지역더미만을 포함하는 기본모형의 추정 결과가 <표 8-3>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모형 1은 선형모형 추정 결과이며 모형 2는 Ordered Logit
모형 추정 결과를 나타낸다. 두 모형에서 추정계수의 방향과 통계적 유의
수준이 유사하여 분석결과의 질적인 해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분석결과는 선형모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모형 1은 광역
시도 지역더미만을 포함한 모형으로 상수항은 참조집단인 경기를 의미하
44) 도시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가 없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는 옹진군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단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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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수항의 추정계수는 경기의 평균 행복도를 나타낸다. 모형 1의
2

Adjusted R 는 0.049로 광역시도 더미변인만을 통제하는 선형모형은 종
속변인을 약 5%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 추정 결과(기본 모형)
(종속변인 : 행복도)
변인명

모형 1(선형모형)
추정
(S.E.)
계수

표준화
계수

모형 2(Ordered Logit 모형)
Odds
추정
Ratio
(S.E.)
계수
 )
(exp

상수항
6.082 (0.026) ***
서울
0.423 (0.039) *** 0.110
0.591 (0.047) ***
1.806
부산
0.174 (0.056) *** 0.029
0.246 (0.064) ***
1.279
대구
0.223 (0.064) *** 0.031
0.367 (0.080) ***
1.443
인천
-0.809 (0.060) *** -0.122
-0.950 (0.069) ***
0.387
광주
0.722 (0.080) *** 0.080
0.906 (0.093) ***
2.474
대전
-0.275 (0.081) *** -0.030
-0.326 (0.094) ***
0.722
울산
0.254 (0.091) *** 0.024
0.278 (0.101) ***
1.321
세종
0.264 (0.238)
0.009
0.324 (0.272)
1.382
강원
-0.095 (0.079)
-0.011
-0.008 (0.098)
0.992
충북
-0.277 (0.079) *** -0.031
-0.356 (0.096) ***
0.700
충남
-0.357 (0.071) *** -0.045
-0.412 (0.087) ***
0.662
전북
0.178 (0.074) ** 0.022
0.261 (0.088) ***
1.298
전남
0.687 (0.074) *** 0.083
0.879 (0.089) ***
2.407
경북
0.007 (0.062)
0.001
0.052 (0.076)
1.054
경남
-0.122 (0.058) ** -0.020
-0.098 (0.066)
0.907
제주
0.061 (0.125)
0.004
0.076 (0.143)
1.079
표본수
13,254
13,254
2
Adjusted R
0.049
Pseudo R2
0.016
-23742.4
Log Pseudo-Likelihood
Maximum VIF
1.460
Mean VIF
1.130
Breusch-Pagan
3.570 *
heteroskedasticity
test
주 : * P-value<10%, ** P-value<5%, *** P-value<1%. 각 모형은 통합표본 18차
년도 횡단면 가중치(sw18p_c)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모형 2의 경계값 추정
치는 -6.646, -5.411, -4.118, -2.931, -1.964, -0.575, 0.363, 1.599, 3.435, 5.077임.
자료 : <표 8-2>의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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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항의 추정계수는 6.082점으로 <표 8-1>에서 계산된 경기의 평균
행복도 6.08점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 1에서 광역시도 지역별
더미변인의 추정계수는 각 지역의 평균 행복도가 경기의 행복도와 얼마
나 차이가 나는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세종의 추정계수는 0.264로 이
는 세종의 평균 행복도가 경기의 평균 행복보다 0.264점 높은 6.346점임
을 나타낸다. 이 결과 역시 <표 8-1>의 세종의 평균 행복도 6.35점과 일
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세종의 추정계수는 5%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아 경기와 세종의 평균 행복도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의 추정 결과는 경기의 평균 행복도를 기준으
로 보았을 때, 세종, 강원, 경북, 제주의 평균 행복도는 경기와 통계적인
차이가 없음을 보이고 있다. 반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
남은 통계적으로 경기보다 높은 평균 행복도 수준을 보였으며, 인천, 대
전, 충북, 충남, 경남의 경우는 경기보다 낮은 행복도 수준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3. 추정 결과 : 개인 및 가구특성 통제 모형
앞서 살펴본 모형 1의 분석결과에서 광역시도 간 평균 행복도의 통계
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 간 행복도의 차이가 얼마나 지
역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특성 차이에서 기인하는지(구성효과), 또는 지역
특성에서 기인하는지(맥락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광역시도 지역더미에
개인 및 가구특성 변인을 추가한 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표
8-4>에 제시되어 있으며 선형모형(모형 3)과 Ordered Logit 모형(모형 4)
의 분석결과가 질적으로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 3의 Adjusted R2
는 0.205로 개인 및 가구특성을 통제함으로써 모형 1의 경우보다 약
15.5%p 설명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서 개인 및 가구특성의 추정계수를 살펴보면 참조 연령대인
‘70세 이상’ 집단에 비해서 15∼59세 연령구간에 대한 연령대별 더미변인
이 모두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추정계수가 정(+)의 방향을
보였다. 그러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추정계수의 크기는 감소하였고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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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세’ 연령대에서 추정계수의 크기가 다소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15세 이상의 경제활동 기간 동안에는 연령이 증가하면
서 행복도가 낮아지지만, 50대를 지나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60대의 은퇴 연령기에는 다소 행복도가 개선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남성’ 더미변인과 ‘기혼 또는 배우자 있음’ 더미변인의 추정계수
는 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추정계수는 각각 부(-)와 정(+)의 효과를 보
였다. 이는 여성보다 남성의 행복도가 평균적으로 낮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는 있는 경우에 개인의 행복도가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8-4> 추정 결과(개인 및 가구특성 통제 모형)
(종속변인 : 행복도)
변인명
상수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남성
기혼 또는 배우자 있음

모형 3(선형모형)
추정 (Robust
계수 S.E.)
4.573
0.535
0.314
0.350
-0.777
0.708
-0.175
0.158
0.198
0.020
-0.169
-0.171
0.321
0.825
0.130
-0.052
0.194
0.903
0.686
0.405
0.131
0.183
-0.207
0.558

(0.102) ***
(0.050) ***
(0.052) ***
(0.078) ***
(0.059) ***
(0.091) ***
(0.084) **
(0.072) **
(0.281)
(0.100)
(0.106)
(0.101) *
(0.082) ***
(0.083) ***
(0.077) *
(0.052)
(0.166)
(0.081) ***
(0.080) ***
(0.070) ***
(0.066) **
(0.060) ***
(0.042) ***
(0.060) ***

모형 4(Ordered Logit 모형)
Odds
표준화 추정 (Robust
ratio
계수
계수 S.E.)
 )
(exp
0.140
0.052
0.049
-0.118
0.078
-0.019
0.015
0.007
0.002
-0.019
-0.022
0.039
0.099
0.019
-0.008
0.013
0.248
0.170
0.104
0.033
0.038
-0.067
0.179

0.801
0.455
0.572
-1.005
0.924
-0.202
0.167
0.240
0.134
-0.246
-0.162
0.505
1.148
0.204
-0.020
0.255
1.208
0.933
0.551
0.200
0.254
-0.272
0.767

(0.069) ***
(0.068) ***
(0.105) ***
(0.077) ***
(0.125) ***
(0.114) *
(0.097) *
(0.365)
(0.146)
(0.148) *
(0.125)
(0.113) ***
(0.118) ***
(0.099) **
(0.068)
(0.226)
(0.110) ***
(0.113) ***
(0.094) ***
(0.088) **
(0.077) ***
(0.054) ***
(0.078) ***

2.229
1.576
1.772
0.366
2.520
0.817
1.182
1.271
1.144
0.782
0.851
1.657
3.153
1.226
0.980
1.290
3.348
2.541
1.736
1.222
1.289
0.76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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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4>의 계속
(종속변인 : 행복도)
변인명

모형 3(선형모형)
추정 (Robust
계수 S.E.)

표준화
계수

모형 4(Ordered Logit 모형)
Odds ratio
추정 (Robust
계수 S.E.)
 )
(exp
0.246 (0.070) *** 1.279
0.297 (0.058) *** 1.346
0.736 (0.116) *** 2.088
-1.025 (0.225) *** 0.359
0.200 (0.067) *** 1.221
-0.208 (0.087) **
0.812
-0.470 (0.101) *** 0.625
0.105 (0.073)
1.110
-0.060 (0.106)
0.942
0.224 (0.070) *** 1.250
0.029 (0.026)
1.029
0.402 (0.117) *** 1.494
0.520 (0.106) *** 1.683

2년제, 전문대 졸업
0.184 (0.052) *** 0.039
4년제 대학 졸업
0.222 (0.043) *** 0.059
대학원 석사 이상 졸업 0.552 (0.080) *** 0.065
구직활동하였음
-0.707 (0.179) *** -0.043
상용직
0.182 (0.047) *** 0.055
임시직
-0.137 (0.065) ** -0.023
일용직
-0.336 (0.079) *** -0.042
고용주/자영업자
0.120 (0.056) ** 0.026
무급가족종사자
-0.011 (0.075)
-0.001
가구주 여부
0.146 (0.053) *** 0.047
가구원 수
0.034 (0.020) *
0.028
가구유형 : 1인 가구
0.330 (0.093) *** 0.067
가구유형 : 부부 가구
0.428 (0.077) *** 0.094
가구유형 : 부부+자녀
0.159 (0.049) *** 0.051
0.186 (0.065) *** 1.204
가구
입주형태 : 전세
-0.197 (0.044) *** -0.049 -0.241 (0.059) *** 0.786
입주형태 : 월세
-0.644 (0.054) *** -0.141 -0.844 (0.067) *** 0.430
입주형태 : 기타
-0.310 (0.099) *** -0.041 -0.324 (0.121) *** 0.723
주택종류 : 아파트
0.135 (0.041) *** 0.044
0.184 (0.054) *** 1.201
주택종류 : 연립주택,
0.022 (0.051)
0.006
0.007 (0.064)
1.007
다세대(다가구 주택)
주택종류: 상가주택, 기
0.260 (0.090) *** 0.035
0.399 (0.116) *** 1.490
타(모름/무응답 포함)
(지난 한 해) 총 가구소득 0.057 (0.005) *** 0.150
0.078 (0.007) *** 1.082
표본수
13,254
13,254
Adjusted R2
0.205
Pseudo R2
0.066
Log Pseudo-Likelihood
-22527.8
Maximum VIF
4.650
Mean VIF
1.720
Breusch-Pagan
87.080 ***
heteroskedasticity test
주 : * P-value<10%, ** P-value<5%, *** P-value<1%. 각 모형은 통합표본 18차
년도 횡단면 가중치(sw18p_c)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모형 4의 경계값 추정
치는 -5.017, -3.779, -2.472, -1.243, -0.207, 1.338, 2.403, 3.780, 5.718, 7.382임.
자료 : <표 8-2>의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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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학력수준의 경우, 참조 학력층인 ‘고졸 이하’ 계층에 비해서 2년
제 및 전문대 졸업 이상의 모든 학력층의 더미변인이 1%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고 추정계수의 크기가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평균적으로 개인의 행
복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상태 여부를 나타내
는 변인인 ‘구직활동하였음’ 더미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추정
계수 값을 나타내 실업상태가 행복도에 부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
활동의 종사상 지위와 행복의 관계의 경우, 참조집단인 미취업자에 비해
서 ‘상용직’과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추정계수는 정(+)의 효과를 보인 반
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부(-)의 효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고용안정성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관계와 관련해서, 가구주 여부 더미변인의 추정계수가 정(+)의 효
과를 나타내 가구주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 비해서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 변인의 추정계수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아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다른 개인 및 가구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가구원 수의 크기와 개인의 행복 간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가구유형별 행복도를 살펴보면, ‘1인 가구’, ‘부부 가구’, ‘부부와 자
녀로 구성된 가구’ 더미변인의 추정계수가 정(+)의 효과를 보여 기타 가구
유형에 비해서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계수의 크기는 ‘부부
가구’, ‘1인 가구’,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순서로 감소하는 특징을 보
였다. 가구의 주거상황과 행복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입주형태가 자가인
경우를 참조집단으로 했을 때 ‘전세’, ‘월세’ ‘기타’ 더미변인의 추정계수가
모두 부(-)의 효과를 보여 자가에 비해서 차가일 때 행복도가 낮아지는 경
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추정계수의 크기는 ‘전세’, ‘기타’, ‘월세’ 순서로 전
세에 비해서 월세의 입주형태에서 행복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택종류의 경우, ‘단독주택’을 참조집단으로 했을 때에 비해 ‘아파트’와 ‘상
가주택 및 기타’ 더미변인의 추정계수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인 반면 ‘단독주택 및 다세대(다가구 주택)’ 더미변인의
추정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총 가구소득’ 변인의 추정계수는 유의한 정(+)
의 효과를 나타내 가구소득과 개인의 행복도는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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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5> 개인 및 가구특성 통제 전후 광역시도 지역별 평균 행복도
모형 1의 광역시도 지역별 평균 행복도 모형 3의 광역시도 지역별 평균 행복도
(개인 및 가구특성 미통제)
(개인 및 가구특성 통제)
광역시도
F-검정
광역시도
F-검정
행복도 순위
행복도 순위
지역명
P-value
지역명
P-value
광주
6.805
전남
5.398
1
전남
6.769
0.726
광주
5.280
1
0.311
서울
6.505
2
0.001
서울
5.108
0.076
울산
6.336
0.064
대구
4.923
0.029
대구
6.305
0.769
전북
4.894
2
0.786
3
전북
6.260
0.618
부산
4.887
0.935
부산
6.256
0.965
울산
4.730
3
0.050
경기
경기
세종
세종
강원
6.082
4
강원
경북
충북
4.573
4
제주
충남
경남
5.960
경북
대전
5.807
0.096
경남
5
충북
5.805
0.985
제주
충남
5.726
0.422
대전
4.398
5
인천
5.273
6
0.000
인천
3.796
6
0.000
주 : 모형 1과 3의 상수항 추정치에 5% 수준에서 유의한 광역시도 지역더미의 추정
계수만을 더하여 지역별 평균 행복도를 계산하였음. 모형 1의 F-test(d.f.1=1,
d.f.2=13,237) P-value와 모형 3의 F-test(d.f.1=1, d.f.2=13,209) P-value는 각 모
형에서 윗 행의 지역더미 추정계수와 해당 행의 지역더미 추정계수가 통계적으
로 같은지를 귀무가설로 하는 F-test의 P-value를 나타냄.
자료 : <표 8-2>의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분석함.

이상에서 살펴본 개인 및 가구특성의 영향이 각 지역별로 동일하게 통
제되었을 때, 모형 1에서 확인된 광역시도 지역 간 평균 행복도의 차이는
어떠한 변화를 보일까? 모형 3의 지역 더미변인별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
의성과 방향, 크기는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 3의 지역 더
미변인 중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의 추정계수는 5%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지역의 개인
및 가구특성을 동일하게 통제하였을 때 이들 지역의 평균 행복도가 경기
의 경우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서울, 부산, 대
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의 추정계수는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여 평

226 일과 행복(Ⅲ)

균 행복도가 경기의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대전의 추정
계수는 유의한 부(-)의 효과를 나타내 경기의 경우보다 낮은 평균 행복도
를 보였다.
<표 8-5>는 모형 1과 모형 3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및 가구특
성 통제 전후의 광역시도별 평균 행복도와 순위를 보이고 있다. 이 표에
서 행복도는 경기를 의미하는 상수항의 추정계수에 5% 수준에서 유의한
지역 더미변인의 추정계수만을 더하여 행복도를 계산한 후 내림차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모형 1에서는 개인 및 가구특성의 영향이 지역 간 동일하
게 통제되지 못한 반면에 모형 3에서는 동일하게 통제되었다. 모형 3에서
는 지역 간 개인 및 가구특성 차이에서 기인하는 행복도의 차이가 상쇄되
었기 때문에 모형 1의 경우보다 지역별 평균 행복도가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모형 1의 광역시도 지역별 평균 행복도를 살펴보면 광주가 6.805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전남이 6.769점으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
이고 있다. 그러나 광주 더미변인의 추정계수와 전남 더미변인의 추정계
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의 평균 행복
도는 6.505점이었으며 전남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울산, 대
구, 전북, 부산이 경기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평균 행복도를 보였으나 이
들 지역 간의 행복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조지역인 경기에 비해서 세종, 강원, 경북, 제주 더비변인의
추정계수가 유의하지 않아 이들 지역은 경기와 동일한 수준의 평균 행복
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보다 낮은 수준의 행복도를 보인 지역
은 경남, 대전, 충북, 충남이었으나 이들 지역 간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
았다.45) 인천의 평균 행복도는 5.273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충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광주, 전남의 평
균 행복도가 가장 높고, 서울이 2순위이며, 울산, 대구, 전북, 부산이 3순
위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어서 경기, 세종, 강원, 경북, 제주가 4순위, 경
남, 대전, 충북, 충남이 5순위, 인천이 6순위로 나타났다.
45) 그러나 경남과 충남의 차이는 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F(1, 13,237)=7.96, P-value :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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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가구특성을 통제할 경우, 지역별 평균 행복도 순위에 다소 변
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 3의 추정 결과로 계산된 전남의 평균
행복도는 5.398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였고, 다음으로 광주와 서울
의 행복도가 높았다. 그러나 F-검정에서 이들 지역 간의 행복도에 통계
적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이 세 지역의 행복도가 유사하게 가장 높은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전북, 부산이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평균 행
복도를 보였고 이들 지역 간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1의 결과에서 울산은 대구, 전북, 부산과 동일한 수준의 행복도를 보
였으나 개인 및 가구특성을 통제하였을 때는 이들 지역에 비해서 낮은 수
준의 행복도를 나타내는 특징을 보였다. 모형 1에 비해 모형 3에서는 참
조지역인 경기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지역이 늘어나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가 경기와 동일한 수준의 행복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대전이 경기보다 낮은 수준의 행복도를 보였고, 모형 1의
경우와 같이 인천이 가장 낮은 행복도를 나타냈다. 모형 3의 결과는 울산
의 개인 및 가구특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행복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충북, 충남, 경남의 경우는 낮은 수준의 행복도를 나타났다.

4. 추정 결과 : 지역특성 통제 모형
모형 1과 모형 3의 분석결과 비교에서, 지역을 구성하는 개인 및 가구
특성을 통제하는 경우에는 참조지역인 경기의 평균 행복도와 차이를 보
이는 지역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
간 행복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개인 및 가
구특성 이외에 어떠한 지역특성의 차이가 지역 간 행복의 차이를 설명하
는 것일까? <표 8-6>의 모형 5와 모형 6은 식 (8-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인 및 가구특성과 함께 시군구 수준의 지역특성을 포함하여 지역특성
과 행복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에 포함된 지역특성 변인은
자료의 가용성과 심각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중공선성
을 진단하는 지표 중 하나인 Variance Inflation Factor(VIF)가 10을 넘지
않는 변인만을 선정하여 모형에 포함하였다. 앞선 경우와 같이 선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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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된 모형 5와 Ordered Logit 모형으로 추정된 모형 6의 추정 결
과에 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아 모형 5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본다.
<표 8-6> 추정 결과(지역특성 통제 모형)
(종속변인 : 행복도)

모형 5 (선형모형)
추정 (Robust
표준화
변인명
계수 S.E.)
계수
상수항
2.145 (2.341)
서울
-0.058 (0.099)
-0.015
부산
0.010 (0.099)
0.002
대구
-0.159 (0.120)
-0.022
인천
-0.894 (0.084) *** -0.135
광주
0.580 (0.111) *** 0.064
대전
-0.384 (0.097) *** -0.042
울산
0.287 (0.107) *** 0.028
세종
-0.008 (0.334)
0.000
강원
0.161 (0.139)
0.018
충북
-0.144 (0.111)
-0.016
충남
0.049 (0.109)
0.006
전북
0.650 (0.117) *** 0.079
전남
1.047 (0.122) *** 0.126
경북
0.209 (0.103) **
0.031
경남
0.177 (0.073) **
0.028
제주
-1.273 (0.269) *** -0.088
15～29세
0.873 (0.078) *** 0.239
30～39세
0.718 (0.074) *** 0.178
40～49세
0.419 (0.067) *** 0.108
50～59세
0.135 (0.063) **
0.034
60～69세
0.213 (0.058) *** 0.044
남성
-0.199 (0.042) *** -0.065
기혼 또는 배우자 있음 0.544 (0.058) *** 0.175
2년제, 전문대 졸업
0.152 (0.050) *** 0.032
4년제 대학 졸업
0.191 (0.043) *** 0.051
대학원 석사 이상 졸업 0.508 (0.080) *** 0.060
구직활동하였음
-0.756 (0.183) *** -0.046
상용직
0.174 (0.044) *** 0.053
임시직
-0.119 (0.063) *
-0.020
일용직
-0.318 (0.076) *** -0.040
고용주/자영업자
0.109 (0.053) **
0.023
무급가족종사자
0.001 (0.071)
0.000

모형 6(Ordered Logit 모형)
Odds ratio
추정 (Robust
계수 S.E.)
 )
(exp
-0.001
0.030
-0.158
-1.187
0.720
-0.509
0.359
-0.114
0.238
-0.245
0.121
0.937
1.411
0.266
0.305
-1.964
1.200
1.005
0.581
0.210
0.305
-0.271
0.785
0.204
0.260
0.690
-1.115
0.201
-0.194
-0.458
0.096
-0.057

(0.139)
(0.135)
(0.165)
(0.112)
(0.155)
(0.135)
(0.148)
(0.446)
(0.195)
(0.158)
(0.143)
(0.159)
(0.170)
(0.136)
(0.100)
(0.374)
(0.109)
(0.109)
(0.092)
(0.086)
(0.077)
(0.055)
(0.078)
(0.069)
(0.059)
(0.120)
(0.241)
(0.065)
(0.086)
(0.102)
(0.072)
(0.103)

***
***
***
**

***
***
*
***
***
***
***
***
**
***
***
***
***
***
***
***
***
**
***

0.999
1.031
0.854
0.305
2.054
0.601
1.432
0.892
1.269
0.782
1.129
2.551
4.100
1.304
1.357
0.140
3.320
2.733
1.788
1.234
1.357
0.762
2.192
1.226
1.297
1.994
0.328
1.223
0.824
0.632
1.10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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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6>의 계속
(종속변인 : 행복도)

모형 5(선형모형)
추정 (Robust
표준화
변인명
계수 S.E.)
계수
가구주 여부
0.151 (0.051) *** 0.049
가구원 수
0.032 (0.020)
0.026
가구유형 : 1인 가구
0.300 (0.091) *** 0.061
가구유형 : 부부 가구
0.393 (0.074) *** 0.087
가구유형: 부부+자녀 가구 0.149 (0.047) *** 0.048
입주형태 : 전세
-0.198 (0.042) *** -0.050
입주형태 : 월세
-0.595 (0.052) *** -0.130
입주형태 : 기타
-0.335 (0.100) *** -0.044
주택종류 : 아파트
0.158 (0.040) *** 0.051
주택종류 : 연립주택, 다
0.031 (0.050)
0.008
세대(다가구 주택)
주택종류 : 상가주택, 기
0.292 (0.086) *** 0.039
타(모름/무응답 포함)
(지난 한 해) 총 가구소득 0.051 (0.004) *** 0.136
사회적 신뢰도
0.211 (0.014) *** 0.170
15세 이상 인구 중 평균
-0.022 (0.016)
-0.035
연령
15세 이상 인구 중 남성
-0.017 (0.031)
-0.012
비율
15세 이상 인구 중 전
-0.002 (0.005)
-0.012
문대졸 이상 비율
합계출산율
-0.173 (0.123)
-0.024
1인당 지방세 부담액
0.436 (0.356)
0.021
고용률
0.032 (0.009) *** 0.065
도소매, 운수, 숙박, 음
0.051 (0.011) *** 0.072
식점업 종사자 비율
인구밀도
0.023 (0.005) *** 0.107
표준지 공시지가 최고
0.059 (0.127)
0.010
최저가 평균
지가변동률
0.201 (0.034) *** 0.123
유아(0～4세) 천 명당
-0.007 (0.007)
-0.018
보육시설 수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수 -0.090 (0.031) *** -0.036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
0.012 (0.003) *** 0.056
지시설 수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0.003 (0.002)
-0.022
조성면적
도로포장률
0.007 (0.002) *** 0.055

모형 6(Ordered Logit 모형)
Odds ratio
추정 (Robust
계수 S.E.)
(exp
 )
0.234 (0.070) *** 1.263
0.029 (0.027)
1.029
0.389 (0.119) *** 1.475
0.495 (0.105) *** 1.640
0.173 (0.065) *** 1.189
-0.263 (0.059) *** 0.769
-0.809 (0.067) *** 0.445
-0.394 (0.121) *** 0.674
0.222 (0.054) *** 1.248
0.019 (0.064)

1.019

0.443 (0.116) ***

1.557

0.073 (0.007) ***
0.296 (0.020) ***

1.076
1.345

-0.047 (0.021) **

0.954

-0.052 (0.044)

0.949

-0.003 (0.007)

0.997

-0.242 (0.173)
0.529 (0.500)
0.052 (0.012) ***

0.785
1.697
1.053

0.074 (0.015) ***

1.077

0.028 (0.007) ***

1.028

0.084 (0.181)

1.088

0.293 (0.045) ***

1.340

-0.017 (0.010) *

0.983

-0.116 (0.043) ***

0.891

0.017 (0.004) ***

1.017

-0.004 (0.002)
0.008 (0.003) ***

0.99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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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6>의 계속
(종속변인 : 행복도)
변인명

모형 5(선형모형)
추정 (Robust
계수 S.E.)

모형 6(Ordered Logit 모형)
Odds
추정 (Robust
ratio
계수 S.E.)
 )
(exp
-0.013 (0.006) ** 0.987

표준화
계수

면적 대비 폐수배출업소 -0.009 (0.004) ** -0.030
자동차 천 대당 교통사
-0.005 (0.008)
-0.010 -0.003 (0.011)
0.997
고발생건수
스트레스인지율
0.002 (0.006)
0.006
0.003 (0.008)
1.003
표본수
13,254
13,254
Adjusted R2
0.246
0.0819
Pseudo R2
Log Pseudo-Likelihood
-22150.3
8.060
Maximum VIF
Mean VIF
2.780
Breusch-Pagan
130.02 ***
heteroskedasticity test
주 : * P-value<10%, ** P-value<5%, *** P-value<1%. 각 모형은 통합표본 18차
년도 횡단면 가중치(sw18p_c)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모형 6의 경계값 추정
치는 -3.608, -2.368, -1.054, 0.190, 1.250, 2.843, 3.949, 5.377, 7.356, 9.033임.
자료 : <표 8-2>의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분석함.

모형 5의 Adjusted R2는 0.246으로 시군구 수준의 지역특성을 포함하
2

지 않았던 모형 3의 경우에 비해(Adjusted R : 0.205) 모형의 설명력이 약
4.1%p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5에서 시군구 수준의 지역특성이
통제되었지만 개인 및 가구특성 변인의 추정계수 방향 및 통계적 유의성
은 모형 3의 경우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 및 가구특성
변인의 추정계수에 대한 해석은 생략한다.
모형 5에서 지역특성 변인의 추정계수를 살펴보면, 먼저 ‘사회적 신뢰
도’ 변인이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신뢰도’는 “대체
로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문항에 대한 1∼7점 척도 응답을 연속형
설명변인으로 구성한 것으로,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인식하는 사회적 신
뢰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행복도 역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이고 있
다.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의 경우, 모형에서 포함된 ‘평균연령’, ‘남성 비
율’, ‘전문대졸 이상 비율’, ‘합계출산율’ 변인이 모두 5% 수준에서 통계
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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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 중 평균적인 지역경제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고용
률’, ‘도소매, 운수, 숙박, 음식업점 종사자 비율’, ‘인구밀도’의 추정계수는
모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지역경제의 노동시장 여건이 긍정적이고, 지역경제 구조가 소비지향성이
강하며, 집적경제의 효과가 클수록 개인의 행복수준도 향상되는 상관관
계를 보여준다. 지역주택 특성으로 통제된 ‘표준지 공시지가 최고최저가
평균’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지가변동률’은 유의한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주거비용 수준의 대
리변인으로 통제하였음을 고려할 때, ‘지가변동률’은 지역 부동산 자산의
가치상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분석결과는 부동
산 자산가치의 상승이 개인의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
다고 판단된다.
지역 인프라, 복지, 환경, 안전 등을 포함한 지역어메니티 변인 중에서
는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도로포
장률’, ‘면적 대비 폐수배출업소’가 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변인의 경우 부(-)의 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사
설학원 수가 많을수록 교육여건이 좋다는 측면에서는 상식과 반대되는
결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설학원이 많다는 것은 더 나은 진학 및 취
업 성과를 위한 학업 스트레스가 해당 지역에서 더 높다고 해석될 수 있
겠다. 후자의 맥락에서 지역의 더 많은 사설학원은 개인의 행복과 부정적
인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
시설 수’ 변인은 정(+)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 개인의 행복에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
포장률’ 변인 역시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어 보다 나은 지역사회의 교
통인프라 공급이 행복도에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면적 대비
폐수배출업소’ 변인은 부(-)의 효과를 보여 지역에 환경오염원이 많을수
록 개인의 행복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확인한 모형 5의 분석결과는 사회적 신뢰, 지역경제 구조, 부동산
자산의 투자적 가치, 지역어메니티 등 지역특성이 개인의 행복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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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특성 변인 간 상대적 중요성
비교를 위해서 추정계수를 표준화하였을 때, ‘사회적 신뢰’의 표준화 계수
가 0.170으로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0.056) 및 ‘도로포장률’
(0.055)의 표준화 계수보다 더 큰 값을 보였다. 이 결과는 지역주민의 행
복 증진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제5절 소 결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8차 조사의 “삶의 인식 부가조사”를 이용하
여 광역시도 지역별 평균 행복도를 살펴보고, 어떠한 지역특성이 개인의
행복을 설명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개인수준의 한국노동패널 자료
를 이용하여 17개 광역시도 지역별 평균 행복도를 살펴보았을 때, 광주와
전남의 행복도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
다. 이어서 울산, 대구, 전북, 부산이 3순위, 경기, 세종, 강원, 경북, 제주
가 4순위, 경남, 대전, 충북, 충남이 5순위의 행복도 수준을 보이는 지역으
로 나타났고, 인천의 행복도 수준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회귀분석을 통
해서 개인 및 가구특성을 동일하게 통제했을 때, 지역 간 행복도 차이가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개인 및 가구특성 통제 후 서울의 평균 행
복도는 광주 및 전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경기의
평균 행복도와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 4순위 집단에 충북, 충남, 경남
이 추가되었다. 반면 대구, 전북, 부산과 동일한 수준의 평균 행복도를 보
였던 울산은 개인 및 가구특성이 통제된 후에는 이들 지역에 비해 행복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지역 간 행복도의 차이가
지역을 구성하는 개인 및 가구의 특성으로 설명되며, 이는 지역별 행복한
사람들의 구성 비율의 차이에 따라서 지역 간 평균 행복도의 차이가 발생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모형에서 통제된 개인 및 가구특성만으로 설명
되지 않는 지역 간 행복도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8장 무엇이 행복한 지역을 구성하는가? : 지역특성과 행복의 관계 탐색 233

개인 및 가구특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지역 간 행복의 차이가 존재하
는 분석결과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지역특성과 개인의 행복도 간
의 상관관계 탐색의 필요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가용성
과 분석모형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고려하여 사회적 신뢰도, 지역인구, 지
역경제, 지역주택, 지역어메니티 범주를 대표하는 지역특성 변인을 시군
및 시군구 수준에서 구성하여 개인의 행복도와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하
였다. 분석결과에서 ‘사회적 신뢰도’, ‘고용률’, ‘도소매, 운수, 숙박, 음식점
업 종사자 비율’, ‘인구밀도’, ‘지가변동률’,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인
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도로포장률’, ‘면적 대비 폐수배출업소’
변인이 개인의 행복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지역주민의 행복 증진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
공하고 있다. 첫째, 지역사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지역주민의 행복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이를 증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강화
될 필요가 있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개선을 위한 지역개
발정책들이 많은 경우에 물리적 인프라 개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물
리적 인프라의 개선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긍정적임은 분
명한 사실이며, 이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도로포장률’ 및 ‘사회복지
시설 수’ 변인의 추정계수가 정(+)의 효과를 보이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분석결과는 ‘사회적 신뢰’ 변인이 다른 지역 인프라 관련
변인들보다 행복도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지역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는 물리
적 인프라 공급에 중점을 두는 현재의 지역개발정책에서 지역사회의 사
회적 신뢰를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지역노동시장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은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행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개인의 고용상태(‘구
직활동하였음’ 변인)뿐만 아니라 지역특성 변인 중 지역 고용률 또한 개
인의 행복도에 유의한 요인임을 보이고 있다. 개인이 속한 지역노동시장
의 고용여건 개선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소득 증진과 소비의 확대를 통해
서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지역경제 규모의 성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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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유입과 이에 따른 집적경제 효과를 야기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
조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지역구성원
의 심리적 안정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
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
원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경제적 의미와 함께 지역주민의 행복증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셋째, 지역주민의 건강측면뿐만 아니라 행복도 증진측면에서도 지역사
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정책적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
겠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지역 차원의 부정적 어메니티 특성으로
‘면적 대비 폐수배출업소’, ‘자동차 천 대당 교통사고발생건수’, ‘스트레스
인지율’을 포함하였고, 분석결과는 폐수배출업소 변인이 개인의 행복도에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 중에서 특히 환경오염이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
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지
역주민의 건강에 위협일 뿐만 아니라 행복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
원에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광역시도 수준보다 더욱 세밀한 시군 및 시군구 수준의 다
양한 지역특성 변인을 이용하여 개인의 주관적 행복도와의 상관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으나 가용 자료의 제한으로 보다 다양한 범주의 지역특
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지역안전 측면에서 시군구 수준의
지역 범죄율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또한 시군구 지역특성과 함께 다양한
광역시도 지역특성의 영향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향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에서는 보다 풍부한 지역특성 변인과 패
널자료 구축을 통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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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행복을 말할 때, 이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정의롭고 공평하며 조화로운 사회에 살고 있음을 확실하
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의 목적을 달성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 이것이 국민총
행복의 의미이다.” (제5대 국왕, 2016)46)

전 국민의 91% 이상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나라, 국민총행복이 국민총
생산보다 중요하다는 국왕의 신념을 모든 국민이 믿는 나라, 국민총행복
의 추구를 정부의 의무로 헌법에 명시한 나라, 저개발국가(LDC :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로부터의 졸업을 열망하는 나라, 물질적 요인
과 영성적 요인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국민총행복의 극대화를 개발철학
으로 삼고, 이를 모든 정부정책을 통해 현실화하고 있는 부탄에 대한 세
계의 관심은 대안적 개발전략의 모색이라는 시각에서 지대하다.
국민총행복의 개발철학과 비전을 국민총행복의 극대화라는 시각에서
정부정책과의 연계를 통하여 구현하고 있는 부탄의 국민총행복을 소개하
는 본장은 국민총행복의 개념, 국민총행복 지수, 국민총행복 조사, 국민총
행복과 정부정책을 소개한다.47)
제1절의 국민총행복의 개념에서는 국민총행복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
을 개략적으로 소개한 후 국민총행복의 개념과 국민총행복의 4대 기둥과
9대 영역에 대해 논의한다. 역사적 사건으로는 1729년 율령으로부터 제4
대 국왕과 제5대 국왕 왕축의 국민총행복 주창, 2008년 입헌군주제의 이
46) ‘What is our end Objective when we talk of GNH? It is to ensure that we
have a just, equal and harmonious society. When our people are able to live
Happy and Secure Lives, we know that we have achieved our objective. That
is what Gross National Happiness means.’
47) 부탄의 헌법과 지방정부법 등 부탄 정부의 공식문서, 국민총행복위원회의 공식문
서와 발간 자료, 부탄연구원의 발간자료, 국민총행복과 관련한 다양한 국제콘퍼
런스에서 발표된 자료 등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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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정에서 제정된 부탄의 헌법, 국민총행복의 추구를 위한 진전(국민총
행복지수의 개발, 국민총행복 조사의 실시, 국민총행복위원회의 설치, 국
민총행복정책심사도구의 개발 등), 2004년부터 시작된 국민총행복 국제
콘퍼런스, 전지구적 목표를 위한 국민총행복을 주제로 2017년 개최된 원
탁회의 등이 포함된다.
제2절은 국민총행복의 증진을 측정하는 국민총행복지수를 소개한다.
먼저 국민총행복지수 개발의 개요와 국민총행복지수의 목적 및 2005년
이후 국민총행복지수의 개발을 위한 국민총행복위원회와 부탄연구원의
노력을 개괄한 후 국민총행복지수의 9대 영역과 33개 지표, 국민총행복의
정의와 산출 과정 및 이의 해석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3절은 국민총행복지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국민총행복 조사를 소개
한다. 먼저 조사의 연혁을 간략히 살펴본 후 2015년 국민총행복 조사를 바탕
으로 한 국민총행복지수, 2010년과 2015년 간 국민총행복의 변화를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국민총행복과 정부정책의 연계에 관해 논의한다. 먼저 부
탄의 수상이 2009년부터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연차보고서(The State of
the Nation)와 부탄 개발의 청사진인 5개년계획(제10차～제12차)의 핵심
개발목표와 전략적 틀걸이를 국민총행복과 연계라는 시각에서 검토한 후
이러한 정책연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국민총행복정책심사도구와 국민총
행복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소개한다.

제1절 국민총행복의 개념

1. 개 요
가. 제4대 국왕 왕축의 주창
부탄의 국민총행복은 경제성장보다는 행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부탄
의 개발에 대한 총체적 접근방식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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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가치와 인식은 ‘부탄왕국이 국민들을 위한 행복을 창출하지 않으면,
이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는 1729년 율령(the Legal Code of 1729)에 근
원을 두고 있다.48)
근대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1970년대 제4대 국왕 왕축(Jigme Singye
Wangchuck)(1972년부터 2006년까지 재임)이 공공의 장에서 행복과 안녕
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러한 가치의 공식화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49) 당시 국왕은 다수 국가의 ‘개발’을 통한 성공적 근대화를
목격하였지만, 통상적 개발과정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국
민의 보편적인 욕구를 간과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경제개발 초
기 단계에서 전환의 개발전략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그는 국내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제연합이나 다양한 개발
파트너 등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통하여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자문했고, 이를 부탄의 가치와 지식-공동체, 문화, 관
계, 영성, 심리적 안녕, 환경과의 조화 등-과 통합하여 진정한 개발의 의
미와 개발의 궁극적 목적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발과정 또는 개발전략의
틀걸이로서의 국민총행복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국민총행복이 국민총생산(또는 국내총생산)보다
중요하다(Gross National Happiness is more important than Gross
National Product)’는 개발의 철학과 비전으로 구체적으로 천명되었으며,
이후 국민총행복을 높이는 ‘가치 있는 개발(development with values)’이
부탄 개발의 지침으로 정착되었다.50)
48) “If the government cannot create happiness for its people, then there is no
purpose for government to exist.”- Legal Code of Bhutan(1729).
49) 당시 국왕은 모든 공식문서와 연설에서 행복(부탄어로 ‘gatogtog’) 또는 만족(부
탄어로 ‘kitogto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국민총행복(부탄어로 ‘Gyalyong
Gaki Pelzom’)이라는 용어는 1979년 9월 9일 쿠바 아바나의 비동맹정상회의
(Non-Aligned Summit)에 참석한 후 귀국길에 봄베이의 산타크루즈 공항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50) 이는 1986년 Financial Times of London과의 인터뷰에서 언급되었는데, 이어서
국왕은 “우리는 우리가 만족과 행복을 목표로 삼아야만 한다고 확신한다. 1인당
소득을 높이는 데 5년 또는 10년이 걸리든 그러한 번영이 정치적 안정성, 사회적
조화, 부탄의 문화와 삶의 양식을 포함하는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하며
국내총소득만으로는 행복과 안녕을 위한 환경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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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국왕 왕축(Jigme Khesar Namgyel Wangchuck)은 ‘국민총행복
은 한 국가의 수준을 보다 총체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인간사회에 유익
한 발전은 물질적 발전과 영성적 발전이 나란히 상호 보완하고 상호 강화
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51)고 언급하며 물질과 영성이 균형을 이루는 개발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국민총행복의 4대 기둥(본절 3항에서 소
개)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며 국민에게 권한 위임 및 분권화의 강화, 부탄
왕국의 헌법 제정,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의 이행 등 일련의 개혁
을 수행하였다.
나. 부탄의 헌법
부탄은 2008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입헌군주제로 이행하였다.52) 헌법
전문에서 ‘… 항상 국민의 화합, 행복과 안녕을 고양할 것을 엄숙히 서
약’53)하는 한편 제9조(정부정책의 원칙) 제2항에서 ‘국가는 국민총행복의
추구를 가능케 하는 조건들을 증진시키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54)고 명시
하는 한편 제20조(행정부) 제1항에서 ‘정부는 왕국의 주권을 강화하고 보
호하여야 하며, 선치를 하여야 하며, 국민의 평화, 안전, 안녕, 그리고 행
복을 보장하여야 한다’55)고 명시함으로써 국민총행복을 위한 국가 및 정
소득을 넘어서는(something beyond GDP) 총체적인 것 역시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51) “Gross National Happiness measures the quality of a country in more holistic
way and believes that the beneficial development of human society takes place
when material and spiritual development occurs side by side to complement
and reinforce each other.”
52) 헌법초안위원회(Drafting Committee)가 2002년 12월 최초의 헌법 초안을 국왕에
게 제출하고,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가 이를 검토한 후 2003년 11월 2차
초안을 제출,
53) SOLEMNLY pledging ourselves to strengthen the sovereignty of Bhutan, to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ensure justice and tranquillity and to
enhance the unity, happiness and well-being of the people for all time;
54) The State shall strive to promote those conditions that will enable the pursuit
of Gross National Happiness.
55) The Government shall protect and strengthen the sovereignty of the

Kingdom, provide good governance, and ensure peace, security, well-being
and happiness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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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존재를 규정하였다.56)
다. 국민총행복의 추구를 위한 진전
헌법에 명시한 국민총행복의 증진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조치를 실시
하였는데 이에는 부탄의 개발지침으로서의 국민총행복지수의 개발(제2절
에서 상세히 정리), 헌법기구로서 수상이 의장이 되어 부탄 발전전략과
현안에서 국민총행복의 추구가 핵심이 되도록 하는 국민총행복위원회
(Gross National Happiness Commission)의 설치(제4절에서 개략적으로
정리), 부탄의 발전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국민총행복조사의 실시
(2010년과 2015년 실시)(제3절에서 상세히 정리), 모든 정책이 국민총행
복을 확보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되는 국민총행복정책심사도구(Gross National
Happiness Policy Screening Tool)의 개발(제4절에서 개략적으로 정리)
이 포함된다.
부탄의 국민총행복 노력에 병행하여 국제적 동조가 있었다는 점 역시
개발전략으로서의 국민총행복을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데 크게 기
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안녕과 행복을 주제로 한 국제콘퍼런스가 세계 도
처에서 지속적으로 개최되었으며, 2009년 10월의 OECD 세계포럼(World
Forum)은 경제성장 대신 행복에 초점을 두었으며, 2012년 국제연합은 3
월 20일을 ‘국제 행복의 날(International Day of Happiness)’로 정하는 한
편 2012년 UN 총회는 국민총행복을 새로운 전지구적 경제패러다임으로
논의한 바 있다.
라. 국민총행복 국제콘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oss
National Happiness)
국민총행복 국제콘퍼런스는 국민총행복 개념의 정립과 이의 수준을 압
56) 2009년 제정된 지방정부법(the Local Government Act of 2009) 역시 지방정부지역(district, 우리의 광역시도)과 기초지역(gewog, 우리의 시군구) 등 모든 수준
의 지방정부는, 헌법 9조에서 국가에 대해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총행복을
위한 조건들을 증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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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으로 측정하는 국민총행복지수의 이론적 기반의 확립 및 국민총행복
지수를 산출하는 기초자료인 국민총행복조사의 설계,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총행복과 정책 간 연계방안의 확립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57) 특히
‘국민총행복과 개발’을 주제로 한 제1차 국민총행복 국제콘퍼런스(2004
년)는 새로운 개발철학과 행복의 측정에 관한 논의들이 주를 이루었다.58)
‘실재와 측정(Practice and Measurement)’을 주제로 2008년 11월 개최
된 제4차 국민총행복 국제콘퍼런스59)는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로 관습적인 성장모형과 이의 측정체계에 대한 회의가 본격화되기 시작
하였고, 부탄의 입장에서는 시범적 국민총행복지수를 작성하는 한편 본
격적인 국민총행복조사를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국민총행복
의 진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60)
콘퍼런스는 전체회의 세션(plenary session)과 3개의 동시진행 워크숍
(parallel workshop)으로 구성되었으며, 25개국에서 온 90명이 총 48개의
논문을 발표하였다.61) 이들 논문은 크게 안녕의 대안적 측도 개발과 이의
진전을 다루는 측정(measurement)과, 국민총행복을 전지구적 네트워크
에의 편입과 국민총행복의 실행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개발을 다루
는 향후 진전(the way forward)의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부탄의 초대 수상(Jigmi Y. Thinley)은 기조연설에서 국제콘퍼런스가
57) 제1차 국민총행복 국제콘퍼런스는 ‘국민총행복과 개발(Gross National Happiness
and Development)’을 주제로 2004년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2차 국제콘퍼런스
는 ‘개발의 재고(Rethinking Development)’를 주제로 2005년 6월 20일부터 24일까
지, 제3차 국제콘퍼런스는 ‘글로벌 전환을 향하여(Towards Global Transformation)’
를 주제로 2007년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부탄의 수도 팀푸에서 개최되었다.
58) 개발철학으로서의 국민총행복에 대한 논의는 Mancall(2004), Herschock(2004),
Noberg-Hodge and Gorelick(2004), Bakshi(2004), Willenswaard(2004), Tideman
(2004), McDonald(2004), Sivaraksa(2004), Levensen et al.(2004), Bracho(2004),
Johnson(2004)를, 행복의 측정 및 지표와 관련된 논의는 Worcester(2004), Faris
(2004), Kuntiranont(2004), Coleman and Sagebien(2004), Venhove(2004), Marks
(2004), Donnelly(2004), Pankaj and Dorji(2004), Novacek et al.(2004)을 참조.
59) 2008년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부탄의 수도 팀푸(Thimphu)에서 개최.
60) 2008년은 부탄에 있어 역사적 의미가 있는 해인데, 왕축 왕조 100주년이 되는 해이
며, 제5대 국왕의 대관식이 거행되었고, 국회 선출을 통해 입헌군주제가 도입되었다.
61) 5개 전체회의에서 14개의 논문, 9개 워크숍(국민총행복의 9대 영역과 일치)에서
34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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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국왕이 부탄인뿐 아니라 인간사회에 준 국민총행복이라는 영원한
선물을 특별히 축하하는 자리’라고 정의한 후 국민총행복의 개념과 의미
를 압축적으로 언급하였다(다음 항에서 상세히 소개한다).
UN의 Nicholas Rosellini는 기조연설에서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
Human Development Index)가 인간의 진보를 측정하는 대안적 표준 척
도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발되었음을 언급하면서, 인간의 진
보의 순물질주의적 해석을 넘어서고자 했던 어떠한 방법도 학계나 개발
전문가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콘퍼런스에
서 국제적 관점에서 대안적 접근방식으로서의 국민총행복이 논의되고 이
를 세련되게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주창하였다. 그는 또한, 다수 국
가들이 ‘이윤과 소비에 대한 우리 자신의 과도한 몰두(our own excessive
preoccupation)에서 야기된’ 심각한 경제 현안에 직면한 당시 시점에서,
국민총행복 철학이 공동의 이해와 공공재에 대한 전지구적 관심을 재점
화시키는 강력한 믿음을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오랜 개발패러다임을
재평가하고 대안을 찾아야만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국민총행복이 개발에
대한 참신한 시각을 제공한다고 언급하였다.
마. 전지구적 목표를 위한 국민총행복62)
(Gross National Happiness for the Global Goals)
<원탁회의 개요>
부탄 정부와 UN은 1980년대 초부터 정책 대화와 원조 협력을 위한 포
럼 형태의 원탁회의(Round Table Meeting)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왔다.
원탁회의는 5개년계획 기간 중 2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한편 부탄과
개발파트너 간 공통의 이해와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
62) 부탄 정부와 UN 부탄사무소가 2017년 3월 15일과 16일 부탄의 수도 팀푸에서공
동으로 개최한 ‘부탄과 개발파트너들 간 제13차 원탁회의(Round Table Meeting
Between Bhutan and its Development Partners)’의 주제. 원탁회의에는 39명의
부탄의 국제 개발파트너와 40명의 부탄 주재 개발파트너의 대표자들과 부탄의 각
부처, 헌법기관, 의회, 자율 기관, 지방정부, 시민사회조직(CSO), 민간부문협회의
대표들이 참여. Joint Task Force(2017a, 2017b)에서 발췌하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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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개최된다.
여기에서는 개발 진행의 현황의 파악, 도전의 검토, 전지구적 목표와
국가 우선순위의 달성을 위한 개발원조의 제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등
기회를 모색하고자 ‘전지구적 목표를 위한 국민총행복’을 주제로 2017년
개최된 제13차 원탁회의를 간략히 소개한다.
제13차 원탁회의는 개회사와 수상의 기조연설, UNDP의 머리말
(introductory remarks), 제12차 5개년계획의 가이드라인 소개로 구성된
개회식(inaugural session)에 이은 4차례의 기술분과회의(technical session)
를 거쳐 UN 사무부총장과 부탄 외교부장관의 폐회연설(concluding statement)
과 결론회의(concluding session)로 구성되었다.
4개의 기술분과회의는 (1) 부탄연구원의 국민총행복 조사 결과 발표,
(2)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국민
총행복의 제휴, 부탄의 환경 현황과 INDC의 갱신, (3) 거시경제 시나리
오, 현재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향후 진로, (4) 개발 파트너들의 연설로 구
성되었다.
<배경과 주제 및 목적>
부탄은 2015년 9월 UN회원국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위한
어젠다 2030(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을 채택하였다.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현안을 망라하는 통합되고
보이지 않는 17개의 목표(goals)와 169개의 관련 목표(target)를 가진 전
지구적 목표(Global Goals)는 사회가 열망하고 고수하여야 할 기준을 설
정하고 있다. 전지구적 공동체가 이를 광범위한 통합적 개발어젠다로 수
용하는 것이 국민총행복의 비전과 같은 높은 수준의 개발목적의 필요성
을 오랜 기간 지지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국민총행복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총체적이고 책임 있는 접근방식
으로 ‘가치를 가진 개발’로 계획개발에 도입한 이후 부탄의 사회경제적
진전을 인도하면서 부탄의 5개년계획을 포함한 정책들과 프로그램들에
투영되어 왔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부탄 국가정책의 틀걸이는 이미
지속가능개발 목표들을 상당 수준 통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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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원탁회의의 주된 목적은 (1) 제11차 5개년계획 수행과정에서 이
룬 진전과 기회와 잔존하는 도전요인에 대한 자각 증진과, (2) 부탄의 개
발파트너들의 기여의 인식 및 부각, 잔존하는 재정 갭의 접근, 부탄의 사
회경제개발의 기존 및 미래의 파트너십 기반의 강화로 요약된다.
<국민총행복에 대한 주요 언급>
부탄의 수상은 개회 기조연설에서 국민총행복 접근방식의 독특한 여정
을 언급하면서 사회적, 문화적, 환경 및 협치 영역에서의 성공을 강조하
고, 이러한 성공은 부탄이 스스로 개발을 경영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조만간 최저개발국 범주에서 벗어날 것이지만 여전히
경제적 또는 지역적 취약성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통합적 개발의 추구에
도전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히고 있다. 제12차 5개년계획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여정이 될 것이며, 개발파트너들의 지원과 함께 궁극적으로 성
공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UN 대표는 개회식의 머리말에서 부탄의 국민총행복 철학은 전 세계가
개발의 목적을 재고하고 진전의 의미를 반영하도록 사람과 제도 및 정부
에 영감을 주는 아이디어로서 4대 국왕의 혁신적 개념이며, 제13차 원탁
회의는 17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동참자들이 함께 모여 전지구적 목표
를 위한 국민총행복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기회를 갖는 시간이 될 것이
라고 밝히고 있다.

2. 국민총행복의 개념
부탄의 제5대 왕은 취임사에서 개발철학으로서의 국민총행복을 ‘가치
를 가진 발전’으로 언급하였는데, 국민총행복의 핵심은 모든 발전전략의
목적을 집단적 행복을 증진하는 것에 두는 일련의 가치들, 즉 총체성, 균
형성, 집단성, 지속가능성, 공평성으로 구성된다.63)
63) Adler et al.(2017)은 행복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자체 목적과 수단, 행복과 안녕
및 삶의 질, 주관적 안녕과 객관적 안녕의 개념에 대해서 언급한 후 집합적 시각
과 서술적 시각에서의 행복, 개인적 안녕과 집단적 안녕, 개인적 안녕과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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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성의 개념은 국민의 물질적 또는 물적 욕구뿐 아니라 사회적 영성
적 욕구 등 모든 측면을 인식한다는 것이며, 균형의 개념은 국민총행복의
속성들을 향한 조화롭고 균형된 진전을 강조하는 것이며, 집합적 개념은
행복은 모두를 포괄하는 집합적 현상이라는 시각임을 뜻하며, 지속가능
성의 개념은 이러한 목표의 추구가 현재와 미래 세대의 혜택을 위한 것이
며, 공평성의 개념은 이러한 경로의 추구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배 수준
의 행복과 안녕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64)65)
따라서 국민총행복의 개념은 매우 복합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는 행복을 우선한다는 단순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행복
은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안녕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한 조건의
창출을 의미한다(Ura, 2009).66) 이는 곧 행복이 공동의 공공재(common
public good)로 추구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총행복에 대한 단일한 공식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총행
복은 국민총생산에 비해 한 국가의 수준을 보다 총체적으로 측정하는 것
이며, 물질적 발전과 영성적 발전이 나란히 상호보완적이며 상호강화될
때 인간사회의 유익한 발전이 이뤄진다는 믿음이다.67) 이러한 점에서 부
탄의 국민총행복은 다차원성과 책임과 그 외 동기의 명시적 내재화라는
측면을 가진다는 점에서 서구의 행복과 독특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이

64)
65)
66)

67)

안녕 및 국가 수준의 안녕의 측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Thinley(2005)는 국민총
행복의 본격적 실재화 시기에 이의 개념을 잘 정리하고 있다.
Thin et al.(2017)과 O’Brien(2005)은 공공정책의 지침으로서 지속가능한 행복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Bhatt(2005), Dressel(2005), Stutz(2005), Kemchalerm(2004)는 지속가능성 시각
에서의 개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Boniwell(2017)은 정책추천을 위한 이론적 기반에서 지속가능한 행복은 사회친화
적 관심이 인도하는 내재적 목표를 향한 자율적이며 자기결정적 행동에 기반한다
고 보고, 정책수단은 이론적 기반을 가진 주제-자율성과 통제의 지원, 관계와 관
계맺음의 지원, 능력의 지원, 의미 있는 관여의 지원-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제안
하고 있다(p.15).
Graaf, Boniwell, and Levine(2017)은 성장의 한계를 언급한 후, Maslow의 인간
욕구의 5단계(생리학적 욕구, 안전, 사랑과 귀속, 존중, 자아실현)를 보이며, 새로
운 개발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주요 영역별 행복의 기술(Happiness Skills)을 제시
하고 있다. Daskon(2007)과 Herschock(2007) 역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국
민총행복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9장 부탄의 국민총행복 245

해되고 있다. 더 나아가 국민총행복은 자연과의 조화와 타자에 대한 관심
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68)
종합하면, 부탄에서의 국민총행복은 사회 전반에 걸친 공공정책뿐 아
니라 이의 수행기관과 수행자들에게 지침이 되도록 의도된 가치와 우선
순위의 총체적 집합을 표현하는 것이다.69) 공공정책에서 국민총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국민총행복지수로,
뒤에 상술하겠지만, 정책입안자들이 국민총행복의 다양한 측면에 걸친
진전을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70)
가. 국민총행복에 대한 주요 언급 : 부탄 국왕
“우리의 책무의 최우선은 조국의 평화와 평안, 조국의 주권과 안보, 국
민총행복 비전의 달성,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의 강화에 있다.”
(2006년 국가절(National Day) 연설)
“최근 우리의 기관들이 모두 전반적 조화를 깨뜨리는 ‘독립(independence)’
을 주장하고 ‘자치(autonomy)’를 더욱 추구하는 것이 명백해졌다. 부처기
관들 간 소통과 협조가 제한적이며 이는 반드시 응집의 결핍을 만든다. 우
리 정부는 제11차 5개년계획에서 달성해야 할 수많은 국가적 목표를 다루
는 데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 국민과 나는 정부가 이러한 현안들
을 잘 다룰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이다.” (2013년 국가절)
“우리가 국민총행복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
68) 부탄의 초대 수상(Thinley)은 2009년 ‘국민총행복을 위한 교육’의 개회연설에서
“우리는 국민총행복에서 말하는 행복을 … ‘기분 좋다’는 느낌과는 명백히 구분하
고 있다. 우리의 진정한 지속적 행복은 타인이 고통받을 때 존재할 수 없으며, 그
러한 행복은 타인에게 봉사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우리의 선천적 지혜
와 우리 자신의 심성의 진실되고 찬란한 본질을 실현할 때에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하였다.
69) Unanue(2017)과 Frey(2017)은 행복과 공공정책의 관계를 논의하고 있는데 전자
는 주관적 안녕의 측도에, 후자는 특히 관련 현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aul
(2005)는 국민총행복의 핵심요소로서의 협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Hirata
(2005)는 행복의 정책 인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70) 국민총행복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MacDonald(2008), Hellemont(2008), Willenswaard
(2008)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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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것은 우리가 정의롭고, 공평하며 조화로운 사회에 사는 것을 보장하
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의 목적을 달성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이 바로 국민총행복이 의미하는 바
이다.” (2016년 6월 7일)

나. 국민총행복에 대한 주요 언급 : 부탄의 수상
부탄 수상은 국민총행복위원회의 의장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국민총행복에 대한 언급은 국민총행복에 대한 개념과 의미의 측면
에서 상당히 의미를 갖는다. 또한 수상은 내각의 수장으로서 헌법 제10조
제10항에 따라 매년 연차보고서(The State of Nation)를 의회에 제출하는
데, 각 연도의 연차보고서의 서문은 그의 국민총행복에 대한 인식을 보여
준다(연차보고서의 언급은 제4절 제1항에서 간략히 요약하기로 한다). 여
기에서는 초대 수상이 제4차 국민총행복 국제콘퍼런스(2008년)의 기조연
설에서 언급한 국민총행복에 대해 간략히 요약한다.

먼저 국민총행복과 관련하여 제4대 국왕에 대한 칭송으로서
“개발의 목표와 목적으로서의 국민총행복은 내면의 욕구를 이해하고,
분명히 하며, 충족하고자 하는 제4대 국왕의 헌신으로부터 나온 그의 지혜
의 산물이다. 국민총행복은 국왕의 영광스런 34년 재임 기간 중 그의 모든
정치와 활동의 핵심 기반이며 동기가 되었다.”
“제4대 국왕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국민총행복을 결합하는 우리의 기운
찬 여정(spirited journey)의 길을 열었고 … 각 시민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을 강화하겠다고 서약하였다.”

라고 회고하고 있다.
다음에는 제4차 국민총행복 국제콘퍼런스 주제인 국민총행복의 ‘실재
와 측정(Practice and Measurement)’과 관련하여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면, 그리고 이것이 정책결정에 영
향을 미치기를 희망하면 충분한가? 국민총행복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만들
면 충분한가? … 시민들이 국민총행복 기반의 정책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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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들은 어찌 이해할 것인가? 만약 그들이 이해한다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지적 호기심과 언급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의 가치를 어떻게 내재화할 것인가? 학자로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과
학자로서, 지도자로서, 그리고 관심 가진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삶의 양식과 행태를 바꿀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던진 후
“협치라는 현대적 용어와 이의 구조는 국민총행복과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으며, 전통적 정부의 구조, 목적, 행정 규범들을 국민총
행복 측정을 기반으로 하는 절차와 관행에 부합하도록 맞춰야만 한다. 프
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기준과 수단의 적용과 예산배분의 기준은
공동선(common good)으로서의 행복이 정부지출의 의도된 결과가 되는
것을 보장한다. … 진정한 진전과 이의 측정에 대한 정부의 자각은 새로운
의식이 박차를 가하고, 연구기관들의 협력이 자극하고, 계몽된 시민과 지도
자들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민과 조직이 하나로 행동할 때에만 일어난다.”

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이어 “행복은 집단적 목표이지 개인적 추구 대상은 아니며, 행복의
극대화가 소비중심주의(consumerism)를 거부하는 데 있으며, 유한한 세상
에서 무한한 성장(limitless growth in finite world)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들을 시민들에게 확신시켜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개인적 행복이 집단적 행동 또는 행복의 열매라는 사실, 지속되는 행복
은 주변의 개인들의 행복으로 조건 지어진다는 사실, 다른 사람을 행복하
게 만드려는 노력이 진정하고 지속되는 행복을 가져오는 경험을 하는 가
장 확실한 경로라는 사실을 아는 시민들로 이뤄진 계몽사회를 어떻게 만
들 것인가? 사람들이 소비중심주의를 거부하는 새로운 윤리패러다임을 채
택하도록 어떻게 설득하여야 하나?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유한한 세상에
서의 무한한 생산성과 성장이라는 도그마가 지속가능하지 않을뿐더러 미
래 세대에게 불공정하며, 이러한 것이 사회적, 문화적, 영성적, 그리고 심미
적 추구를 억지로 짜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다시 던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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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완화를 위한 경제성장은 공평한 재분배 없이는 정당하지 않으며,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더 많은 재원을 벌어야 한다는 현재의 신념은 ‘병의
치료를 위한 환자 죽이기(killing the patient to cure the disease)’와 같다.”

라고 하고, “국민총행복이 새로운 세계질서(new world order)가 된다면
그것은 기존의 오래된 질서의 적절성과 지속가능성이 다중의 글로벌 위
기로 검증을 받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기조연설을 마무
리하였다.

3. 국민총행복의 4대 기둥(Four Pillars of GNH)
제10차 5개년계획에서는 국민총행복의 다차원적 개념을 정책의 핵심
목표로 전환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4개의 전략적 영역으로 정의하였는데,
이후 이것을 국민총행복의 4개 기둥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는
∙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사회경제 발전(sustainable and equit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 환경 보전(environmental conservation)
∙ 문화의 보전과 창달(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culture)
∙ 선치(good governance)
이다.71)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의료, 교육, 사회서비스, 경
제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물적, 지적, 사회적, 경제적 안녕을 개
선하는 한편 이를 위한 지침의 원칙은 개발 혜택에 대한 공정한 접근성과
분배를 우선하며,72) 마찬가지로 부탄 정부는 지나친 해외개발지원으로부
터 자유로울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가지게 되고, 모든 개발 행위와 성과
71) 헌법 제10조 제10항에 따라 수상 명의로 국회에 보고되는 연차보고서인 The
State of the Nation(2009년부터 시행)은 수상의 서언과 국왕의 공식 행사 등에
이어 본문은 국민총행복의 4대 기둥의 개념을 정의하고 각 기둥에 해당하는 정
책분야에 대한 국정 현황과 이의 진전에 대해 서술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이러
한 관행은 2015년까지 진행되었다.
72) Prime Minister(2009),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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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지속가능성 보장에 유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은 무료 교육-보편적 초등교육, 무료 보건의료, 빈곤
퇴치와 농촌 지역 인프라의 개발 등이 거론된다.

환경 보전 원칙은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
식하에 도시화, 산업화, 인구성장으로부터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보존
방식의 표준을 지속적으로 상향하여야만 하며, 개발과정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면서 단기적 이득에 앞서 가장 엄격한 환경윤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73) 이를 위한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의 60% 녹지 유지74),
국토의 50% 보호구역 설정, 고도의 환경보호(EIA)75) 등을 들 수 있다.
문화의 보전과 창달76)의 원칙은 문화가 사회의 화합과 진전의 핵심 기
능을 한다는 인식을 반영77)한 것으로, 주요 정책으로는 언어, (전통적) 의상,
건축, 게임 등의 장려, 전통축제, 예술, 수공예의 장려, 전통예법(Driglam
Namzha)의 장려 등이 포함된다.
선치의 제고(enhancement of good governance)78)는 부탄을 가이드하
는 무엇보다 우선하는 발전과 진보의 개념으로, 정부는 국민의 요구, 이
해, 열망을 책임져야 한다고 왕이 수차례 천명하였으며, 책무성, 투명성,
정의, 공평, 권한이임이 선치의 핵심요소이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구성하
는 원칙으로 인식하고 있다.79) 이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분권화와 국민
위임, 정부의 삼권분립 성과 개선, 반부패, 미디어 증진, TV/인터넷 도입
등이 있으며, 집단적 행복의 가치를 통치의 목표로 삼고 자연과 전통적
가치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80)
73)
74)
75)
76)
77)
78)
79)

80)

Prime Minister(2009), p.48.
헌법에 명시.
탄소중립적 발전을 대체.
문화와 전통의 보전과 창달을 대체. 이전에는 가족유대 강화, 자발주의(voluntarism)
촉진, 전통 놀이와 가면춤 등 지식의 장려를 포함.
Prime Minister(2009), p.54.
당초에는 활기찬 민주주의 문화의 육성, 정부의 삼권분립 성과 개선, 언론과 의사
의 자유권, 부패와의 투쟁이 포함되었다.
Prime Minister(2009), p.68(This forms the last of the four pillars of Gross
National Happiness, the overarching concept of progress and development that
guides our country).
Ura, Karma et al.(2012a, 20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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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총행복의 9대 영역(9 dimensions of GNH)
이러한 국민총행복의 4대 기둥을 특정화하여 국민총행복의 핵심 영역
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9대 영역(dimension, domain, area
등으로 불린다)을 규범적 시각에서 특정하였는데, 이에는 심리적 안녕,
건강, 교육, 문화 다양성과 탄력성, 시간 활용, 선치, 공동체 활력, 삶의 질,
생태계 다양성과 복원력이 포함된다.
이 중 삶의 질, 건강, 교육은 공공정책의 전통적인 차원에 속하는 것이
고, 생태계 다양성과 복원력과 선치는 보다 새로운 영역이지만 많은 나라
에서 공통적 영역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으며, 나머지 심리적 안녕, 문화
다양성과 탄력성, 공동체 활력, 시간 활용은 부탄의 독특한 혁신적 영역
에 속한다.
국민총행복 가치의 총체적 측정을 위한 영역기반 틀걸이(dimensionbased framework)로서의 각 영역에 대한 개략적 설명과 이에 포함되는
33개 지표는 다음과 같다.
[그림 9-1] 국민총행복의 9대 영역

자료 : Center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2016),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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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 영역은 개인들이 삶의 질
을 경험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으로, 삶의 만족도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과 같은 생애사건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영성 등 숙고하는 인지적 평
가를 포함하는데 이에 포함되는 지표는 삶의 만족도, 긍정적 감정, 부정
적 감정, 영성이다.81)
건강(health) 영역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조건들로 구성되며, 육체적
및 정신적 상태를 포함하는 건강의 특성을 포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
한 삶의 질은 피로나 육체적 스트레스 없이 일상적 행위를 수행하도록 하
는 것인데 이에 포함되는 지표는 자기선언적 건강상태, 건강일수, 장애,
정신 건강이다.82)
시간 사용(time use) 영역은 근로와 비근로 및 수면에 사용된 시간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화로운 일-삶의 균형을 지속하는 것
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주된 지표는 근로시간과 수면시간이
다.83)
교육(education) 영역은 공식 또는 비공식 교육을 포괄할 뿐 아니라 비공
식적으로 획득되는 상이한 형태의 지식, 가치와 숙련을 포함하려 하는 것
으로, 이에 포함되는 지표는 문해력(literacy), 학교교육, 지식, 가치이다.84)
문화 다양성과 탄력성(cultural diversity and resilience) 영역은 축제,
규범(norms), 창의적 예술 등 문화적 전통의 다양성과 강도를 고찰하는
것으로, 이에 포함되는 지표는 공예숙련(Zorig chusum skills), 문화활동
참여, 모국어 사용, 전통규범(Driglam Namzha)(Code of etiquette and
conduct) 등이다.85)
81) 심리적 안녕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Adler, Unanue et al.(2017), Burns
(2008), Nes(2008). 특히 영성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Dorji(2007)를 참조.
82) 행복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Diener and Tay(2017), Kim(2017), Dorji
(2008), Augeri(2008), Lowen(2008), Thamrongwaranggoon(2004)를 참조.
83) 시간 사용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Levine et al.(2017)를 참조.
84) 교육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McInerney, Noble, and Boniwell(2017), Noble
(2017), Kusserow(2008), Srinivasan(2008), Powdyel(2005), Roy(2005), Zangmo(2004)
를 참조.
85) 문화 다양성과 탄력성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Thin, Verma, and Uchida
(2017), Osin and Boniwell(2017), Lowen(2008), Tashi(2008), Polley(2008), P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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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국민총행복의 33개 지표

자료 : Tshiteem(2017).

공동체 활력(community vitality) 영역은 공동체 내의 관계와 상호작용
의 강점과 약점에 초점을 맞추고, 가족구성원과 이웃 간의 사회적 유대와
자원봉사와 같은 실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기부(시간과
금전), 안전성, 공동체 관계, 가족의 지표가 포함된다.86)
선치(good governance) 영역은 사람들이 다양한 수준의 정부의 기능을
이들의 유효성, 정직성, 우수성 측면에서 인식하는 방식을 평가하는 것으
로, 지역 수준에서 정부의 결정에 참여하는 수준, 다양한 권리와 자유의
Dorji(2007), Tashi(2005), Penjore(2005), Aldwin(2004), Evans(2004), Leaming
(2004), Sable(2004), Whitehouse and Winderl(2004)를, 불교문화와 행복의 관계
에 대한 논의는 Hylkema(2004), Gayleg(2004), Tenzin(2004), Lokamitra(2004),
Tashi(2004), Hewavitharana(2004)를 참조.
86) 공동체활력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Matthieu(2017), Conway, Boniwell,
and Metz(2017), Kinga(2007), Kaufman(2007), Kiesse(2007), Dorji(200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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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등을 평가하도록 지표를 구성하였는데 정치 참여, 서비스, 정부 성
과, 기본권리가 포함된다.87)
생태 다양성과 복원성(ecological diversity and resilience) 영역은 주변
환경 조건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과 평가를 측정하고 생태계 친화적 행태
에 접근하기 위한 지표를 포함, 산불이나 지진 등 재난을 망라하는 것으
로, 이에 포함되는 지표는 야생 훼손, 도시 현안, 환경 책무, 생태 현안이
다.88)
생활 수준(living standards) 영역은 소득, 재정적 안전성, 주거 및 자산
보유 등 여건으로 측정되는 물질적 안락의 수준을 포착하는 것으로, 가구
원 1인당 소득, 자산, 주거가 주요 지표로 포함된다.89)

제2절 국민총행복지수

1. 개 요
2000년대 초반부터 총체적이고 신중한 개발 비전을 담은 국민총행복지
수를 산정하기 위한 노력-국내외에서 개최한 일련의 세미나와 콘퍼런스이 진행되어 왔으며, 2005년 정부정책의 결정에 다중적 측면을 반영할 필
요에서 선치주도(Good Governance initiative)에서 집중논의를 거쳐 Good
Government Plus(GGP)에서 포괄적으로 문서화되었다.90)
87) 선치 및 이의 행복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Hirata et al.(2017), Schreven(2008),
Nirenberg(2008), Whalley and Kezang(2008), Hirata(2004), Powdyel(2004)를 참조.
88) 생태다양성과 복원성의 행복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Zencey(2017), Fishman Ram
(2008), Fishman Arthur(2008), Penjore(2007), Caspari(2004)를 참조.
89) 국내총생산의 강점과 한계에 대한 논의는 Hirata(2017), 생활수준과 행복에 관한
논의는 Shrotryia(2008), Ueda(2008), Pankaj(2007), Bandyoupadhayay(2007)를
참조.
90) “개발 평가의 수단으로서 국민총행복을 활용하려 할 때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
는 ‘무엇이 국민총행복의 실질적인 진전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진전을 다
룰 것인가?’이다. 실제 부탄 정부는 1999년에 투명성, 효율성, 신뢰성을 주제로 한

254 일과 행복(Ⅲ)

당시 부탄 정부는 정책결정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 국가의 전반
적 진전에 대한 신뢰할 만한 포괄적이고 최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총행복 지표와 국민총행복지수를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그러한 지표들은 정부 정책을 형성하고 그러한 정책
의 시사점을 검토하도록 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며, 일반 대중들이 삶의
질의 개선과 변화를 평가할 수 있게 만들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총행복 지표의 개발은 2006년 첫발을 내디뎠는데, 9대 영역에 대한
전문가, 문헌 연구, 참여방식(지표개발 전 과정의 자문과 주기적 자문 등)
을 통하여 예비지표들을 개발하였고, 부탄연구원은 9대 영역을 망라하는
상세한 설문을 개발하였다. 2007년과 2008년 일련의 파일럿조사를 실시
하여 2008년 첫 국민총행복지수를 산출하였다. 2010년 첫 번째 국가를 대
표하는 국민총행복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도 동일한 조사를 실
시하였다.

2. 국민총행복지수의 목적
2007년 원탁회의(Government Round Table meeting)에서 Dasho Karma
Ura는 6개의 국민총행복지수의 목적을 제안하였다. 이에는 부탄 개발의
틀걸이 설정, 개발 지침의 지표 제공, 목표와 국민총행복정책심사도구와
부합하는 자원의 배분, 국민의 행복과 안녕의 측정, 기간경과에 따른 국
민총행복의 진전을 측정, 지역 간 국민총행복의 진전의 비교 등이 포함된
다.91)
선치의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그리고 2005년 이러한 실험을 다시 수행하면서 국
민총행복의 가치를 통합하는 지수를 개발할 때라고 결정하였다. 초기에는 부탄개
발지수(Bhutan Development Index)라고 불리던 이러한 지수의 목적은 (1)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관들 간 협력을 증진하고, 기관 간 책임의 공유를 강조하기 위
한 벤치마크의 결정 및 진보의 측정, (2) 의사결정자들이 개발현안의 동태성을 이
해하고 시민들이 그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을 돕
는 등 의사결정을 도움, (3) 국민총행복 개념에 대한 자각과 이해의 증진 3가지였
다.” (Joint Task Force(2017a), pp.12～13)
91) Tshiteem(2017)은 이를 부탄의 개발 틀걸이의 설정, 개발의 측정 및 지침을 위한
지표의 제공, 기간경과에 따른 국민총행복 진전의 측정으로 압축 요약하고 있다.

제9장 부탄의 국민총행복 255

가. 개발의 틀걸이 설정
국민총행복 개발 비전은 총체적인 것이며, 제10차 5개년계획은 명시적
으로 단순한 물질적 만족의 완성보다는 보다 의미 있는 개발 목적을 염
두에 둘 것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민총행복의 9대 영역은 통합적으
로 개발의 목적을 반영하는 것인데, 만약 물질적 발전이 특정 영역을 훼
손한다면 국민총행복지수는 명시적으로 그러한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정
보를 제공하여 공공의 신중한 논의가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나. 개발 지침에서 분야별 지표 제공
다차원적 국민총행복지수는 구성 영역별로 요인분해가 가능하므로 부
문별 프로그램이나 정책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건강 영역에 대해서는 12개 항목의 일반건강설문(GHQ-12 :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지표가 국민의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한다. 또한 전기는 10차 5개년계획의 우선적 정책이었는데 국민총행복
지표가 산출을 모니터링하므로 국민총행복지수는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
을 해당 부처에 제공하며 다음에 지수가 갱신될 때 이러한 산출이 국민총
행복 제고에 기여한 바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다. 목표와 국민총행복정책심사도구와 부합하는 자원의 배분
국민총행복의 구성이 정책 지침으로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국민총행복
의 상이한 차원에서의 성과와 결점의 시간과 공간 및 집단에 따른 변화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정책디자인과 이에 따르는 자원의 배분을 위한 핵
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목표설정에 있어 국민총행복지수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표가 취약한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연령대별, 지역별,
성별 등 ‘가장 덜 행복한’ 국민들을 정책목표로 변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민총행복정책심사도구의 측면에서 국민총행복 지표들은 국민총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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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정책행위와 성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체크리스트로 활용될
수 있다.
라. 국민의 행복과 안녕의 측정
국민총행복지수와 구성 지표들은 전통적인 경제발전, 인간개발 또는
사회적 진전의 사회경제적 측도보다 더 온전하고 심오한 방식으로 인간
의 안녕을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측정방법이
일반대중에게 쉽게 납득되어야 한다. 사례연구는 그러한 지수가 일반 대
중에게 직관적으로 보이고 그들의 열망과 가치를 생각할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 기간경과에 따른 국민총행복의 진전을 측정
국민총행복의 구성 지표들은 시간에 따른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일부
지표들은 정책의 관련 변화에 직접적으로 반응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식
으로 전반적인 수준에서뿐 아니라 안녕의 구성 역시 기간에 따라 관찰되
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집단 간 불평등이나 특정한 관심이 필요한 인구가
변별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총행복 조사는 주기적(예를 들면
2년마다)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바. 지역 간 국민총행복의 진전의 비교
국민총행복지수를 통해 기후, 문화, 서비스 접근성, 활력 등의 광범위한
변화를 포착하는 지역 간 의미 있는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
사는 반드시 지역을 대표하여야 하며 측정방법은 하위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요인분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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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총행복지수 확정을 위한 노력92)
국민총행복은 집단적 행복이 궁극적 결과인 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표들은 국민총행복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총행복의 진전
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지표들이 국민총행복의 개념과 실
재에 핵심적인 삶의 주요 측면을 반영하여야만 한다. 이는 곧 실증적이며
통계적 측면에서 지표의 규모와 선택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
2006년의 파일럿 조사에서는 1천 개가 넘는 변수가 포함되었으며, 2008
년 국민총행복지수에서는 9대 영역을 포괄하는 72개 지표가 활용되었으
며, 2010년에는 9대 영역을 포괄하는 33개 지표가 활용되었다. 특히 2010
년의 변수의 선택과 지표의 선정에서는 상당한 논의과정이 수반되었는데
이러한 변수검토과정을 간략히 요약한다.93)
제1단계는 정리된 자료에 대한 실사현장담당요원(supervisor)과의 논
의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설문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였거나 응답이 부
정확한 경향이 있는 설문을 변별하고 이를 배제하였다.
제2단계는 응답률이 저조한 변수들을 변별하고 이를 배제하는 과정이
다. 이 과정에서는 일부 응답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설문(예를 들면, 어린
아이의 부모만 응답하는 설문, 흡연자나 음주자에게만 묻는 설문 등) 역
시 배제되었다(다만 이들 설문은 부가분석에서 활용). 그렇지만 농촌의
삶의 질(예를 들면, 야생훼손 등)과 같은 설문은 유지되었다.
제3단계는 응답자 자신의 안녕과 관련되지 않고 전반적인 부탄의 추세
나 제도 등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설문들을 배제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변
수들은 개인 자신의 행복과의 연계가 직접적이거나 강력하지 않다고 판
단하였기 때문이다.
제4단계는 장기적 과거의 개인의 성과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고 최근
의 회고적 응답을 요하는 변수(지난 2주간 질병 상태 경험)들을 배제하는
92) Ura et al.(2012a)와 Center for Bhutan Studies and GNH Research(2016)에서 발
췌하여 요약.
93) 변수검토과정 전후에 통계적 관련성을 변별하고 변수들의 9대 영역으로의 범주
화와 적정 수의 변수 선택 등을 위하여 가능한 변수들 간 요인분석, 클러스터분
석, 상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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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다. 다만 ‘시간 사용 일지’는 예외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175개의 변수가 논의대상으로 남게 되었는데, 각
변수에 대하여 (1) 객관적, 주관적 또는 자기선언적 변수, (2) 유량 또는
저량 변수, (3) 자원, 투입, 산출, 결과 변수 여부를 변별하고, 각 변수의
정책과의 연관성, 즉 정책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국민총행복지수가
제대로 정의되고 가능한 정책관련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도록 만드
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시범지수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이
뤄졌다.94) 이에는
(1) 70개 변수(2008년 국민총행복지수와 가장 근접한 변수와 일치)
(2) 요인분석을 통해 선택된 53개 지표
(3) 요인분석을 통해 선택된 151개 지표
(4) 36개 객관적 지표
(5) 17개 객관적, 산출 또는 결과 지표
(6) 15개 객관적, 산출 또는 결과 지표
(7) 29개 주관적 지표
(8) 29개 주관적 지표(낮은 자족률 임계치 적용)
(9) 지수의 규범적 목적에 부합하는 32개 지표
(10) 지수의 규범적 목적에 부합하는 167개 변수 중 46개 지표
(11) 지수의 규범적 목적에 부합하는 54개 지표
(12) 지수의 규범적 목적에 부합하는 보다 광범위한 변수를 사용하는
67개 지표
(13) 173개 지표(객관적, 주관적, 결과, 투입, 자원, 능력 등)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 중 강건성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9개 영역의 33
개 지표를 선택하였다.
이들 33개 지표의 선정기준은 다음 5개의 특성을 갖는데, 첫째, 부탄의
공식문서에 드러난 국민총행복의 규범적 가치, 더 나아가 부탄의 문화와
전통에 내재된 규범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95) 둘째, 통계적 분석에서
94) 13개의 시도(13 trials)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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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표들이 강건성을 확보하도록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상이한 지
역과 집단 간 시간에 따른 행복의 상승 또는 진전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지표들이 선택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정부 정책이 반드시 국민총행복을
제고하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상당한 정책이 국민총행복의 상당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도록 유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노력에 연관성이 높은 지표들을 선택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국민
들이 지표들에 대해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했다는
점이다.

4. 9대 영역(domains)과 33개 지표(indicators)
가. 9대 영역
이미 언급하였듯, 국민총행복의 9개 영역(domain)은 (1) 심리적 안녕,
(2) 건강, (3) 시간 활용, (4) 교육, (5) 문화 다양성과 탄력성, (6) 선치, (7)
[그림 9-3] 국민총행복의 9대 영역과 33개 지표

자료 : Joint Task Force(2017a), p.14.
95) 국가발전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국왕과 수상 및 그 외 장관들의 연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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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활력, (8) 생태계 다양성과 복원력, (9) 삶의 질이며, 각 영역은 대
부분 4개의 지표(indicators or sub-domain) - 시간 활용 영역에서는 2개
지표, 삶의 질 영역에서는 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국민총행복지수의 산
출에 사용되는 지표는 모두 33개이다. 국민총행복지수의 산출에서 각 영
역의 가중치는 각각 1/9로 동일하다.
나. 33개 지표
각 영역별 지표는 [그림 9-3]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국민총행복지수의
산출에서 각 영역별로 각 지표들의 가중치는 다소간 차이를 보인다. 이를
정리하면(괄호 안의 숫자는 각 지표의 각 영역에서의 가중치),
∙ 심리적 안녕 영역 : 삶의 만족도(1/3), 긍정적 감정(6/1), 부정적 감정
(1/6), 영성(1/3)
∙ 건강 영역 : 자기선언적 건강상태(1/10), 건강일수(3/10), 장애(3/10),
정신 건강(3/10)
∙ 시간 활용 영역 : 근로시간(1/2), 수면시간(1/2)
∙ 교육 영역 : 문맹률(3/10), 학교교육(3/10), 지식(1/5), 가치관(1/5)
∙ 문화 다양성과 탄력성 영역 : 공예기술(Zorig chusum skills)(3/10),
문화 참여(3/10), 모국어 사용(1/5), 예의범절(Driglam Namzha)(1/5)
∙ 선치 영역 : 정치 참여(2/5), 서비스(2/5), 협치 수행(1/10), 기본권(1/5)
∙ 공동체 활력 영역 : 기부(시간과 금전)(3/10), 안전(3/10), 공동체관계
(1/5), 가족(1/5)
∙ 생태계 다양성과 복원력 영역 : 야생의 훼손(2/5), 도시 현안(2/5), 환
경 책무(1/10), 생태계 현안(1/10)
∙ 삶의 질 영역 : 가구의 1인당 소득(1/3), 자산(1/3), 주거(1/3)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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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총행복지수의 산출 및 해석96)
가. 국민총행복지수의 정의
국민총행복지수는 행복한 사람의 비율(  )과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

)로 정의되는데, 이를 수식으로 표
람(  )의 자족도(sufficiency)(

현하면


       

이 된다.
나. 국민총행복지수의 산출과정
국민총행복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과정은 (1) 각 지표의 선택, (2) 자족
도의 임계치 적용, (3) 각 지표의 가중치 적용, (4) 행복그레이디언트를 적
용하여 4개 범주의 부탄인 변별, (5) 행복임계치를 적용하여 2개 집단(행
복집단, 아직 행복하지 않은 집단) 구분, (6) 아직 행복하지 않은 집단에
대해 자족도 부족 영역의 비율과 자족도 향유 영역의 비율 변별 (7) 국민
총행복지수 산출로 구성된다.

1) 자족도 임계치(sufficiency thresholds/cutoff)
이는 각 개인이 각 지표별로 일정값(임계치) 이상이면 자족도를 달성
하고 있는 것으로 변별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러한 임계치는 33개 지표
각각에 대해 상이한 값을 갖는다.
예를 들면, 삶의 만족도 지표는 건강, 직업, 가족, 삶의 수준,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개인의 평가로 이뤄진 5개의 변수로 구성되며, 각각은 5점의
리커트척도(1. 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로 측정되어 총합은 5～25점
의 범위를 갖는데, 19점을 자족도 임계치로 설정하고 있다. 즉 이들 5개
96) Ura et al.(2012a)의 Part I에서 발췌하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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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대한 평가의 총합이 19점 이상이면 자족도 임계치를 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임계치를 넘어서는 수준의 지표값은 국민총행복을 더 이상 높
이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행복그레이디언트(happiness gradient)와 행복임계치
각 지표별 자족도를 변별한 다음에는 ‘행복한’ 사람을 변별하여야 한다.
일정 비율의 영역에서 자족도를 실현한 개인을 행복하다고 변별하는 핵
심 이유는 개인의 다양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한 개인이 행복하기
위해 모든 지표에서 자족도를 충족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3개의 임계치를 적용하여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는데
∙ 불행(unhappy) : 전체 가중치가 적용된 지표 중 1/2 미만에서 자족도
달성
∙ 한계행복(narrowly happy) : 1/2～2/3에서 자족도 달성
∙ 상당행복(extensively happy) : 2/3～7/9에서 자족도 달성
∙ 매우행복(deeply happy) : 7/9 이상에서 자족도 달성
이다.
이에 중위의 행복임계치(2/3)를 적용하여 행복의 2개 집단을 구분하면,
매우행복과 상당행복은 행복한 사람(happy people)으로 구분되며, 한계행
복과 불행은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not-yet-happy people)이다.

3) 아직 행복하지 않은 집단의 자족도
가중치를 적용한 지표의 2/3 이상(9개 영역 중 6개 이상에 해당)에서
자족도를 달성한 개인은 행복한 사람의 집단, 즉 국민총행복을 누리는 집
단으로 구분된다. 아직 행복하지 않은 집단에 대하여 자족도를 달성한 가
중치를 적용한 지표의 비중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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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총행복지수의 해석
2015년 국민총행복지수는 0.756으로 2010년의 0.743보다 0.013 상승하
여 5년 동안 국민총행복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각 연도의 국민총행
복지수를 보면,

      ×  
      ×  
이다. 이를 비교하면, 행복한 사람의 비율이 40.9%에서 43.4%로 2.5%p
늘어났으며,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자족도는 56.6%에서 56.9%로
0.3%p 높아지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총행복지수 상승의 대부
분이 행복한 사람의 비율이 늘어난 데서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절 국민총행복조사97)

국민총행복 조사의 주요 목적은 국민총행복의 9대 영역을 중심으로 총
체적 범위의 지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갱신하는 데 있다. 이러한 영
역기반틀걸이(domain-based framework)는 영역 간 연계를 강조할 뿐 아
니라 국민총행복의 총체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표들
의 구성을 용이하도록 도움을 준다. 이와 더불어 각 영역들은 삶의 질에
기여하는 핵심적 사회적, 건강, 경제적, 환경적 요인을 포괄하는 안녕의
전반적 양상을 보여주게 된다.
본절에서는 국민총행복의 주요 요소로서의 국민총행복조사의 연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가장 최근 조사(2015년)의 주요 결과 및 2010
년과 2015년 간 국민총행복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본다.

97) Centre for Bhutan Studies and GNH Research(2016)와 Ura et al.(2015)에서 발
췌하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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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연혁
가. 국민총행복 조사를 위한 준비
부탄 정부는 2005년 국민총행복의 개념과 최우선 철학을 정책과 프로
그램의 계획수립 및 실행을 통한 실재적 현실로 추구하기 위하여 국민총
행복지수의 개발과 이를 측정하기 위한 국민총행복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이를 수행할 기관으로서 부탄연구원(the Centre for Bhutan
Studies)의 설립을 결정하였다.98)
이러한 배경에는 증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 하에서 국민총
행복을 이행할 혁신적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함으로써 특정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국민총행복의 가치와 부합하는지 확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
었다.
그 이후 부탄연구원(Centre for Bhutan Studies)은 다양한 수준에서
집중적인 컨설팅을 주최하는 등 국민총행복 지표의 개발을 주도하였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총행복의 원칙과 가치를 반영하는 핵심적인
9대 영역을 망라하는 상세한 파일럿 설문을 개발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6년 350명을 대상으로 1,000개가 넘는 변수를 포함하는
파일럿조사(4～7시간 소요)가 실시되었다. 이 파일럿조사는 조사설문과
조사관리과정을 설계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핵심적 문제들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하였다.99)
나. 2007년 국민총행복 조사
부탄연구원은 2007년 12월 첫 국민총행복조사(First Gross National
Happiness survey)를 수행하였다. 예산상 제약으로 20개 지역 중 12개 지
98) 부탄 정부는 2005년 선치 이행(good governance exercise)을 주도한 결과, 이의
전략문서로 “Good Governance Plus : In Pursuit of Gross National Happiness”를
공식화하였다.
99) 이에는 설문의 적절성, 번역의 문제, 질문 이해도 문제, 정확도와 비표본오차, 상
이한 응답자 간 비교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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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95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는 객관적 설문, 자기선언적 설문, 주관
적 설문, 주관식 설문으로 구성된 640개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데, 설문
에는 3～4시간이 걸린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조사로부터 72개의 지표를 추출하고 이로부터 9개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2008년 국민총행복지수가 처음으로 도출되었다.
다. 2010년 국민총행복 조사
2007년 조사 이후 문헌 연구를 통하여 부탄의 입장에서 필요한 추가
설문을 개발하는 한편 보다 효과적인 국민총행복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
여 2단계의 포커스집단 논의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논의과정을 통해
750개 변수를 포함하는 수정된 조사표를 완성하였다.
2010년 국민총행복조사는 20개 모든 지역과 202개 행정단위(gewog)를
망라하는 도시와 농촌을 대표하는 8,700명(14세 이상)을 목표표본으로 설
정하였으며, 이 중 최종 응답자는 7,142명(15～98세)이었다.
이 자료에 포함된 9대 영역의 33개 지표를 이용하여 2010년 국민총행
복지수를 산출한 바 있다.
라. 2015년 국민총행복 조사100)
부탄연구원(2016)은 세 번째 국민총행복 조사의 목적을 (1) 제12차 5개
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 (2) 지역과 다양한 집단별 국민총행
복의 시간에 걸친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비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2010
년 국민총행복지수의 갱신, (3) 국민총행복과 국민총행복지수 관련 연구
에 기본정보 제공(조사결과 보고서 및 주제별 분석 보고서 등 출판)에 두
100) 2015년 국민총행복조사는 부탄 정부와 일본국제협력청(JICA :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재원을 부담하고, 부탄통계국(National Statistics Bureau)
이 모집단을 제공함과 아울러 표본추출의 틀걸이를 제공하고, 세계은행(World
Bank) 부탄사무소가 CAPI조사를 위한 태블릿을 지원하였다. 부탄연구원이 조
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보고서의 제목은 당시의 정책목표
와 조사의 목적을 압축하여 ‘공정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향한 나침반(A Compass
Towards a Just and Harmonious Society-2015 GHN Survey Report)’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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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p.43).
2015년 조사에 포함된 표본은 부탄 전체 국민을 대표하도록 국가, 도시
와 농촌, 20개 지방(Dzongkhag) 수준의 다단계층화추출(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된 15세 이상(사후적으로 96세가 최고령) 8,871명으로
구성되었다.101) 조사는 20개 지방 모두에서 10개 언어로 진행되었는데,
7153명이 성공적으로 응답, 80.6%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102)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2015년 조사는 148개의 설문항(객관적,
주관적, 주관식 설문)으로 구성103)되었는데 응답시간은 평균 1시간 반 정
도 걸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4)
응답표본의 구성을 보면, 여성이 4,184명으로 58%를 차지하여 남성
(2,966명)보다 많다. 지역으로는 농촌지역이 5,127명으로 71.7%를 차지하
여 도시지역(2,026명)에 비해 월등히 많고, 직업별로는 농부가 4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대별로 보면, 15～19세의 6.4%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많아져
30～34세에서 13.3%로 가장 많고, 그 이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줄어들
어 60～64세 5.1%, 65～69세 3.6%, 70～74세 2.8%, 75세 이상 2.3%로 나
타난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기혼유배우가 75.4%로 가장 많고, 미혼이
101) 대표성은 가구와 개인 모두에게 적용가능하도록 고안되었다. 각 지역별 최소
300명(Gasa 지역은 예외적으로 200명)을 표본추출하였는데, 수도 Thimphu
의 표본은 1,203명으로 가장 많다. 도농으로 보면, 도시지역 2,664명, 농촌지역
6,207명이다.
102) 응답성공률은 도시지역이 76.1%로 농촌지역의 82.6%에 비해 다소 낮으며, 지역
별로는 Tsirang지역에서 99%로 가장 높고, Gasa지역에서 66%로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난다.
103) 2015년 조사에서는 과거 조사와 달리 수차례의 자문과 실전검증을 통해 설문항
을 대폭 축소하였다. 다수의 관련 전문가 자문에 더하여 2012년 10월 행복과 안
녕 관련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 국민총행복 설문을 검토하는 ‘저명학자회의(the
Eminent Scholars Meeting)’를 개최(부탄 수도 팀푸)하여 개별 설문들을 검토하
여 상당수 설문을 줄이고 다듬는 과정을 거쳤다. 한편 부탄연구원은 5차례에 걸
친 설문의 사전검증을 실시하였다.
104) 조사원(enumerator)으로 66명의 대졸자를 모집하여, 부탄연구원이 이들에게 현
장실사를 포함한 2주간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6개 팀(각 11명)으로 나눠 지역
별 조사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부탄연구원은 각 팀에 1명의 수퍼바이저와 부수
퍼바이저를 수장으로 삼아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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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이며, 이혼(별거 포함)이 4.2%, 사별이 5.0%로 나타난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무학이 58.0%로 상당히 많으며, 4년 이하 초등교육
이 12.8%, 8년 이하 초중등교육이 6.2%, 10년 이하 중등교육이 9.6%, 고
졸이 10.1%, 대졸이 2.9%, 대학원이 0.49%로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은 상
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2. 2015년 국민총행복지수105)
다음 그림은 33개 지표별 자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가치, 모국어 사용,
안전, 가족, 건강일수 지표에서는 90% 이상의 높은 자족도를 누리고 있는
반면 지식 지표에서는 8%만이 자족도를 누리고 있어 지표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4] 33개 지표별 자족도

자료 : Centre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2016), p.62.

105) Centre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2016)의 제1부에서 발췌하여 요약. 제3
부에서는 2015년 국민총행복 조사의 결과를 9영역별로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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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지역별 국민총행복은 0.693에서 0.858까지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 0.731로 도시지역의 0.811에 비해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자족도의 도농격차를 지표별로 보면, 도시지역에서는 자산,
주거, 가구 1인당 소득, 야생의 훼손, 문맹, 학교교육, 서비스에서 상대적
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농촌지역에서는 정치 참여, 기부, 공동체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자족도를 보이고 있다.
성별 국민총행복지수를 보면, 남성에서 0.793으로 여성의 0.730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t값=12.84)으로 나타난다. 지표별 성별 자족도
의 격차를 보면, 부정적 감정, 문맹 해소, 학교교육, 지식, 정치 참여, 기부,
공동체관계에서 남성의 자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혼
인상태별 국민총행복지수를 보면, 미혼자가 0.80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는 기혼유배우자(0.734), 이혼자(0.730), 별거자(0.703), 사별자(0.638)의 순
으로 나타나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 국민총행
복지수를 보면, 25～29세와 15～19세 연령층에서 0.8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장 높은 반면, 75세 이상과 70～74세에서는 0.7 미만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학사학위에서 0.875로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
무학에서 0.700으로 가장 낮다.
직업별 국민총행복지수를 보면, 지방정부위원(GYT/DYT members)에
서 0.883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공무원, 공기업 종사자, 실업자, 수도
승, 학생 등, 도소매업자, 민간부문(0.8 미만), 주부, 농부(0.710)의 순으로
나타난다.

3. 국민총행복의 변화(2010～2015년)106)
[그림 9-5]는 2010년과 2015년 국민총행복지수가 0.743에서 0.756으로
1.8% 상승한 변화를 요약하고 있다. 매우행복한 사람의 비중은 8.3%에서
8.4%로 아주 미세하게 늘어난 반면 상당행복한 사람의 비중은 32.6%에
서 35.0%로 상당히 늘어나 행복한 사람의 비중(공의 크기 또는 공의 중

106) Centre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2016)의 제2부에서 발췌하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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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 대한 가로축의 값으로 표현)이 40.9%에서 43.4%로 2.5%p 늘어난 것
이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107)
그렇지만 가로축으로 표현한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자족도는
그리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계행복 집단의 비중은 48.7%에서
47.9%로 0.8%p 줄어들었는데, 이들의 자족도는 59.1%에서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불행한 집단의 비중은 10.4%에서 8.8%로 1.6%p나 감소하였지
만 이들의 자족도는 44.7%에서 45.2%로 0.5%p 상승하였다.
각 지표별 자족도의 변화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심리적 안녕 영역
에서는 4개 지표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삶의 만족도108)에서는 자
족도가 83.1%에서 81.1% 다소 감소한 반면 긍정적 감정에서는 58.8%에
서 51.2%로, 부정적 감정에서는 64.7%에서 54.2%로, 영성에서는 52.8%에
서 39.4%로 상당히 악화되었다.
[그림 9-5] 국민총행복지수의 변화(2010～2015년)

자료 : Centre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2016), p.59.
107) 매우행복 집단의 자족도는 81.5%에서 80.9%로 오히려 하락하였고, 상당행복 집
단의 자족도는 70.7%에서 70.8%로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108) 전반적 삶의 만족도(1～10점으로 측정)는 6.86점(남성은 7.00점, 여성은 6.7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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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강 영역에서는 자기선언적 건강상태의 자족도가 73.8%에서
51.2%로 상당히 악화된 반면 건강일수(76.5%에서 89.6%)나 정신건강
(86.2%에서 89.5%)에서는 유의하게 개선되었으며, 장애(89.5%에서 88.7%
로)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시간 활용 영역을 보면, 근로시간 측면에서는 자족도가 45.0%에서 44.4%
로 미세하게 낮아진 반면 수면시간에서는 66.8%에서 74.0%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교육 영역의 지표별 자족도를 보면, 문해율에서는 상당한 개선(48.3%
에서 52.4%)이 있었고 지식에서는 7.4%에서 8.2%로 다소 개선된 반면 학
교교육에서는 37%를 전후한 수준, 가치관에서는 98%를 전후한 높은 수
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문화 다양성과 탄력성 영역의 지표별 자족도를 보면, 문화 참여가
33.2%에서 45.7%로 상당히 개선된 반면 예의범절(Driglam Namzha)은
60.2%에서 43.2%로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며, 공예기술(Zorig chusum
skills)은 62%대에서, 모국어 사용은 95%의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선치 영역의 지표별 자족도를 보면, 서비스가 40.9%에서 60.9%로 혁신
적 개선을 이룬 반면 나머지 지표에서는 모두 상당히 악화되었는데, 특히
협치 수행에서 79.5%에서 33.7%로 심각한 수준이며, 기본권은 62.2%에
서 51.4%로 상당한 수준이며, 정치 참여 역시 56.6%에서 48.0%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공동체 활력 영역에서는 모든 지표의 자족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다. 특히 공동체관계는 62.5%에서 43.3%로 급락한 반면 나머지 지표에서
는 다소 악화된 수준인데, 기부(시간과 금전)는 46.3%에서 43.1%로 악하
되었고, 안전(96.2%에서 91.8%)과 가족(92.9%에서 90.8%)은 여전히 상당
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생태계 다양성과 복원력 영역의 지표별 자족도는 환경 책무에서만 다
소 악화(84.3%에서 79.2%)되었고 나머지 지표에서는 모두 개선되었는데,
특히 생태계 현안에서 69.2%에서 87.8%로 개선의 폭이 컸으며, 야생 훼
손에서 57.3%에서 65.6%로 다소 개선되었으며, 도시 현안은 84.8%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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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로 미세하게 개선되었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영역의 지표별 자족도는 모두 개선되었는데, 자산
이 74.2%에서 80.9%로, 가구의 1인당 소득이 53.4%에서 59.3%로, 주거가
46.3%에서 58.1%로 나타나 물질적으로 상당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절 국민총행복과 정부 정책

부탄 정부는 장기적 시각에서 물질적 요인과 비물질적 요인의 균형적
성장을 꾀하는 개발철학으로서의 국민총행복을 개발 틀걸이로 전면 도입
하는 과정에서 이의 효과성을 확보하고자 국민총행복이 다양한 제도적
주체(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조직, 원조공여국 등)와 정책수단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정책수단의 일부가 되도록 기존 정부정책의 구조와 과정
을 재편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모든 부탄 정부정책을 담고 있는 5개년계
획과 국민총행복을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으로, 국민총행복 지표들과 5개
년계획의 목표들의 통합의 형태로 나타났다.109)
본절에서는 이러한 개발철학과 정책의 연계를 주요 문건을 통해 살펴
본다. 먼저 수상이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서 드러난 국민총
행복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연계를 살펴보는 한편 부탄의 중장기 개발계
획의 핵심인 5개년계획(제10차에서 제12차까지)의 정책 및 프로그램과
국민총행복의 이념과 4대 기둥 및 9대 영역의 연계를 살펴보고, 5개년계
획의 수립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총행복위원회와 국민총
행복정책심사도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109) 부탄 정부는 1961년부터 인간 번영의 다양한 측면들의 균형 있는 개발의 보장에
역점을 둔 5개년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계획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제10차 5개년
계획(2008～2013)에서 처음으로 개발 측정 도구 중 하나로 국민총행복지수를 활
용하는 것을 명시적 틀걸이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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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보고서(The State of the Nation)
가. 개 요
헌법 제10조(국회) 제10항은 수상으로 하여금 정부의 법제화 계획과
연간 정책 계획 및 이의 우선순위 등 국정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국왕
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 제정 직후인 2009년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다.110)
각 연도 연차보고서는, 시점에 따라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수상의 서언,
국왕의 공식행사를 포함한 주요 행사 또는 사건, 국민총행복의 4대 기둥에
따른 주요 부문별 현황과 현안, 국가안보와 결어로 구성되어 있다.111)
다만 2016년 연차보고서는 서언과 국왕 근황에 이어 국민총행복 조사
와 조사 결과, 결어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결과는 건강, 교육, 생활수준,
농촌 개발, 여성, 고용, 정부서비스, 환경, 문화와 종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연차보고서는 서언에 이어 국왕 근황(I. Our King), 국정현황(II.
Our Country), 국민 현황(III. Our People), 결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왕
근황에서는 5개 항목 중 하나로 국민총행복을 언급하고 있으며, 국정 현
황은 11차와 12차 5개년계획의 언급과 함께 영토, 도시, 협치, 경제, 건강,
스포츠, 교육, 문화, 환경, 외교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10) The Prime Minister shall present an Annual Report on the state of the nation,
including legislative plans and the annual plans and priorities of the
Government, to the Druk Gyalpo and to a joint sitting of Parliament.
111) 이러한 구성은 2015년 연차보고서까지 유지되었으며, 2016년 이후에는 국민총행
복의 4대 기둥을 따르지 않고 있다. 2009년 연차보고서의 경우, 제1기둥인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사회경제 개발에는 건강, 교육, 농업, 에너지, 무역과 통상 및
산업, 도로와 교량, 도시개발과 주택, 정보통신산업, 고용이 포함되는데 각 분야
별 주요 현황과 현안(challenges)이 포함되었다. 제2기둥인 취약한 환경의 보전
에는 compliance, 연구개발, 자각, 프로젝트, 현안이 포함되었다. 제3기둥인 문화
의 보존과 창달에서는 국민정체성, 종교, 언어와 문학, 예술과 건축, 공연예술,
의상, 전통예법(Diglam Namzha), 스포츠와 오락과 현안이 포함되었다. 제4기둥
인 선치에는 헌법, 정부의 강화, 분권화 지원 프로그램, 공공서비스, 감사, 연금
체계, 대외관계, 법제화, 법률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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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총행복에 대한 인식
첫 번째 연차보고서(2009)의 서문에서 수상은
“부탄 국왕(제4대 국왕)이 개발의 근본 목적은 국민총행복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신념에 기반하여 부탄의 독특한 개발과정을 설정하였다. 이는 진
정한 발전은 영성적 진전과 물질적 진전 양자의 현명한 균형을 통하여만
추구될 수 있다는 확신을 확고히 하며 국가가 이러한 철학을 진실로 따르
도록 하여야 할 집단적 책무이다. (Prime Minister(2009), p.2)”

고 밝히고, 연차보고서가 4대 기둥으로 구성된 국민총행복의 근본적 구조
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구성이 모든 시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필요한 조건들을 확립하기 위한 부탄 정부의 노력
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연차보고서(Prime Minister(2010))의 서언은 부탄이 국민총행
복을 향한 지속적 진전을 보이는 여정(steady progress on its journey)에
있음을 밝히고, 첫 연차보고서와 마찬가지의 구성으로 국민총행복 추구
의 진전(Progress in the Pursuit of Gross National Happiness)을 보여주
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세 번째 연차보고서(Prime Minister(2011))의 서언은 선치(good governance)
가 선의(good will)와 이해 및 협력을 통하여 한 국가와 대체적으로 세계
의 평화와 안정성 및 행복을 유지하고 창달하는 것임을 일갈하며, 인간
사회의 보다 의미 있는 개발패러다임의 추구 측면에서 부탄이 세계의 지
도자적 역할을 하였으며, OECD 등 다수 국가에서 행복 또는 안녕을 공
공정책의 주요 요건으로 도입하였으며, 당시에 발표된 다양한 행복지수
에서 부탄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pp.
1～2). 또한 빈곤과 공평성 및 지속가능성을 다루는 독특하고 야심적인
목표들을 달성하도록 제10차 5개년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히는 한편 이
번 연차보고서 역시 국민총행복의 4대 기둥에 맞춰 구성되어 있음을 밝
히고 있다.
네 번째 연차보고서(Prime Minister(2012))는 UN 총회가 부탄의 국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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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철학의 진가를 인정하고 세계적 목표로서 안녕과 행복(Wellbeing
and Happiness)에 관한 결의를 통과시키는 한편 매년 3월 20일을 삶의
궁극적 의미와 목적에 대해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국제행복의
날(International Day of Happiness)로 정하기로 결정(2012년 6월 28일)하
였음을 언급하고, 연차보고서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민총행복의 4대 기
둥에 따라 구성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첫 기둥,
둘째 기둥, 셋째 기둥, 넷째 기둥을 명시하였다.112)
2015년 연차보고서(Prime Minister(2015))는 제4대 국왕이 지난 34년
동안 국민의 안녕과 복지 개선에 진력하여 부탄이 모든 영역에서 괄목할
진전과 개발을 이뤘음을 언급하며, 그의 업적 중 특히 풍부하며 독특한
문화유산의 활력과 번연, 풍부하고 다양성을 갖춘 자연환경의 원시성과
보존모형에 대한 세계의 감동, 경제적 성장과 자존(self-reliance)에 대한
열망, 협치와 민주주의 체제의 진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국민의 평화와
안정 및 행복의 향유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행복
보다는 자존의 달성에 중심을 두고 있다.
2016년 연차보고서(Prime Minister(2016))는 먼저 UN의 2016 세계행
복보고서에서 부탄이 157개국 중 84위로 나타났는데, 행복한 국가는 기대
수명, 사회적 지원, 삶의 선택에서의 자유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부패가 적고 관대하며 1인당 국내총생산이 높다는 결과를 언급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탄은 정부의 명시적 목적을 모든 시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의 창출에 두는 문명화 흐름에 속하는 국가이며, 부탄의 국민총
행복 철학이 중요한 5가지 이유를
(1) 국민총행복은 제4대 국왕이 국민에게 준 선물이다.
(2) 국민총행복은 국민총생산보다 총체적이고 중요하다.
(3) 국민총행복은 가치를 가진 개발(development with values)이다.

112) 국제연합 총회는 2011년 7월 ‘행복: 총체적 개발 방식을 향하여(Happiness : Towards
a Holistic Approach to Development)’ 결의 65/309(행복 결의, Happiness
Resolution)를 채택하고, 개발과정에서 행복과 안녕의 추구를 포착하는 추가의
측도를, 지침이 되는 정책이라는 시각에서, 찾는 데 각국이 노력해 줄 것을 요청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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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총행복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가 정의롭고, 공정하며 조화로운 사
회(just, equal and harmonious society)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5) 우리의 신성한 헌법은 “정부는 국민총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
드는 조건을 증진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3).
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기존의 연차보고서와 달리, 부탄연구원(Centre for
Bhutan Studies and GNH Research)이 2010년 실시하고 분석한 제2차
국민총행복 조사와 이의 결과를 개략적으로 소개한 후 이의 정책과의 시
사점을 건강, 교육, 생활수준 측면에서 보고하고 있다.
2017년 연차보고서(Prime Minister(2017))는 서언에서 오늘날 부탄
이 누리는 행복과 평화가 헌신적이고 지칠 줄 모르는 국왕의 활동(the
selfless and tireless actions) 덕분이며, 항상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
하는 국왕의 비전이 안내하는 하나의 미션을 실재화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총행복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다.
그러나 본문의 제1부(I. Our King)에서 5개 항목 중 넷째 항목으로 국
민총행복(4. Gross national Happiness)을 명시113)하고 있으며, 제2부(II.
Our Country)의 제11차 5개년계획의 진행과정에 대한 중간평가보고서의
요약과 제12차 5개년계획의 진행과정을 소개하는 별도의 장에서 언급되
고 있다.114)
113) 국민총행복(제4대 국왕의 ‘Gongter’)의 개념은 점차 강화되어 왔는데, 점진적으
로 개발의 대안적 모델로 떠오르고 있으며, 국민총행복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
는지 배우고자 많은 사람들이 부탄을 찾고 있다. 이는 국왕이 국민총행복을 잘
인식하고 정부와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지침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라며, 부탄연구원이 부탄의 수도 팀푸(Thimphu)에서 개최된 제7차 국민총행복
th
국제콘퍼런스(the 7 International GNH Conference)와 11월에 개최될 “GNH
for Business”를 언급하며, 진정한 희망은 이를 통해 사업 분야에도 국민총행복
의 가치를 나눠주어 보다 광범위한 전지구적 청중에게 국민총행복을 권장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p.7).
114) 제12차 5개년계획의 주제는 ‘분권화의 강화를 통한 정의롭고, 조화로우며 지속
가능한 사회(Just, Harmonious and Sustainable Society through Enhanced
Decentralization)’임을 먼저 소개한 후, 정부는 제12차 5개년계획 기간 중 국민
총행복 증진과 저개발국(LDC : the Least Developed Country) 졸업에 방점을 두
고 있으며 계획의 초안이 이에 부합하도록 작성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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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차 및 제11차 5개년계획(Five Year Plan)
부탄은 1961년부터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오고 있으며 현재는 제12차
5개년계획(2018～2023) 수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5개년계획은
가이드라인의 설정과 이에 따른 5개년계획의 수립의 두 단계로 이뤄진다.
5개년계획의 가이드라인 작성 과정을 보면, 5개년계획 개시 2년 전 1년
동안 정책 관련 다양한 주체들에게 집중적 자문을 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작성하고, 국민총행복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한 후 내각의 승인을 받아 최종안을 만든다.
여기에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다양한 주체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공식주체뿐 아니라 다수의 다양한 비공식 주체가 포함되며, 비공식 주체로
는 농촌의 농부와 민간부문, 시민사회조직(CSO : Civil Society Orgainztion),
다자 또는 쌍방 원조공여국(donor) 등이 있다.115)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5개년계획 1년 전 중앙정부 및 지방정
부가 관련 정책을 개발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5개년계획의 1차 초
안을 작성한 후 검토하여 정책과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정한다.116) 여기에
서는 국민총행복이 헌법에 명시된 이후 국민총행복의 구현을 목표로 실
시된 제10차와 제11차 5개년계획과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5개년계획의
가이드라인을 국민총행복과의 연계의 측면에서 간략히 소개한다.117)
에서 국민총행복위원회의 사무국이 다양한 당사자들에게 자문을 하여 가이드라
인을 만들었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중앙부처의 핵심결과영역
(AKRAs : Agency Key Result Areas)의 도출을 마무리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p.26).
115) 지방정부는 20개 지역(district; 우리의 광역시도에 해당), 205개 기초지역(gewog;
county; 우리의 시군구에 해당)의 두 수준을 주로 고려한다. 비공식주체의 핵심
은 농촌지역의 농부와 국가경제의 방향의 형성에 현저한 역할을 하는 민간부문
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의 활동이 공식기구와 동일한 수준에서 국민총행복에 반
영되지는 않는다. 또 다른 비공식주체로 시민사회조직의 등장이 활발해지고 있는
데, 국민총행복이 이들 시민사회조직과 민간부문의 새로운 모델에 기여하는 방식
과 이들이 국민총행복을 강화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으며, 시만사
회조직법은 이들이 명시적으로 국민총행복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각 원
조공여국 역시 원조 승인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는데,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부
탄 정부가 전적으로 프로젝트 추진의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16) 5개년계획의 정책프로그램은 중앙정부 수준과 지방정부의 두 수준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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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0차 5개년계획(2008~2013년)118)
<핵심목표와 전략적 틀걸이>
제10차 5개년계획의 핵심 목표는, [그림 9-6]에서 보듯, 빈곤 완화(poverty
reduction)이다. 과거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유의미한 개발노력에도 불구
하고 인구의 1/4(대부분 농촌 인구)이 빈곤선을 하회하는 당시의 현실과,
이에 추가하여 일반적 삶의 질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에도 사회적 서비스
에 대한 접근성이나 기본 시설이나 경제적 기회의 측면에서 상당한 도
농격차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평한 사회경제적 발전의 달성
을 제10차 5개년계획의 최우선 주제이며 기본적 목표로 삼게 된 것이며,
이는 부탄의 국민총행복의 장기적 개발비전과 새천년개발목표(MDGs :
Millenium Development Goals) 등 다양한 국제협약에서의 약속의 이행
과 일맥상통한다.119)120)121)
117) 부탄의 개발계획은 항상 국민총행복 철학의 지침을 따랐지만, 제9차 5개년계획
(2003～2008)에서 처음으로 국민총행복을 개발틀걸이로 명시적으로 강조하였다.
118) 제10차 5개년계획은 핵심문서(Main Document)와 프로그램 프로파일의 2권으
로 나뉘며, 핵심문서는 부탄 수상의 서문(preface)과 1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
다. 장별 구성을 보면, 제1장 5차계획의 개발성과 검토, 제2장 개발 전망과 시각,
제3장 전략적 틀걸이, 제4장 거시경제 전망, 제5장 핵심 현안 주제(cross-cutting
development themes), 제6장 재생가능 자연자원, 제7장 무역, 산업, 관광, 지질
및 광업, 제8장 에너지, 제9장 교육, 제10장 건강, 제11장 도로와 교량, 제12장 도
시개발, 제13장 정보와 미디어, 제14장 교통, 제15장 문화, 제16장 스포츠이다.
제5장의 핵심 현안 주제는 정부분권화, 고용, 개발과 여성, 정보통신기술, 환경,
HIV/AIDS 등을 포함한다(Gross National Happiness Commission(2006, 2009)).
119) 제10차 5개년계획의 서문에서, 부탄의 수상이자 국민총행복위원회의 의장은 제5
대 국왕의 취임으로 부탄 역사의 새 장을 여는 시기에 과거의 개발 혜택을 강화
함과 동시에 국민총행복이라는 부탄의 최우선 목표를 포함하는 장기 개발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반응과 접근방식을 만들 기회라고 설파하고 있다.
120) 제10차 5개년계획의 가이드라인은 전략적 계획의 틀걸이에서, 금번의 5개년계획
의 핵심은, 과거의 5개년계획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으
며, 국민총행복의 개발철학이 부탄의 개발과정을 지속적으로 가이드하고 있으
며, 국민총행복의 4대 기둥이 계획의 핵심가치를 형성하며, 따라서 5개년계획이
이들 국민총행복의 4개 기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정책우선순위와 전략,
정책프로그램들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121) 연차보고서(2011)는 빈곤, 공평성 및 지속가능성을 다루는 목표로 (1) 공평하고
효과적인 기본서비스와 인프라를 통한 빈곤 퇴치, (2) 다양성을 가진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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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 제10차 5개년계획의 전략적 틀걸이

자료 : Gross National Happiness Commission(2009), Tenth Five Year Plan(2008～
2013) Vol.1 : Main Document, p.27.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산업활성화를 삼고, 하부
전략으로 국가공간계획, 빈곤 완화를 위한 통합적 농촌-도시 개발의 시
너지, 전략적 인프라의 확충, 인적자본 투자, 선치를 통한 가능한 환경의
육성 등 5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림에서 주목할 점은 5개년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총행복의 극대화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활성화를 위해 제조업과 무역 부문의 강화, 수력발전의 가속화, 문
화산업 개발의 장려 및 촉진 등을 들고 있는데, 부탄의 풍부한 문화유산
이 국가정체성과 사회적 교류의 잠재적 원천이며 문화산업의 창달을 통
한 고용 창출과 빈곤 감소와 같은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유발하는 상당한
잠재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행위의 잠재력을 높이는 생산적
숙련, 전문성, 지식, 노동력에 내재된 질과 태도 등을 포괄하는 인적자본
에 대한 투자를 위해 교육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적자원개발의 중
한 녹색경제의 증진, (3) 해외원조 의존성의 탈피 가속화, (4) 지혜로운 대표자
선출, 책임 있는 대표자 유지, 정부의 평화로운 교체가 가능한 민주주의 정치의
창달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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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22)
<5개년 계획의 주요 개발목표(target)>
국민총행복에 대한 개념이 온전히 실재화되지 않은 시기에 만들어진
제10차 5개년계획의 주요 개발목표들은 국민총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
어 있지는 않다. 경제성장과 고용 부문의 주요 개발목표는 국내총생산
성장률(이전 5개년계획의 8.2%에서 9%로 상향 조정), 농업 부문 성장률
(2.5%에서 4%로), 고용 유지(실업률 3.7%에서 2.5% 미만으로) 등을 포함
하고 있다.
주요 사회적 목표는 빈곤율(23.2%에서 15% 이하로), 농촌 가구의 연간
소득 향상(3만 5천 눌트람), 안전한 상수 접근성 유지(84.2%에서 95% 이
상으로), 안전한 위생 접근성 유지(89.2%에서 96% 이상으로), 평균 수명
(66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영아사망률(1천 인당 40.1명에서 20명으로), 5
세 이하 사망률(1천 인당 60명에서 30명 미만으로), 출산 시 모의 사망(10
만 건당 215건에서 100건으로), 기초교육 등록률(90%), 초등교육 등록률
(88%에서 100%로), 성인 문해력(47%에서 70%로), 인구증가율(1.3% 유
지), 인간개발지수(HDI)(0.613에서 0.7 이상) 등이 포함된다.
주요 인프라의 목표는 수력발전(1,489MW에서 1,602MW로), 전기사용
인구 비중(72%에서 100%로), 도로 접근 최단거리가 반나절 미만인 비중
(85% 이상), 기초보건소 등 3시간 이내 인구의 비중(90% 이상), 농촌 전
화 취득률(15%), 정보통신서비스 접근 비중(60%) 등이 포함된다.
<고용촉진 목표와 전략>
제10차 5개년계획의 전반적 고용 목표는 특히 교육 받은 청년층의 완
전고용을 달성하는 것으로, 고용집약적 부문의 성장 가속화, 비농장 고용
의 권장 및 중소기업의 촉진 등을 통하여 노동수요와 공급 양측에 대한

122) 부탄 정부는 교육을 지속가능한 성장과 활력 있는 민주주의의 확보의 전략적 수
단이며 부탄 사회의 진전과 계몽의 궁극적 출현 측면에서 그 자체가 바람직한
목적이라고 인식하며, ‘경제개발의 씨앗이며 꽃(the seed and the flower of
economic development)’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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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펴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고용 부문의 주요 전략으로
∙ 직업교육훈련 접근성 제고
∙ 훈련체계와 커리큘럼 및 훈련강사의 수준 향상을 통한 직업교육훈
련의 수준 향상
∙ 비농장 고용기회의 창출을 통한 농촌 인구의 도시지역으로의 이주
최소화
∙ 생산직 일자리의 가치와 위엄 개선
∙ 인적자원 개선을 통한 민간부문 성장 촉진
∙ 노동고용법(Labor and Employment Act)과 관련 법제를 통한 민간
부문의 근로 및 고용 조건의 개선
∙ 고용촉진서비스와 노동시장정보의 강화
∙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국가자격체계의 수립을 통한 숙련노동자의 수
준 향상
∙ 관광 분야 등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환대서비스
(hospitality service) 분야와 농업에서의 고용 증가에 대비해 관련
종사자(농부 포함)의 훈련을 담당하는 훈련시설 도입을 통한 훈련의
확대
등을 들고 있다.
이를 통한 고용 부문의 개발목표는
∙ 학졸자 60%에게 직업교육 및 훈련 접근성
∙ 건설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서의 마을수준 숙련 수요의 80% 충족
∙ 고용주의 80%가 훈련 후 업무수행 가능 훈련생을 얻을 수 있도록
∙ 12,500명의 구직자가 여하한 형태의 훈련활동에 참여
∙ 구직자 400명의 창업
∙ 노동고용법을 모든 민간 및 공기업 부문에 적용
∙ 외국인 근로자의 한도를 유지
∙ 주요 산업 및 직업에 종사하는 숙련노동자의 역량 테스트와 공인
∙ 주요 직업과 부문에 대한 직업표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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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나. 제11차 5개년계획(2013~2018년)123)
<국민총행복과 5개년계획의 목표>
제11차 5개년계획의 서문(preface)에서 부탄 수상은 계획수립의 목적을
5개로 요약하고 있는데, 국민총행복의 핵심은 영원하지만 급격하게 변화
하는 세계화된 세상에서 모든 세대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
운 길을 찾아야 하는 국민총행복의 개발철학의 실재화를 그중 하나로 들
고, 현재 세대가 강한 부탄 경제 건설의 의무를 다하는 데 성공한다면 현
재와 미래의 모든 부탄인을 위한 건전한 민주화, 국민총행복, 번영과 행
복의 기반을 닦는 것이라는 국왕의 연설을 인용하고 있다.
국민총행복의 극대화를 위한 제11차 5개년계획의 목표는 ‘자존과 통합
적 녹색 사회경제발전(self-reliance and Inclusive Green Socio-economic
Development)’이다. 이는 국민총행복의 개발철학에 기반한 것이며, 권력
과 권한을 중앙에서 시민에게로 이양하여 시민들이 자유와 평등 및 번영
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달성되는 ‘모두를 위한 번영(Prosperity for
All)’이라는 정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목표에 나타난 첫 번째 요소인 자존은 ‘2020년까지 5개년계획을 통해
모든 국가개발욕구를 충족할 능력’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지난 10년간 강
건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경제가 여전히 수입의존적이며, 수력에
의존하며 생산적 고용의 낮은 수준으로 조세기반이 취약하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생산적 고용을 창출하고 조세기반을 확대하며 민간부문의
개발을 가능케 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부탄 경제를 보다 다양성을 갖
추도록 전환하는 자존의 목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123) 제11차 5개년계획은 핵심문서(Main Document), 중앙정부 프로그램 프로파일,
지방정부 프로그램 프로파일 등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문서는 부탄 수
상의 서문(preface)과 요약과 함께 배경, 현황, 거시경제 상황과 전망, 11차
계획, 중앙 계획, 지방정부 계획의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Gross National
Happiness Commission(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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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요소인 통합적 개발은 부탄 사회의 취약부문의 생활수준과 삶
의 질 제고를 통한 빈곤과 불평등의 완화를 의미한다. 빈곤과 사회적 지
표에서 유의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 내 성별, 도농 간 격차가 여
전히 존재하므로 11차계획을 통하여 취약층과 취약부문을 정책대상집단
으로 초점을 맞춰 모든 부문의 인구가 사회경제적 발전의 혜택을 누리도
록 통합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5개년계획의 전략적 틀걸이>
5개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틀걸이는, 다음 그림에서 보
듯, 계획의 궁극적 목표가 국민총행복의 극대화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한 5개년계획의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 16개의 국가핵심결과영역(NKRAs : National Key Result
Areas)과 핵심성과지표(KPI : Key Performance Indicators)를 설정하고
부문수준에서 부문핵심결과영역과 이에 부합하는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는
한편 최하위 부처 수준에서는 결과기반프로그램(result based programs)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림 9-7] 제11차 5개년계획의 전략적 틀걸이

자료 : Gross National Happiness Commission(2013), Eleventh Five Year Plan(2013
～2018) Vol.1 : Main Document, p.31.

제9장 부탄의 국민총행복 283

이러한 전략적 틀걸이에서 국가, 부문(지역), 다양한 수준의 지방정부
에서 변별한 계획기간 중 달성할 목표(성과와 산출, outcomes and outputs),
즉 핵심결과영역을 수립하는 결과기반계획(RBS : result based planning)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5개년계획과 국민총행복의 연계를 위한 정책>
국민총행복의 실재화를 위한 정부의 핵심 노력은 2008년의 국민총행복
지수 도입과 2009년의 국민총행복정책심사도구의 도입에 있으며, 5개년
계획에서 이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데 있다.
국민총행복과 5개년계획의 연계는 4대기둥과 국가핵심결과영역의 결
합에 있다. 첫째 기둥인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사회경제적 발전에는 지속
적 경제성장, 빈곤 완화와 새천년개발목표플러스(Millenium Development
Goals Plus)의 달성, 식량 안정성과 지속성, 고용 등 4개 국가핵심결과영
역이 포함되었다. 제2기둥인 문화의 보전과 창달에서는 부탄 정체성과 사
회적 유대와 조화의 강화, 지속가능한 생활을 위한 고유 지혜, 예술과 공
예의 창달 등 2개의 국가핵심결과영역이 포함되었다. 제3기둥인 환경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에서는 탄소중립적 녹색 기후 복원력 있는 개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운용, 상수 안전성, 재난 복원력과 대처의
개선 등 4개의 국가핵심결과영역이 포함되었다, 마지막 기둥인 선치의 강
화에서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민주주의와 협치의 강화, 여성 참여
의 성친화적 환경, 부패 완화, 안전한 사회, 취약계층의 욕구 충족 등 6개
의 국가핵심결과영역이 포함되었다.
이들 각각의 국가핵심결과영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핵심성과지표를 선
정하고 있으며, 이들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기준선과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민총행복의 첫째 기둥 중 하나인 지속가능하고 공평
한 사회경제적 발전에 속하며, 네 번째 국가핵심결과영역인 고용에서는
고용률, 청년실업률, 공식 임금근로자의 비중, 장기실업 비중을 핵심성과
지표로 정하고 있으며, 97.9%인 고용률(full employment)을 97.5% 이상
으로, 7.3%에 이르는 청년실업률은 2.5% 미만으로, 23.9%에 불과한 공식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40% 이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장기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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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에 대한 정보는 없으며, 추후 목표치를 제시하겠다고 기록함).
둘째 기둥인 문화의 보전과 창달에 속하는 다섯 번째 국가핵심결과영
역인 부탄 정체성과 사회적 유대와 조화의 강화에서는 국민총행복지수
자체와 이에 포함된 문화 다양성과 탄력성, 공동체 활력 등 3개의 핵심성
과지표를 포함하고 있는데 목표치는 모두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또한 여섯 번째 국가핵심결과영역인 지속가능한 생활을 위한 고
유 지혜, 예술과 공예의 창달에서는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농촌 가구의 수
와 문화산업으로 창출된 일자리의 수를 핵심성과지표로 삼았는데, 전자
는 208개에서 2,000개로 후자는 1,200개에서 2,500개로 목표치를 설정하
고 있다.

3. 제12차 5개년계획(2018~2023년)124)
제12차 5개년계획은 아직 수립과정(2017년 12월 최종 완료 예정)에 있
으며, 2016년 12월 최종 승인된 5개년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국민
총행복과 5개년계획의 관련성을 살펴보기로 한다.125)
부탄 총리는 서언에서 ‘이 가이드라인은 5개년계획의 목표와 16개의 국
가핵심결과영역의 완수와 영원한 국민총행복의 비전의 실재화의 강화를
채택함으로써 부탄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더하기 위해 수립되었다’고 밝
히고, 5개년계획의 틀걸이로 과거와 현재의 4대 기둥 중심에서 9대 영역
접근방식으로 확장함으로써 국민총행복의 실재화에 진전을 볼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국민총행복 달성을 위한 진전을 측정하는 근본을 형성하는
9대 영역에 걸친 개발계획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
고 있다.
124) Gross National Happiness Commission(2016)에서 발췌하여 요약.
125) 가이드라인은 수상의 서언(foreword)에 이어 제1부 가이드라인의 배경(배경, 목
th
적, 범위), 제2부 관련 자료의 검토(Inspirations & 12 FYP Anchor), 제3부 기
회요소, 제4부 12차 5개년계획의 전략적 틀걸이, 제5부 제12차 5개년계획의 목
표와 국가핵심결과영역(NKRA : National Key Result Areas), 제6부 예비 재정
추계와 자원배분 틀걸이, 제7부 중앙정부 부처의 정책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8부 지방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9부 모니터링과 평가 기제, 제
10부 주요 현안(mainstreaming cross-cutting themes)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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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2차 5개년계획의 틀걸이
제12차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전략적 틀걸이는 [그림 9-8]로 요약된다.
그림에서 보듯, 5개년계획의 목표가 최종 목표인 ‘국민총행복의 극대화’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개년계획의 목표 설정을 위해 국민총행복위원회는 국왕의 연설,
헌법과 지방정부법, 비전 2020(Bhutan 2020: Vision for Peace, Prosperity
and Happiness), 국민총행복 전략(Strategy for GNH), 2015년 국민총행
복 조사 결과, 제11차 5개년계획의 중간검토(11th FYP Midterm Review),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F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등 국제
및 지역 목표, 관련자(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민간부문, 민간사회기
구(CSO : Civil Society Organization) 등)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고 집
중적인 자문 내용을 먼저 검토하였다.
[그림 9-8] 제12차 5개년계획의 전략적 틀걸이

자료 : Gross National Happiness Commission(2016), Guidelines for Preparation of
Twelveth Five Year Plan(2018～2023),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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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실제 5개년계획의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은 먼
저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선도프
로그램(flagship programme)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부
처 핵심결과영역(AKRA : Agency Key Result Areas)과 지방정부 핵심결
과영역(LG Key Result Areas)을 도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가핵심결과
영역(NKRA : National Key Result Areas)을 설정하는 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126)
모든 수준의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공동의 목표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조정(coordination), 통합(consolidation), 협력(collaboration)
의 3C 근본원칙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9-9] 국민총행복 통합 틀걸이

자료 : Gross National Happiness Commission(2016), Guidelines for Preparation of
Twelveth Five Year Plan(2018～2023), p.14.
126) 선도프로그램은 다부문에 걸친 접근을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그램
으로, 국민총행복위원회는 사회경제에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으로 통
합 상수 안전성(water security), 경제다양성, 교육 수준, 취약계층의 삶 등을 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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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5개년계획의 특징 중 하나는 국민총행복틀걸이(GNH framework)
인데, 과거에는 4대 기둥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이번에는 9대
영역을 중심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심리적 안녕, 공동체 활력,
시간 사용과 같은 국민총행복의 주요 영역들에 보다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127)
그림에서 보듯, 국민총행복의 9대 영역, 33개 지표와 124개 변수들을 5
개년계획의 국가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핵심결과영역 및 핵심성과지
표(KPI : key performance indicators)들과 연계함으로써 5개년계획이 국
민총행복의 증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나. 제12차 5개년계획의 목표
제12차 5개년계획의 목표는 ‘분권화 앙양을 통한 정의롭고 조화로우
며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Just, Harmonious and Sustainable Society
through Enhanced Decentralization)’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시민이 개인과 국가의 열망을 추구하고 실현할
자원과 기회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가진 사회’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를 달성하기 위해 5개년계획의 정책우선을
∙ 빈곤과 불평등의 완화
∙ 생산적이고 유익한 고용의 창출
∙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 수준 높은 교육 접근성 개선
∙ 민주주의와 분권화의 강화
∙ 부패의 감소
∙ 사법체계 개선
∙ 양성평등 고양
에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127) 이는 심리적 안녕과 공동체 활력 및 선치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최근 국민총행복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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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 사회는 ‘모든 개인이 자신과, 공동체와, 자연과, 문화 및 전통
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사회’로 정의하고, 이를 위해 정책우선을
∙ 문화와 전통의 보전 및 창달
∙ 건강한 생태계의 유지
∙ 탄소중립적이며 기후복원 개발의 제고
∙ 건강하고 보살피는 사회의 증진
∙ 인간 거주의 활력, 안정성, 지속가능성의 확보
에 둘 것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개발욕구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로 정의하고 이를 위해 정책우선을
∙ 거시경제적 안정성 확보
∙ 경제 다양성과 생산시설 제고
∙ 물, 식량, 영양 안전성 확보
∙ 공공서비스 전달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
∙ 탄소중립, 기후와 재난 복원력 갖춘 개발의 앙양
∙ 인간 거주의 활력, 안정성, 지속가능성의 확보
에 둘 것을 제시하고 있다.
분권화는 ‘재정, 계획 수립, 행정의 책무와 권한 제공을 통한 지방정부
의 권한 강화’로 정의하고 이를 위해
∙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분권화 증대
∙ 지방정부의 자원 배분 제고
∙ 지방정부 기능 담당 기관의 건물시설 제고
등을 우선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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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6개 국가핵심결과영역(KARAs)
국가핵심결과영역은 5개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국가 수
준의 개발계획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언급하였듯, 개발철학으
로서의 국민총행복의 가치에 대한 국가의 열망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
국제적 및 지역적 개발 목표들에 대한 약속 등을 바탕으로 설정되었으며,
부탄의 개발 여건에 대한 분석 및 관련 당사자들의 자문을 통하여 만들어
진 것으로, 각각은 국민총행복의 9대 영역 중 적어도 하나 이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변별한 16개 국가핵심결과영역은
∙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
∙ 경제적 다양성과 생산성 고양
∙ 빈곤 퇴치와 불평등 완화
∙ 문화와 전통의 보전 및 창달
∙ 건강한 생태계 서비스 유지
∙ 탄소중립, 기후와 재난 복원력 개발 고양
∙ 교육과 숙련의 수준 개선
∙ 물, 식량, 영양 안전성 확보
∙ 인프라, 통신,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양성 평등 고양 및 여성과 소녀의 지위 향상
∙ 생산적이고 유익한 고용의 창출
∙ 부패의 감소
∙ 민주화와 분권화 강화
∙ 건강하고 보살피는 사회 고양
∙ 인간 거주의 활력, 안전성, 지속가능성 제고
∙ 사법서비스와 제도의 강화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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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핵심결과영역과 국민총행복 9대영역의 연계
16개의 국가핵심결과영역을 국민총행복의 9대영역과 결합하면 하나의
매트릭스(9 Domains-NKRAs matrix)가 만들어진다. 3개 영역에 대한 예
를 들면, 심리적 안녕 영역에는 생산적이고 유익한 고용의 창출, 빈곤 퇴
치와 불평등 완화, 건강하고 보살피는 사회 고양, 사법서비스와 제도의
강화가 포함된다. 건강 영역은 물, 식량, 영양 안전성 확보, 빈곤 퇴치와
불평등 완화, 건강하고 보살피는 사회 고양, 인간 거주의 활력, 안전성,
지속가능성 제고가 포함된다. 문화적 다양성 영역에는 인간 거주의 활력,
안전성, 지속가능성 제고, 문화와 전통의 보전 및 창달, 교육과 숙련의 수
준 개선이 포함되는 방식이다.
각각의 국가핵심결과영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핵심성과지표(KPI :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설정하는데, 각 핵심성과지표의 정의와 기준년
(예를 들면, 2015년)의 기준치와 목표 및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먼저 국민총행복의 생활수준과 연계된 거시경제 안
정성 확보 영역에서는 실질국내총생산 성장률, 1인당 국민순소득을 포함
한 10개의 핵심성과지표가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 2015년
1인당 국민순소득은 2,478달러인데 5개년계획의 목표치는 4,036달러로 제
시되고 있으며, 6.49%인 경제성장률에 대한 목표치는 아직 제시되고 있
지 않다.
국민총행복 중 심리적 안녕과 교육 및 생활수준 영역과 관련이 있는
생산적이고 유익한 고용의 창출 영역에서는 실업률(2015년 2.5%)과 청년(15
～24세) 실업률(10.7%), 임금근로자 비중(23.1%), 경제활동참가율(63.1%),
장기 실업 비중(45.3%) 등 5개의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아직
목표치는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민총행복 중 심리적 안녕, 건강, 시간 사용, 공동체 활력 영역들과 관
련이 있는 건강하고 보살피는 사회 고양 영역에 대해서는 자살률(2015년
10만 명당 15명), 비만율(2014년 6.4%), 혈압(혈압약 복용자 비중)(35.7%),
출산 중 모의 사망(2015년 10만 명 출산당 86명), 영아사망률(출산 천 명
당 1세 미만 사망 30명), 5세 이하 사망률(천 명당 37.3명), HIV 비중(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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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신건강의 충족률 상회 비중(89%), 안전성 충족률 상회 비중(92%),
취약층 프로그램 대상 비중, 약물 중독 등 11개의 핵심성과지표를 제시하
고 있으며, 목표치는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국민총행복위원회와 국민총행복정책심사도구
국민총행복을 정책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는 주요 요
소로 국민총행복위원회와 국민총행복정책심사도구를 들 수 있다. 국민총
행복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국민총행복에 관한 모든 정책에 관여하고 있
으며, 5개년계획의 수립 역시 담당하고 있다. 국민총행복정책심사도구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이 국민총행복에 기여하는 바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책을 수정, 보완하도록 하는 등 정책과 국민총행복을 실
질적으로 연계하는 핵심기제이다. 이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가. 국민총행복위원회(Gross National Happiness Commission)
국민총행복위원회는 ‘모든 부탄 국민의 행복을 위한 환경을 증진하는
기관’을 비전으로 삼고, ‘국민총행복의 철학에 따라 모든 부탄 국민의 행
복을 증진하도록 국가개발 방향을 주도’하는 것을 미션으로 채택하고 있
다. 이러한 미션을 수행하여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위원회의 목표는
∙ 모든 정책과 계획과 국민총행복 원칙의 통합을 지도 및 주도
∙ 5개년계획의 주요 결과의 효율적 전달 보장
∙ 강건한 국가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의 제도화
∙ 취약계층의 욕구를 고려한 정책을 보장
∙ 정책, 계획, 정책프로그램의 핵심 현안을 확보
∙ 국가발전계획의 법적 존재로서의 국민총행복위원회 확립과 국민총
행복 주류화
로 요약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된 역할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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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과 전략을 가이드
∙ 5개년계획과 연간 계획의 선봉에서 공공정책수립을 가이드
∙ 국민총행복 원칙의 지역 및 국제적 동의를 받는 계획과 정책으로의
주류화
∙ 시의적절한 자원의 동원과 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 배분
∙ 정책과 계획 및 정책프로그램의 효율적 전달을 위한 감독, 지원 및
조정
∙ 정책과 계획 및 정책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평가, 환류 및 수정 방
안 제시
등을 들 수 있다.
나. 국민총행복정책심사도구(Gross National Happiness Policy
Screening Tool)
<정책심사도구 개요>
궁극적인 국민총행복의 달성을 위한 증거기반(evidence-based) 의사결
정과정을 향한 국민총행복에 대한 평가는, [그림 9-10]에서 보듯, 5개년계
획과의 통합 틀걸이로 요약된다. 국가 목표의 방향성은 단일한 국민총행
복지수로 평가되며, 부문별 목표는 국민총행복지수로 평가되는데 하부과
정인 프로젝트의 형성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국민총행복 프로젝트선별
도구와 국민총행복정책심사도구가 핵심역할을 한다.
국민총행복의 영역에 기반을 두는 정책심사도구는 국민총행복을 정책
에 통합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시점에 따른
개발의 진전을 추적하는 평가도구로 역할을 하는 국민총행복지수나 지표
들과 달리, 국민총행복 목표를 향한 전략을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하는 핵
심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근본적 원리에 따라 국민총행복위원회는 2009년부터 모든 정부
정책이 국민의 전반적 행복과 안녕에 기여하도록 이의 초안에 국민총행
복정책심사도구를 적용하고 있다.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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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 5개년계획과 국민총행복 통합 틀걸이

자료 : Joint Task Force(2017a), p.17.

의사결정도구로서의 정책심사도구의 일반적 목적은 제안된 프로젝트
가 국민총행복에 미치는 잠재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제
공하여 정책초안을 평가 심의하는 데 있으며, 국민총행복 증진 정책과 프
로젝트를 선택하고 국민총행복의 핵심 요인들에 부정적 효과를 갖는 정
책이나 프로젝트는 배제하는 한편 잠재적 효과를 알 수 없거나 이를 고려
하지 않는 영역을 용인하는 체크리스트 방식을 따른다.
이러한 정책심사도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수 주체들을 모두 고려
하여 프로젝트의 영향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총행복의 협치 틀걸이의 실재적 요소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즉 정
책심사도구는 분권화와 민주화의 강화에 따라 국민총행복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 관련된 주체가 다양화하고 다수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잠재적인
경쟁적 이해관계들이 국민총행복의 다차원적 특성과 부합하도록 형성하
고 조화롭게 만드는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심사도구의 내용 : 9개 영역과 22개의 변수>
정책심사도구는 국민총행복의 9개 영역으로부터 도출된 22개 변수로
128) 이 도구는 엑셀 파일로 만들어져 있다.

294 일과 행복(Ⅲ)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로 고려되는 변수를 보면,
(1) 삶의 질 : 형평성, 경제적 안정, 물질적 안녕, 생산적 활동 참여
(2) 선치 : 의사결정 참여 기회, 반부패, 법률 지원, 시민권, 성 평등, 투
명성
(3) 교육 : 기술과 학습
(4) 건강 : 공공의료
(5) 생태계 : 물과 공기의 오염, 토지 악화, 생물생태계
(6) 공동체 활력 : 사회적 지원, 가족
(7) 시간 활용과 균형 : 여가
(8) 문화 : 문화, 가치
(9) 심리적 안녕 : 영성 추구, 스트레스
등이다.
<정책심사도구의 내용 : 22개 항목에 대한 점수 부여>
22개 각 항목에 대하여 1～4점까지의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는데, 이의
방식은
∙ 1점 : 정책이 해당변수에 부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인식
∙ 2점 : 정책이 해당변수에 주는 효과에 대해 불확실
∙ 3점 : 정책이 해당변수에 부정적 효과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정
책이 해당변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 또는 정
책이 해당변수와 아무런 연계가 없는 경우
∙ 4점 : 정책이 해당변수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인식
이다. 항목별 점수 부여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되, 점수가 2점 이하
이면 대안적 또는 완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점수 부여방식의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먼저 여가의 경우
∙ 예 1) 해당정책이...
여가의 기회를 줄일 것이다(1점), 여가 기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지 못한다(2점), 여가의 기회를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

제9장 부탄의 국민총행복 295

(3점), 여가의 기회를 증가시킬 것이다(4점).
이며, 가치의 경우
∙ 예 2) 해당정책이...
부탄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다(1점), 부탄의 가치에 미치는 영
향을 알 수 없다(2점), 부탄의 가치를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
다(3점), 부탄의 가치를 증진할 것이다(4점)
이며, 형평성의 경우
∙ 예 3) 해당정책이...
공평한 소득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1점), 소득분배의
공평성에 대한 효과를 알지 못한다(2점), 소득분배의 공평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3점), 소득분배의 공평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4점)
는 방식이다.
<정책심사도구의 내용 :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선정>
22개 변수에 대하여 정책점수가 66점 미만(평균 3점)인 3점보다 낮은
항목이나 요인을 수정보완하여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정책점수가 66점
이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최종안으로 확정한다.

제5절 소 결

1. 주요 결과 요약
부탄은 1729년 율령에서 국민의 행복 창출을 왕국의 존재이유로 내세
웠으며,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은 제4대 국왕 왕축은 연설과 공식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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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강조하였으며, 1986년 ‘국민총생산을 넘어
서는’ 국민총행복을 진정한 개발의 의미와 개발의 궁극적 목적을 포괄하
는 개발전략의 틀걸이로 삼는 개발철학과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제5대 국
왕 왕축 역시 물질과 영성이 균형을 이루는 총체적 개념으로서 국민총행
복을 극대화하는 ‘가치를 가진 개발’을 주창하며 2008년 입헌군주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분권화와 민주주의의 강화와 더불어 국민총행복의 추구를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는 헌법을 제정하였다.
이렇듯 헌법에 명시된 국민총행복을 보장하고자 개발지침의 핵심 요소
인 국민총행복지수의 개발, 국민총행복지수의 산정과 국민총행복의 진전
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국민총행복 조사의 실시, 국민총행복의 추
구를 핵심으로 하는 개발전략을 담당하는 국민총행복위원회의 설치, 국
민총행복을 확보하도록 모든 정책을 안내하는 국민총행복정책심사도구
의 개발 등 4개 조치가 실시되었다.
국민총행복에 대한 단일한 공식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국민
의 행복, 즉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안녕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
도록 모든 정부정책이나 정부의 활동에서 행복을 우선한다는 단순한 개
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총행복의 핵심은 집단적 행복의 증진을 모
든 개발전략의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가치들, 즉 총체성, 균형성,
집단성, 지속가능성, 공평성에 있다.
다차원적 개념으로서의 국민총행복의 핵심인 4대 기둥은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사회경제 발전,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유지하는 환경 보전, 사회
화합과 진전의 핵심기능을 하는 문화의 보전과 창달, 책무성, 투명성, 정
의, 공평성, 권한 이양을 핵심요소로 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강화하는
선치로 구성된다. 이러한 4대 기둥으로부터 국민총행복의 핵심영역을 구
체화하는 국민총행복의 9대 영역은 전통적 차원의 생활수준, 건강, 교육
영역과 새로운 영역이지만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차원의
생태계 다양성과 복원력, 선치 영역, 그리고 부탄에서 독특한 혁신적 차
원의 심리적 안녕, 문화 다양성과 탄력성, 시간 사용, 공동체 활력 영역
등으로 구성된다.
부탄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총체적인 개발비전을 담은 국민총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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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의 개발을 위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는 한편 2005년 선치주도를
통한 ‘선치플러스’를 통해 개발 틀걸이 설정, 개발지침의 분야별 지표 제
공, 국민총행복 진전의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총행복지수의 개발을
공식화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예비지표의 개발, 2007년과 2008년 파일
럿조사를 통한 시험적 국민총행복지수의 산출, 2010년과 2015년 조사를
통한 국민총행복지수의 확정으로 이어졌다.
개발철학과 국민총행복의 개념을 증거기반정책 및 프로그램의 계획 수
립과 실행을 통하여 현실화하는 국민총행복지수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국민총행복조사는 2006년 파일럿조사, 2007년 20개 지역 중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조사를 거쳐 2010년과 2015년 전국을 대표
하는 본조사의 실시로 이어졌다. 2015년 조사의 목적은 제12차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 제공, 지역과 다양한 집단별 국민총행복 변화의
추적 및 2010년 국민총행복지수의 갱신, 국민총행복과 국민총행복지수
관련 연구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에 있었다.
국민총행복지수는 국민총행복의 9대 영역별로 2～4개의 지표를 포함하
는 총 33개의 지표로부터 행복한 사람의 비율(  )과 아직 행복하지 않

)를 이용하여
은 사람(  ) 비중 및 이들의 자족도(


       

로 정의된다. 2010년과 2015년 전국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민총행복
조사로부터 국민총행복지수를 산정하면,

      ×  
      ×   
으로 지난 5년간 국민총행복에 진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진전
은 행복한 사람의 비중이 늘어났지만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자족
도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이의 진전을 위한 정책방향은 행
복한 사람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자족도를 높이
는 데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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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행복의 개발철학과 비전은 1961년부터 시행하여 온 5개년계획을
통하여 구현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총행복의 극대화를 궁극적 목표로 모
든 정부정책을 망라하는 개발의 청사진이다. 제9차 5개년계획(2003～2008)
에서 처음으로 국민총행복을 개발틀걸이로 명시적으로 강조하였으며, 입
헌군주제로 이행한 직후 국민총행복의 개념이 온전히 확립되지 않은 시
기에 수립된 제10차 5개년계획(2008～2013)은 빈곤 완화를 5개년계획의
핵심목표로 삼았지만, 주요 개발 목표들이 국민총행복과 직접적으로 연
관되지는 못하였다.
국민총행복의 틀걸이를 본격적으로 적용한 제11차 5개년계획(2013～
2018)은 5개년계획의 핵심목표(‘자존과 통합적 녹색 사회경제 발전’)의 달
성을 통한 국민총행복 극대화의 도모를 기치로 내걸고, 2008년의 국민총
행복지수와 2009년 국민총행복정책심사도구를 활용하여 국민총행복의 4
대 기둥과 국가핵심결과영역을 연계하는 전략적 틀걸이를 활용하였다.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제12차 5개년계획(2018～2023)은 ‘분권화 앙양을
통한 정의롭고 조화로우며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을 통한 국민총행복
의 극대화를 목표로 삼고, 이의 달성을 위한 전략적 틀걸이로 국민총행복
의 4대 기둥에서 더 나아가 9개 영역과 16개 국가핵심결과영역 및 핵심평
가지표와의 연계를 도모하는 한편 국민총행복정책심사도구를 이용하여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이 국민총행복에 부합하도록 만들고 있다.
국민총행복위원회와 국민총행복정책심사도구는 국민총행복을 정책으
로 구현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상을 의장으로 하는 국민총
행복위원회는 ‘모든 부탄 국민의 행복을 위한 환경을 증진하는 기관’을
비전으로, ‘국민총행복의 철학에 따라 모든 부탄 국민의 행복 증진을 도
모하는 국가개발방향의 주도’를 미션으로 삼고, 5개년계획의 수립 등 장
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의 발전과 전략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
고 있으며, 이러한 증거기반정책의 의사결정과정은 국민총행복정책심사
도구를 기반으로 한다.
국민총행복정책심사도구는 국민총행복의 9대 영역으로부터 도출된 22
개 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년계획에서 제안되는 각 정책이나 프로그
램에 대하여 22개 변수 각각에 대한 사전적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1～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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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여하고 이를 종합한 정책점수가 66점(평균 3점) 이상이면 초안을 승
인하는 반면 66점 미만이면 자체평가에 따른 결격 분야에 대한 수정 및
보완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개별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국민총행복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2. 평가 및 도전
무엇보다 먼저 국민총행복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국민총행복조사를 통
하여 국민총행복지수의 객관적 지표로 구체화하고, 이로부터 부문별 또
는 인구집단별 취약부문을 변별하여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5개년계획
등 모든 정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국민총행복의 9대 영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심사도구에 적용하여 궁극적 개발의 목표인 국민총행복의 증진
을 도모하는 부탄의 개발철학 또는 비전은 물질과 영성이 균형을 이루고
공평하고 정의로우며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개발의 대안적 전략으로 전세
계적으로 인정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탄의 근
대화 과정에서 국민총행복의 진전을 보인 것도 중요한 사실 중 하나이다.
부탄은 경제적 측면의 근대화와 함께 분권화와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으며, 국민총행복을 정책화하는 과정에는 공식주체인 중
앙정부와 다양한 수준의 지방정부, 비공식주체인 농촌의 농부, 시민사회
조직(CSO), 공기업 및 민간부문, 원조공여국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개입하
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주체들 간에 개별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경
합적 이해관계의 발생 개연성이 존재하고, 국민총행복이 집단적 개념이
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는 다시 국민총행복의 정책화과정에 위험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요인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상이한 주체의 정책수립
및 정책집행 과정에의 개입에 따른 정책과정의 예측불가능성, 국민총행
복 정책집행수단에 대한 몰이해 또는 그러한 정책수단의 존재에 대한 이
해의 결여, 국가개발전략으로서의 국민총행복의 본질에 대한 상이한 이
해, 피상적 이해, 몰이해, 너무 복잡하다는 인식이나 정책연계와 무관할
것이라는 인식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요인으로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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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 간에 불필요한 논쟁이 야기될 개연성
이 농후하며, 이로 인해 정책집행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심
지어 상실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요인이 상존함에도 지금까지 이를 극복하고 국민총행복을
지속적으로 진전시킨 핵심요인으로 협치의 공식적 주체나 비공식적 주체
모두의 공동가치의 공유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공동가치로는 균형, 조
화, 지속가능성, 절제, 호의, 삶의 신성 중시, 상호의존 등으로 국민총행복
이 추구하는 내용과 일치한다. 즉 모든 주체가 이러한 근본적 공동가치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총행복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대부분 정책과 프로그
램이, 이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경합적 이해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의도한 정책 효과를 이루는 방향으로 집행된다.
이러한 공동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모든 주체들에게 공유될 것인
가? 부탄의 ‘새로운’ 미래가치와 여전히 부합할 것인가? 국민총행복이
새로운 미래가치를 반영하여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는 현재 국민
총행복의 개발철학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으로, 부탄이 경험하고 있는 향
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전지구적 네트워크화의 과정에서 해결방안을 찾아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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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3년 동안 수행한 일과 행복 협동연구를 마무리한다. 제3차
년도 연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5월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하였던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계획’(2017년 7
월)에서 5대 국정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
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129)
지난 3년에 걸친 협동연구를 마무리하는 본장에서는 당초의 협동연구
계획서(연구 배경과 목적 및 예정된 연구의 주제 등), 연구보고서의 목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조사 중 삶의 인식 부가조사에 행복도를 측정하
기 위해 포함된 설문항, 2017년 일과 행복 국제콘퍼런스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향후 행복 관련 연구 및 정책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면서
129) 5개년계획에서 ‘행복’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1)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중 ‘국민 모두의 행복이 실현되는 문화국가’, (2)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의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중 ‘해외거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 추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조직적 체계 강화’, (3) ‘국
정과제 21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에서 ‘(신용회복 지원) 국민
행복기금 및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에 대해 2017년 중 적극적인 정리방안 마
련 추진’, (4) 4대 복합․혁신과제 중 세 번째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중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로부터
이번 정부가 국민, 특히 취약집단이 행복할 조건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반면 상대적으로 행복이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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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한다.

제1절 일과 행복 : 협동연구과제의 기획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2014년에 기획되었
다. 여기에서는 당초에 연구계획서에 제시된 주요 내용을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및 예정된 연구 주제 측면에서 간략히 요약한다.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당시 박근혜 정부는 국가시책에서 국민행복을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었다. 다양한 국가정책이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된 목
적으로 삼고 있으며, 고용률 70% 로드맵은 일자리를 통한 국민행복의 증
진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또한 지난 20여 년간 행복경제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국내에
서도 삶에 대한 만족도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경제학적
요인 및 노동경제학적 요인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일부 논의
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행복경제학의 틀걸이 안에서 노동경제학적 요
인-일, 일자리, 실업, 미취업, 은퇴, 여가 등-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효
과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며, 이
러한 일과 여가 관련 생애사적 요인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론적
연구뿐 아니라 실증적 연구의 필요가 존재하였다.
제1차년도 연구보고서의 제1장에서 연구의 배경으로 첫째, 상당히 낮
은 한국인의 행복도(10점 만점에 5.7)를 들고 있다. OECD의 ‘2015년 삶
(How’s Life 2015)’, UN의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2015
년) 역시 2012～2014년을 기준으로 한 한국의 행복도는 5.984로 보고서에
포함된 158개국 중 47위로 나타난다.
둘째, 당시 정부의 국민행복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들고 있다. 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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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에서 ‘국민행복 10대 공약’ 비전 제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
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2013년 2월)에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제시, 2013년 6월 고용률 70% 로드맵에서의 ‘일하
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의 기치와 ‘일자리는 국민
행복의 전제조건’의 강조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1974년 Easterlin이 경제학적 시각에서 행복을 논의한 이래 자기
선언적 주관적 행복(subjective well-being)의 측정과 결정요인에 대한
일반 경제학자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행복에 대한 연구
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현실을 들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당초 기획단계에서 본 연구의 6개 연구목적을 제시하였다. 첫째 목적은
행복경제학의 주요 논의를 검토하여 다양한 경제학적 요인과 행복의 관
계를 밝히기 위한 틀걸이를 만드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국외 학자들
에 의해 진행되어 온 행복과 행복경제학에 대한 주요 논의들을 정리함으
로써 행복경제학의 범위를 가늠하는 한편 국내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일
자리에 대한 만족도 등 노동생애사의 사건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검토
하는 것이다.
둘째 목적은 한국노동패널조사 등 기존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일
과 여가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과 정책이 행복(또는 삶에 대한 만족
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삶 또는 일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국내 기존 연구들로부터 행복의 결정요인에 대한 프로토콜을 만드는 한
편 이에 추가하여 일과 여가 등 노동경제학 관련 다양한 요인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일과 여가 관련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행복에 미
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목적은 행복포럼을 통해 관련 전문가들과 행복경제학의 흐름 및
본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여 노동경제학 측면의 행복경제학의 연구저변을
확대하는 것으로 행복경제학의 이론 및 실증분석의 저변을 형성하는 한
국판 취리히그룹(Zurich Group)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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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목적은 기존 실태자료의 한계를 극복하여 일과 행복과 관련된 보
다 적확한 지표 및 관련 변수를 변별하기 위한 실태조사 모듈을 개발하고
이를 ‘일과 행복에 관한 패널조사’(가칭)와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적용하여
보다 과학적인 실증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이는 실제 이뤄지지 않았으
며,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조사(2015년)의 ‘삶의 인식 부가조사’에서 일
부 수용되었다).
다섯째 목적은 ‘일과 행복에 관한 국제학술대회(The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k and Happiness, Seoul Korea)’(가칭)를 개최하여 국
내외 연구자들의 소통을 통하여 국내의 일과 행복에 관한 연구를 진작하
는 것으로, 연구 제3차년도에는 3개년에 걸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일과 행복 관련 주요 연구자들의 논문을 선정하여 국제학술대회
를 실시하는 것이다.
마지막 목적은 3개년에 걸친 연구와 국제학술대회를 통한 행복경제학
의 다양한 결과로부터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3. 연구의 주제
당초 3개년에 걸쳐 수행할 예정으로 제안된 연구주제는 행복경제학의
논의, 일과 행복의 실증분석, 일과 행복의 정책적 시사점 등 3개의 분야로
구성되었다.
먼저 행복경제학의 논의는 문헌연구로 (1) 행복경제학의 시작과 현재
까지의 발전-1970년대 Richard Easterlin이 행복의 개념을 최초로 경제학
적 측면에서 고려하기 시작한 데서 출발한 이후 1990년대 Blanchflower,
Oswald, Clark, Frey, Stutzer, Graham, Pettinato, Layard 등 주요 학자들
의 본격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행복경제학의 발전, 행복의 본질에 대한
이해, 행복의 측정을 위한 행복과 효용의 관계, 행복의 결정요인, 행복정
책의 정책적 결과 및 함의에 관련된 연구성과, (2) 일과 행복에 대한 논의
-취업자와 자발적 실업자 및 비자발적 실업자 간 행복 수준의 차이, 자영
업자와 피용자 간 행복 결정요인의 차이, 봉사활동의 일과 행복, 작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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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일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일자리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전반적인 실업이 행복에 미
치는 영향, 은퇴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여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등,
(3) 혼인상태와 혼인상태의 변화 및 지속기간이 혼인 자체, 혼인상태와
경제활동상태 및 일에 대한 만족도, 행복에 미치는 효과 등 혼인과 행복
에 대한 기존의 국내외 논의를 검토하는 것이다.
일과 행복의 실증분석에 포함하고자 했던 주제는 행복의 결정요인, 취
업과 행복, 다양한 집단의 일과 행복(취업자, 자영업, 기업 경영자, 산업별
일의 특성, 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사회적기업 종사자, 협동조합 종사자
등), 작업방식과 행복, 일자리 재량과 행복, 은퇴와 행복, 혼인과 행복,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일과 행복, 여가와 행복, 건강자본과 행복, 불평등과
행복, 경제상태, 다양한 지출의 가계부담 여부, 근로시간의 적정성, 임금
의 적정성, 일자리 (교육수준, 숙련수준) 미스매치, 사회경제적 지위, 경제
적 여건 등 주관적 인식과 행복 등이다.
마지막으로 일과 행복의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1) 행복경제학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일과 행복에 관한 본 연구에서 얻은 실증분석의 결과로부
터 국가 또는 경제의 행복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한편 (2) 국민행복지수에 대한 논의로 다양한 국가 또는 경제 전체 차원
에서의 행복지수와 이의 실증분석 결과들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3) 행복
경제학의 미래와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제2절 일과 행복 : 3개년 연구

여기에서는 지난 3개년 동안 수행된 연구 성과를 연구보고서의 목차,
다양한 행복도의 측정을 위해 한국노동패널 제18차조사(2015년) 삶의 인
식 부가조사에 포함된 설문항, 2017년 개최된 일과 행복 국제콘퍼런스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k and Happiness)의 내용을 간략히 소
개한다.

306 일과 행복(Ⅲ)

1. 제1차년도 연구보고서(2015년)
제1차년도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및 산업연구원과의 협동연구로
수행되었다. ‘‘일과 행복’ 연구를 시작하며’의 첫 장에서 ‘행복이란 무엇인
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총 13개 장으로 구성된 제1차년도 연구보고
서의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 1 장 ‘일과 행복’ 연구를 시작하며(안주엽)
제 2 장 일과 행복 : 기초통계(안주엽)
제 3 장 행복의 결정요인(안주엽)
제 4 장 일과 행복 : 경제활동상태(안주엽)
제 5 장 일과 행복 : 임금근로자(안주엽)
제 6 장 일과 행복 : 직종별 차이(김주영)
제 7 장 일과 행복 : 사회적경제(길현종)
제 8 장 일과 행복 :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오선정)
제 9 장 결혼과 일 그리고 행복(이경희)
제10장 일과 행복 : 성인지적 관점(김종숙․김난주)
제11장 고용 및 근로소득과 행복(김종숙․김난주)
제12장 근로 문화 및 제도와 일과 삶의 균형(김종숙․김난주)
제13장 ‘일과 행복’ 1차년도 연구를 마무리하며(안주엽)

2. 제2차년도 연구보고서(2016년)
제2차년도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및 인하대학교
와의 협동연구로 수행되었다. ‘삶의 만족도에서 행복도의 측정으로’를 첫
장의 첫 절로 삼고, 총 9개 장으로 구성된 제2차년도 연구보고서(2016년)
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조사(2015년) ‘삶의 인식 부가조사’에서 OECD
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행복도를 직접 묻는 설문항들을 추가하였음을 밝
히면서 시작된다. 이러한 설문항에는 행복도, 삶의 만족도, Cantril’s 계단,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의 인식, 5년 전과 5년 후 삶의 만족도를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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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척도로 묻고 있다. 연구보고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안주엽)
제2장 행복도의 결정요인 : 기본모형(안주엽)
제3장 행복도의 결정요인 : 가구경제의 효과(안주엽)
제4장 일과 행복 : 경제활동상태와 임금근로자(안주엽)
제5장 가구주와 일자리 만족도(김주영)
제6장 상대적 임금과 효용(정세은)
제7장 대학근로자 간 행복 비교 :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오선정)
제8장 청년세대의 일과 행복 : 심리․정서특성의 차이와 영향(김지경)
제9장 자활센터 사업 참여자의 일과 행복 : 조건부 수급자를 중심으로
(길현종)

3. 제3차년도 연구보고서(2017년)
제3차년도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및 인하대학교와
의 협동연구로 수행되었다. ‘지난 40년 동안 경제학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 ‘“주관적 변수” 전반에 관한 경제학자들의 관심, 특히 주관
적 안녕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행복경제학 4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을 첫
장으로 하여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된 제3차년도 연구보고서(2017년)는
일과 행복 국제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과 일반논문으로 발표된 내용 중
선별하여 구성되었으며,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 1 장 행복경제학의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Andrew Clark)
제 2 장 직업안정성과 직무만족도 :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 근로자 비교
(오선정․손호성)
제 3 장 비자발적 이직과 삶의 만족도(김주영․박진)
제 4 장 은퇴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Garry F. Barrett․Kadir
Ata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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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은퇴 고령층의 주거이동과 생활만족도(이경희)
제 6 장 상대소득과 상대적 의식 및 행복(이선연․Fumio Ohtake)
제 7 장 경쟁 실험에서의 행복과 생산성(정세은)
제 8 장 무엇이 행복한 지역을 구성하는가? 지역특성과 행복의 관계 탐
색(강동우)
제 9 장 부탄의 국민총행복(안주엽)
제10장 ‘일과 행복’ 연구를 마무리하며(안주엽)

4.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 조사(2015년) 삶의 인식 부가조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998년부터 실시하여 온 한국노동패널조사는 2016
년 현재 제19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제1차 조사
부터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라는 설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응답항으로 (1) 매우 만족스럽
다, (2) 만족스럽다, (3) 보통이다, (4) 불만족스럽다, (5) 매우 불만족스럽
다 의 5점 척도(Likert scale)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 삶의 만족도
에 추가하여 전반적 삶을 구성하는 (1) 가족의 수입, (2) 여가 생활, (3)
주거 환경, (4) 가족 관계, (5) 친인척 관계, (6) 사회적 친분 관계 등 6가
지 생활요인들 각각에 대해
‘다음 내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각각의 만족도 역시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
그 외 만족도와 관련된 질문으로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주된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주된 일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의 설문항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일자리 만족도와 일 만족도 역시 5점 척
도로 측정하는 한편 일 또는 일자리 만족도를 구성하는 직무요소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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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또는 소득, (2) 취업의 안정성, (3) 하고 있는 일의 내용, (4) 근로환
경, (5) 근로시간, (6) 개인의 발전가능성, (7)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8) 인
사고과의 공정성, (9) 복지후생 등에 대하여
‘주된 일과 관련하여 아래의 항목들에(이러한 각각의 요소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라는 설문을 통하여 각각의 만족도를 역시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
제1차년도 연구과정에서 5점 척도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의 한계를 인
식하고, OECD(2013)의 ‘주관적 안녕의 측정(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 SWB)에서 권고하는 설문모듈을 반영하여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
도뿐 아니라 행복도를 직접 측정하기 위한 설문을 개발하여, 이를 한국노
동패널조사 제18차년도 조사(2015년) ‘삶의 인식 부가조사’에 구현함으로
써 전반적 삶의 만족도의 연구에서 행복도의 연구로 이행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하였다.130) 조사에 포함된 설문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밑(0)에서 꼭대기(10)까지 숫자가 매겨진 사다리를 생각하세요. 맨 꼭
대기(1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를, 맨 아래(0)는 귀하의 삶
에서 가능한 최악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귀하는 지금 현재 사다리에서 몇
번째 칸에 있다고 느끼십니까?’(Cantril’s ladder)
‘하시는 일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5년 전,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5년 후, 전반적인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등으로 모두 0～10점 척도로 해당 설문의 응답을 측정하고 있는데, 향후
이들 변수를 이용하여 행복을 분석하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축적되기를
기대한다.
130) 기본적으로는 OECD의 지침을 따르는 방향을 견지하였지만 전체적인 조사부
담을 고려하여, 일과 행복의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설문항 6개를 조사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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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과 행복 국제콘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k and Happiness)
2017년 8월 31일과 9월 1일 양일(8월 30일 사전 콘퍼런스)에 걸쳐 서울
에서 개최된 일과 행복 국제콘퍼런스는 프랑스, 일본, OECD, 호주, 부탄
의 행복 연구 전문가 6명의 기조연설과 한 차례의 원탁회의(Open Round
Table Meeting), 국내외에서 응모를 통해 선별한 12편의 논문 발표로 구
성되었다.
먼저 기조연설은
∙ 행복경제학 40년과 미래(Four Decades of the Economics of Happiness :
Where Next?), Andrew Clark(프랑스 파리경제대학 교수)
∙ 행복과 상대성(Happiness and Relative Concern), Fumio Ohtake(일
본 오사카대학교 교수)
∙ 일과 안녕: OECD 접근방식(Work and Well-Being: The OECD Approach),
Fabrice Murtin(OECD)
∙ 은퇴와 주관적 안녕(The Effect of Retirement on Subjective WellBeing), Garry Barrett(호주 시드니대학교 교수)
∙ 일자리 안녕 증진을 위한 국민총행복(Using GNH to Enhance
Wellbeing in the Workplace), Karma Tshiteem(부탄 중앙인사위원
회 위원장)
∙ 공동체 구축 증진 정책 : 행복경제학의 통찰과 고령화사회에의 적용
(Policies to Promote Community Building : Insights from Economics
of Happiness and Applications to Ageing Societies), Masao Ogaki
(일본 게이오대학교 교수)
으로 구성되었다.
일반 논문 12편은 4개의 세션(근로시간과 행복, 일과 행복, 행복의 특
별 주제 I과 II)에서 발표되었다. 발표논문은 다음과 같다.
∙ 근로시간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 하위 생활영역 만족도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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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The influence of working hours on happiness : the
mediating effect of domain-specific life satisfaction)(김현정)

∙ 맞벌이 부부 노동시간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경로분석모형(Path analysis
of working couple’s working hours and life satisfaction)(김영란․
주재선․김난주)
∙ 고령자의 근로시간 형태와 생활만족도(Working Hours and Life
Satisfaction for the Elderly)(이경희)
∙ 복권 당첨을 통해 추정한 소득과 행복의 인과관계(Does Winning
the Lottery Make People Happier?)(김성훈․Andrew Oswald)
∙ 경쟁 실험에서의 행복과 생산성(Affective Well-Being and Productivity
in a Paid Real-Effort Experiment)(정세은․브란서누)
∙ 노동공급의 동료효과(Peer Effects on Labor Supply)(구로카와․사
사키․오타케)
∙ 일과 사회경제적 지위 및 삶의 만족도(Work, Socio-economic status
and Subjective Well-Being)(안주엽)
∙ 직업안정성과 직무만족도: 공공부문 및 사부문 근로자 비교(The effect
of job security on job satisfaction : A comparis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 workers)(오선정․손호성)
∙ 비자발적 이직과 삶의 만족도(Involuntary Job Separation and Life
Satisfaction)(김주영․박진)
∙ 고등학교 유형별 특성이 한국 청년층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s of high school type in Korea on the life satisfaction of
youths)(서미숙)
∙ 출산율은 삶의 질과 비례하는가? : OECD 국가들의 삶의 질 요인
(BLI)과 출산율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추이 분석(More Children, Better
Quality of Life? : A Trend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irthrate and Better Life Index(BLI) in OECD Countries)(김경
희․유승호․박형준)
∙ 무엇이 행복한 지역을 구성하는가? : 지역특성과 행복의 관계 탐색
(What makes happy regions? :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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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강동우)

제3절 에필로그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행복의 결정요인이 무엇
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3년에 걸친 여정을 마친다. 이러한 여정
에서 당초 제시한 연구의 목적들은,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미
답의 경지로 남아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정 부분 달
성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여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의 방향, 행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의 구축 방안, 모든 국민의 행복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복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국가정책의 방향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다.
첫째, 행복의 결정요인과 행복의 성과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
속적 연구를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의 일부를 제시하면, 제3차년도 연구
보고서의 첫 장의 행복경제학의 나아갈 방향에서 밝혔듯, ‘누가 행복한
것인가?’라는 행복의 결정요인뿐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라는 행복의 성과에 대한 연구가 현재까지의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평
균 개념으로서의 행복의 수준에 대한 분석에서 더 나아가 행복의 분포에
대한 분석, 보다 장기간에 걸친 행복의 결정요인과 행복의 성과, 선택 또
는 주관적 인식과 같은 결정요인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
변수의 모색, 행복과 불행 인식 자체의 비대칭성과 행복 결정요인의 비대
칭성, 과거 사건으로부터 행복도의 적응과정, 행복과 뇌활동 및 유전자를
연계하는 뇌과학 및 유전학과의 융합적 연구 등이다.
둘째,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설문을 개발하는 한편 정부를 포함
한 다양한 주체들이 실시하는 모든 실태조사에서 이를 전폭적으로 채택
함과 아울러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시에는 일
부 실태조사만 전반적 삶의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파악하는 데 그쳐, 제1
차년도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서 밝혔듯, 분석자료의 결여가 국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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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연구의 부진으로 이어졌는데 국제적으로 40년에 걸친 행복경제학의
성과가 풍부한 현실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라는 관찰을 통해 이러한 노력
이 여전히 긴급한 현안이라는 판단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조사
(2015년)에서 다양한 행복도를 직접 측정하기 위한 설문을 포함시킨 것은
본 연구의 커다란 성과 중 하나로 다행스런 일이며, 더 나아가 2017년 실
시 중인 제20차조사에서도 일부 설문을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행복
연구의 저변을 크게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과 급속한 세계화 및 저출산․고령화사회라는
도전에 직면하여 현 정부를 포함한 미래의 모든 정부가 모든 국민의 행복
제고를 궁극적 목표로 삼는 국정방향을 설정할 것을 조심스럽게 기대한
다. 현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목표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이의 필요
성으로 정책 우선순위의 설정, 정책 간 연계성 확보, 한정된 자원의 효율
적 운용, 국정운영의 연속성 확보, 정책집행 단계에서 목표와의 정합성과
일관성의 유지, 열린 국정운영의 공유를 통한 정당성과 효과성 제고 및
국민-정부 소통기반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언급하였듯, ‘행복’이
란 말의 명시적 기술이나 전면적 도입은 없지만,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삼고, 이를 위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
략 및 100대 국정과제를 통하여, 국민-특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의 행복 또는 이의 추구를 위한 조건들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
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향후 이러한 국정운영의 성과를 성장의 차원
에서 뿐 아니라 행복의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
든 국민의 행복의 증진에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를 기
대한다.
마지막으로 일과 행복이라는 시각에서 모든 국민이 생애에 걸친 노동
과 여가 수준의 적정성을 추구함으로써 생애행복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보완하고 불비한 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일과 삶
의 균형(work-life balance)으로 압축되는 일하는 문화와 노는 문화가 행
복을 지향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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