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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심수진1)
요약
주관적 웰빙은 최근 삶의 질이나 웰빙을 측정하는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
고 있다.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주관적 웰빙을 구성하는 세 개의 차원 즉 삶에 대한 만족도, 정
서경험, 유데모니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탐색해보기 위한 것으로 인구사회학
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자본 요인이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유데모니아 각각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 개의 요인 중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인한 설명력은
4% 미만으로 낮은 반면, 경제적 요인과 사회자본 요인을 추가한 후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주
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웰빙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주
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20~30대의, 대졸 이상 학력 집단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집단
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사회관계망이 넓을수록 주관적 웰빙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주 관 적 웰 빙 에 취 약 한 집 단 은 주 로 경 제 적 인 어 려 움 을 경 험 하 고 있 는 40~50대 로 사 회 적 으 로 도
고립된 집단이었다.

주요용어 : 주관적 웰빙, 삶에 대한 만족도, 삶의 질, 사회자본

1. 서론
최근 삶의 질이나 웰빙을 측정하는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이 자리매김되고 있어 그 중요성과 측정결과에 대한 정책적 활용의 필요
성이 급속히 부각되고 있다. 주관적 웰빙은 개인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삶을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Diener & Tov, 2012) 일반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 등으로 주로 측정되고 있다. 이러한 주관적 웰빙의 중요성이 부각된 배
경에는 크게 국내에서의 인식변화와 국제적인 흐름이 자리잡고 있다.
먼저 국내에서의 인식변화를 보면,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는 국민 행복, 삶의 질
증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산
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인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지거나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삶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1990년 61.1%
에서 2002년 47.3%로 감소하였고(OECD, 2005), 2000년 이후에 들어서 최근(2014년)까
지도 삶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3점 정도의 수준에서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
고 있다(통계청 사회조사).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인간
개발지수 결과를 보면 소득, 교육수준, 기대수명 등의 객관적인 조건은 1980년 0.628
에서 2013년 0.891로 급격히 증가하여 이미 세계 최상위 수준(187개국 중 15위)임을
1)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청, 주무관. E-mail: shimsj@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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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는(UNDP, 2014) 반면에 삶에 대한 만족도는 2012～14년 10점 만점에
5.984점으로 158개국 중 47위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Helliwell et al., 2015).
이러한 결과들은 산업화에 따른 경제성장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에 대한 만족도
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빈곤, 빈부격차, 사회
갈등, 고령화, 저출산, 높은 자살률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들은 경제성장 중심 패러다
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 중심에서 국민행복 증진과
삶의 질 제고로 정책의 관심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웰
빙에 대한 체계적인 측정과 함께 주관적 웰빙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이고 인구집단
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스티글리츠 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 ｢경제적 성취 및 사회발전 측
정｣(Stigliz et al., 2009)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있어 주관적 웰빙 측정의 중요성
과 함께 국가통계기관에서 이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이후,
국제기구와 국가통계청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측정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OECD,
2013; Ven, 2015). OECD에서는 2011년 발표한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2011)에서 웰빙을 측정하는 11개 하위영역 중 하나로 주관적 웰빙을 별도의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주관적 웰빙 측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고
서(OECD, 2013)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주관적 웰빙 측정을 위한 핵심 항목을 제
시하고 있으며, 국가통계기관에서 주관적 웰빙의 지속적인 측정 및 관리와 함께 장기
적으로는 정책적인 활용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UN에서는
2012년부터 ‘갤럽월드폴(Gallup World Poll)’ 자료를 활용하여 주관적 웰빙 측정결과에
대한 국가간 비교,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주는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Helliwell et al., 2015).
국내에서도 주관적 웰빙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분석에 활용
하는 자료들은 국제비교 자료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 표본자료이다. 주로 행복이
나 삶에 대한 만족도로 이를 분석하고 있지만, 세부 측정항목 또한 연구자가 활용하
는 자료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주관적 웰빙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OECD의 ｢주관적 웰빙 측정을 위한 가
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관적 웰빙 측정항목을 활용하고자 한다. OECD 가이
드라인에서는 주관적 웰빙을 세 차원,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과 부정적 정서 경험’,
‘유데모니아 2)’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를 측정하는 5개의 핵심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OECD, 2013). 이 다섯 개의 핵심항목을 활용하여 한국사회의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과 함께 각각의 차원별로 분석결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의 주관적 웰빙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개인의 다른 특성들보다 사
2) ‘유데모니아(eudaimonia)’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나온 개념으로 ‘좋은 삶(good life)’으로
설명된다. 유데모니아는 행복보다 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유데모
니아의 필수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데모니아 측면에서 웰빙의 현
대적 개념은 세부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과는 다르지만, 주관적 웰빙을 단순히 삶의
평가나 감정상태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OEC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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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자본 요인이 주관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박희
봉․이희창, 2005; 김미곤 외 2014; Helliwell & Wang, 2010; Helliwell et al. 2015).
즉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신뢰나 자율성이 높은 사회일수록 주관적 웰빙이 높
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신뢰, 참여, 네트워크 등을 통한 인
간관계로부터 생성된 사회자본이 개인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보여주는
것이다(박희봉․이희창, 2005).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이 주관적 웰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사
회에서 주관적 웰빙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관적 웰빙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주관적 웰빙은 행복, 좋은 삶, 삶에 대한 만족 등으로 주로 사용되나 행복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Veenhoven, 2012; OECD, 2013), 성취에 대한 감정, 삶의 목적,
의미 등 개인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삶을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
이다(Diener & Tov, 2012). 연구자에 따라 주관적 웰빙에 대한 정의와 측정에 있어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인지적인 평가를 보여주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정서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경험’으로 측정된다(Diener,
1984; Berger-Schmitt & Noll, 2000; Hoorn, 2007; OECD, 2013). 최근에는 이러한 인
지적 평가, 정서적 측면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를 보여주는 삶의 목적, 가
치, 자율성 등에 대한 측정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심리적 웰빙, 번영(flourishing)
또는 유데모니아(eudaimonia) 등의 개념이 주관적 웰빙 측정의 한 부분으로 포함된다
(Ryff & Keyes, 1995; OECD, 2013; ONS, 2015). OECD에서 최근 발간한 ｢주관적 웰
빙 측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주관적 웰빙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있으
며 이를 측정하는 세 개의 차원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부정 정서경험’, ‘유데
모니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OECD, 2013).
주관적 웰빙과 관련된 연구들은 최근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
라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Diener et al., 1999). 주관적 웰빙의 결정요인에 대
해 분석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연구결과에 대해서 크게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자본 요인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2.1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주로 활용되는 변수는 성, 연령, 학력, 혼인여부, 종교, 직
업, 정규직 여부, 건강상태 등을 들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주관적 웰빙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나(Helliwell et
al., 2015; 김미곤 외, 2014) 모든 연구에서 일관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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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인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성별 차이는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Dolan et al.,
2008; 임낭연 외, 2010).
주관적 웰빙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일반적으로 ‘U-shape’으로 설명된다. 연령이 어
리거나 많은 사람들의 주관적 웰빙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으로 이는 주로 외국의
연구결과에서 주로 나타난다(Helliwell et al., 2015; Hoorn, 2007). 이러한 연령대별 주
관적 웰빙의 차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설명이 이루어진다
(Dolan et al., 2008). 그러나 연령 또한 모든 연구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으
며,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세계행복보고서｣(Helliwell et al.,
2015)의 국가별 연구결과를 보면, 러시아, 라틴 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에서는 ‘U-shape’
이 나타나지 않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웰빙이 낮아지는
특징을 보인다(박희봉·이희창, 2005; 김미곤 외, 2014).
학력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희봉·이희창, 2005; 김미곤 외, 2014). 이에 대해서는 교육은 소득증가
뿐 아니라 개인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많은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
기 때문에 주관적 웰빙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Zhou, 2014). 그러
나 이러한 결과 역시 모든 연구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며, 도란 등(Dolan et
al., 2008)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은 주로 소득, 건강상태 등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혼인여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희봉·이희창, 2005; Dolan et al., 2008; Boarini et al.,
2012; Zhou, 2014). 그러나 김미곤 외(2014)의 연구에서는 가구관련 변수(가구원수, 장
애인가구, 실업, 자가소유)를 투입하자 기존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던 배우자 유무
변수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결과를 보였다.
종교와 주관적 웰빙과의 관계를 보면 종교가 있는 사람일수록 주관적 웰빙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박희봉·이희창, 2005; Dolan et al., 2008), 직업과 관련해서는 실업 그리
고 비정규직인 집단에서 일관되게 낮은 주관적 웰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Dolan
et al., 2008; Boarini et al., 2012). 이 외에도 건강상태는 주관적 웰빙과 유의미한 관
계를 나타내며, 육체적 건강보다는 정신적 건강의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
을 보인다(Dolan et al., 2008; Boarini et al., 2012).
인구사회적인 특성은 아니지만 개인의 특성 중 주관적 웰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심리학에서는 주로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을 중요시 한다. 많은 선행연
구 결과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외향적이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낙관적인 성격을 가
진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주관적 웰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Diener, 1984; 구재선․서은국, 2011). 특히 구재선․서은국(2011)의 연구에 따르면 인
구학적 특징이 행복의 개인별 차이를 설명하는 정도는 1～2%에 불과하며, 성격이나
수입과 같은 요인을 통제했을 때는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행복 차이는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격이나 행복관과 같은 심리적 특징은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
한 이후에도 여전히 행복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웰빙을 설명하
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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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은 주관적 웰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변수이다.
소득과 주관적 웰빙과의 관계는 이스터린의 연구결과가 대표적으로, 국가간 비교연구
에 있어 일정소득 수준까지는 소득의 증가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정소득 이상
에서는 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연구결과(김미곤
외, 2014; Dolan et al., 2008)에서는 절대적인 소득수준보다 상대적인 소득이나 계층의
식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소득격차와 주관적 웰빙과의 관계는 소득격
차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Boarini et al., 2012)가 있는
반면, 소득격차가 행복에 크지는 않지만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결과도 존
재한다(구교준 외, 2014). 디너 등(Diener et al., 1995)의 국가간 주관적 웰빙의 결정요
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소득과 개인주의는 주관적 웰빙과 상관관계를 갖지만, 각
각의 변수를 통제했을 때 상이한 연구결과를 보여준다. 소득을 통제했을 때 개인주의
는 여전히 주관적 웰빙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지만, 개인주의를 통제했을 때 소득과
주관적 웰빙과의 상관관계는 두 변수가 관련이 없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이나 경제적 안정정도는 주관적 웰빙과 관련성이 높은
변수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관적 웰빙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다루
어지는 요인이다.
2.3 사회자본 요인
사회자본이나 사회통합 관련 변수들과 주관적 웰빙을 분석한 연구사례는 최근 증
가추세를 보이고 있다(Helliwell et al., 2014; Helliwell & Wang, 2010). 다른 변수들보
다 사람들간의 긍정적인 사회관계가 개인의 주관적인 웰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디너와 셀리그만의 연구(Diener & Seligman, 2002)
에서는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있어 충분조건은 없지만, 사회적 관계는 필수조건
이 된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국가간 주관적 웰빙을 비교하는 연구결과에서는 국가의 소득을 통제했을 때 전체
주관적 웰빙을 설명하는 변수로 평균수명, 나라의 부패정도, 자율성 정도를 포함한다
(Diener et al., 2009). 이는 UN의「세계행복보고서」(Helliwell et al., 2015)의 결과와
도 유사한데, 보고서에서는 주관적 웰빙 측정결과 분석에 있어서 삶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소득, 사회적 지지, 기대수명, 자율성, 기부, 부패정도의 변수
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여섯 개의 변수 모두 삶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
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이나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포함하여 분석할 경우 긍정정
서가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며, 자율성(autonomy)과 기부는 영
향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봉·이희창의 연구(2005)에서는 경제적 요인, 사회적 배경, 사회자본(신뢰, 사회
참여, 정치참여, 네트워크)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세 요
인을 각각 분석한 결과에서는 경제·사회적 요인보다 사회자본의 설명력이 가장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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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경제·사회적 배경과 사회자본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제·사회
적 배경 요인의 일부 변수는 영향력이 없어지는 반면, 사회자본 요인은 지속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사회자본 중 네트워크와 신뢰는 삶의 만족
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김미곤 외(2014)의 연구에서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통합정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회적 통합정도에는 신뢰, 갈등인식, 불공정인식, 사회활
동 참여정도의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분석결과는 경제적인 수준과 사회통합 수준 모
두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은
그 자체로는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나 주관적 계층의식이나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변수를 투입시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사회통합 변수를 투입했을 때 영향력이 통
계적으로 소멸되었다.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사회를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주관적 행복의 수준은 더 높게 나타났다.
와이나 주(Zhou, 2014)의 연구에서는 세계가치관조사, 갤럽월드폴, 아시아바로미터
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 자료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삶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이
나 시민사회적 요소들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패하지 않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고 느낄수록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누린다고 생각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신뢰가 높을수록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웰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들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에 따라 일관된 결
과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주관적 웰빙이 더 높으며, 학
력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관적 웰빙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나, 일
부 연구결과에서는 다른 변수를 통제할 경우 설명력이 사라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경제학적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요인들보다 선행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
다. 소득이 주관적 웰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나타나나, 일부 연구에서는 다른 변수로 인해 소득의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절대적인
소득수준보다는 상대적인 소득수준을 보여주는 변수들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자본 요인은 최근 연구사례에서 다른 요인들보다 주관적 웰빙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회관계, 신뢰정도, 자율성 등은 주관적 웰빙을 결정하
는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자본과 관련된 변수의 경우는 인구사
회학적인 요인이나 경제적 요인처럼 모든 연구에서 일관된 변수의 활용이 어렵다. 분
석시 활용하는 자료에 따라서 사회자본에 대한 측정항목이나 분석하는 변수에서 차이
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모든 선행연구결과가 동일한 분석결과를 도출하지는 않
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율성이 높을수록, 사회활동 참여율
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제비교 결과나 해외 및 국내의 연구사례에서도 일관
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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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검토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주관적 웰빙을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과 부정의 정서경험, 유데모니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회자본 요인과 함께 개인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인구사회학
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포함하여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기존의 주관적 웰
빙 분석 연구들과 다른 점은 주관적 웰빙을 분석하는 데 있어 삶에 대한 만족이나 행
복 등의 하나의 차원이 아닌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과 부정 정서경험, 유데모니아 등
주관적 웰빙을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을 모두 분석에 포함하여 이들의 차이점을 비교
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 분석자료 및 방법
3.1 분석자료
분석에서 활용한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3년부터 매년 조사하고 있는 국가
승인통계인 ‘사회통합실태조사’이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69
세 이하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7,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내용은 사회적 역능성, 사회참여, 정치참여, 사회적 소통, 사회적 신
뢰, 사회적 포용, 사회보장, 공정성의 8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이 조사에서는 OECD
의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핵심항목과 동일한 5개의 주관적
웰빙 측정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5개 항목은 삶에 대한 평가적 측면인 ‘삶에 대한 만
족도’, 정서적 측면인 ‘어제 경험한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3개 항목, 그리고 삶에 대한
가치와 번영 정도를 측정하는 ‘유데모니아’ 항목으로 구성된다(<표 3.1>). 각 항목은
모두 0～10점 척도로 측정된다. 이 항목과 기본조사항목, 사회자본 관련 조사항목을
활용하여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표 3.1> 주관적 웰빙 측정항목
질문내용
삶에 대한
만족도

정서경험

유데모니아

척도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0～10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0～10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셨습니까?

0～10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까?

0～10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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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틀과 분석방법
개인들의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어떠한 변수에 의해서 주
관적 웰빙이 결정되는 지를 회귀분석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종속변수로는 주관
적 웰빙을 측정하는 변수인 삶에 대한 만족도와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유데모니아 변
수 각각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관적 웰빙을 결정하는 독립변수들은 선행연구 결과들
을 보면 개인들의 성, 연령, 학력 등의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 건강상태, 경제적인 수준, 사람들과의 관계망, 사회의 민주주의나 자율성 정도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 연구의 분석모형에서는 독립변수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서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과 함께 사회자본 요인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관적 웰빙을 보여주는 삶에 대한 만족도와 정
서경험, 유데모니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각각의 결과는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최근의 주관적 웰빙 측정 연구에 있어 사회자본이나 통합 등 사람들간의 관계, 신
뢰, 자율성 정도 등이 주관적 웰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으
며, 일부 연구에서는 다른 요인들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관적 웰빙
분석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보면 개인의 성격
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심리학계의 연구에서는 성격
을 주관적 웰빙을 분석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을 분석에 포함하
고 있다. 개인의 성격이 주관적 웰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은 명백하나 성격
이나 기질은 심리학의 연구분야로 정책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부분이다. 또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조사자료에서 성격과 관련된 항목을 측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연구
에서는 개인의 성격과 관련된 변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회귀모형에 투입되는 독립변수는 요인의 성격별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
인, 사회자본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요인을 단계별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종속
변수는 ‘삶에 대한 만족도’와 ‘유데모니아’, ‘긍정정서’, ‘부정정서’로 각각 별도로 분석
하였다. 기초분석 결과 20대에서 높은 긍정정서와 부정정서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
고, 긍정정서가 높은 집단과 부정정서가 낮은 집단의 특징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것으로 짐작컨대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구성하는 매커니즘이 다
를 수 있으므로 두 정서경험을 통합하지 않고 각각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연구(UN, 2015)에서도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긍
정정서와 부정정서는 서로 각각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분리해서 분석해야 한
다고 설명하고 있다(Helliwell & Wang, 2014).
각 요인별 투입된 변수를 보면,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개인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변수로 구성된다.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일관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주관적 웰빙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활용되어 온 성별, 연령,
연령제곱,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 항목을 활용하고자 한다. 교육수준은 분석을 위해
중졸 이하, 고졸, 대졸이상으로 구분하였고, 직업은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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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그 외 기타, 무직으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요인은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변수로 구성하고자 한다. 가장 대
표적으로 활용되는 변수는 가구소득이다. 그러나 선행연구결과(김미곤 외, 2014;
Doran et al., 2008)를 보면 절대적인 소득수준보다도 상대적인 소득수준이나 경제적
인 안정성 정도 등의 변수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구소득 항목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 경험’ 항목과 ‘경제생활 안정도’ 항
목을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가구소득 항목은 분석을 위해 200만원 미만, 200～
499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3). ‘경제적 어려움 경험’ 항목은 6개 항
목 4)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경험여부를 묻는 항목으로 질문되었으며, 6개 항목에 대해
모두 경험이 있는 경우 6점으로 하나도 없는 경우는 0점으로 하여 변환하였다. ‘경제
생활 안정도’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서 0～10점 척도로 측정된다.
사회자본 요인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크게 사회적 관계, 사회활동, 신뢰
정도,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선
행연구에서 주관적 웰빙과 관련성이 높은 요인들로 제시되어 온 변수들이다. 먼저 사
회적 관계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연결망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사회관계망’ 변수를
활용하였다. ‘사회관계망’은 각 상황 5)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
지로 측정되며(① 없다 ～ ⑥ 10명 이상), 세 개 항목의 측정결과를 단순평균하여 환
산하였다.
사회활동은 자발적인 사회적 활동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정치활동’ 항목을 포함하
였다. ‘정치활동’은 정치 및 사회 현안에 대한 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를 8개 세부항
목6)에 대해서 4점 척도(① 지난 1년 동안 한 적이 있다 ～ ④ 활동한 적은 전혀 없으
며 향후에도 의향이 없다)로 측정되며, 8개 항목을 역코딩 한 후 단순평균하여 합산하
였다.
신뢰정도는 ‘집단신뢰도’ 항목으로 구성된다. ‘집단신뢰’는 가족, 이웃, 친구/직장동
료, 낯선 사람, 국내 거주 외국인 각각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는지로 측정되며(4점
척도), 5개 항목을 단순평균하여 합산하였다. 사회공정성 평가는 사회가 얼마나 공정
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으로 11개 항목 7)에 대해서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지
3)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원수의 반영이 필요하나, 현재 가구소득 자료가 카테고리 응답으로 되
어 있어, 가구원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제 금액이 아닌 각 카테고리의 중간값으로 계산해
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분석에서는 가구원수를 반영하지 않은 가구소득 자료를 활용하였음
4) ① 식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 ② 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③ 본인 또는 가족의 학비 마련이 곤란하여 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
은 적이 있다. ④ 타의에 의한 실업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⑤ 공과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⑥ 집세의 상승으로 이사한 적이 있다.
5) 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②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③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6) ①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②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온라인 게시
판 등에 의견 올리기 ③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하기 ④ 서명운동 참여하기 ⑤ 탄원서/진정
서/청원서 직접 제출하기 ⑥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⑦ 공무원, 정치인에게 민원이나 의견
을 전달하기 ⑧ 불매운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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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척도(① 전혀 공정하지 않다 ～ ④ 매우 공정하다)로 측정되며, 11개 항목을 단순
평균하여 합산하였다.
신뢰와 사회공정성을 측정하는 항목으로는 이 외에도 ‘기관신뢰’, ‘행정기관에 대한
공정성’, ‘대인신뢰’ 등의 활용가능한 항목이 있었으나 이들 항목이 측정하는 내용이
유사하고, 상관관계도 높아 8) 이 항목들 중 ‘집단신뢰’와 ‘사회공정성 평가’ 항목을 선
택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각 변수의 측정값과 표준편차는 <표 3.2>에 제시되어 있다.
<표 3.2> 각 항목별 측정 결과(2014년)
요인

항목
성별
연령

비율

남(50.8%), 여(49.2%)
평균연령: 44.2세
20대(17.6%), 30대(20.8%), 40대(23.4%), 50대(22.9%), 60대
연령구분
(15.3%)
혼인상태 미혼(26.4%), 배우자 있음(64.3%), 사별(4.5%), 이혼(4.9%)
안받았음(1.2%), 초등학교(4.8%), 중학교(7.6%), 고등학교
교육수준 (45.5%), 4년제 미만 대학(15.5%), 4년제 이상 대학교
인구
(23.1%), 대학원 석사(2.1%), 대학원 박사(0.3%)
사회학적
교육재분류 중졸 이하(13.6%), 고졸(45.5%), 대졸 이상(41.0%)
요인
취업여부 예(68.4%), 아니오(31.6%)
관리자(3.7%), 전문가(6.1%), 사무직(15.2%), 서비스
직업
(14.7%), 판매직(10.0%), 농림어업(4.6%), 기능직
(6.3%), 기계조립(2.5%), 단순노무(5.1%), 군인(0.3%)
전문 · 관 리직(9 . 9 % ), 사무직( 1 5 . 2 %), 서비스· 판매직
직업재분류1) (24.8%), 그외 기타(18.5%), 무직(31.6%)(무직 15.5% /육
아·가사 16.1%)
소득없음(1.7%), 100만원 미만(5.8%), 100～199만원(14.7%),
200～299만원(19.8%), 300～399만원(21.3%), 400～499만원
월평균
(15.9%), 500～599만원(9.9%), 600～699만원(4.3%), 700～
가구소득
799만원(2.4%), 800～899만원(1.4%), 900～999만원(1.1%),
1000만원 이상(1.7%)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22.2%), 200～499만원(57.0%), 500만원 이상
경제적
재분류
(20.8%)
요인
끼니 거름(3.8%), 진료를 받지 못함(9.8%), 학비마련 대출
(15.9%), 실업(8.0%), 공과금 미납(14.0%), 집세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경험 이사(11.3%)
6개 항목에서 ‘있다’ 응답 합산(0～6점)
경제생활
0～10점
안정도

표준
평균
편차
7,500 7,500 -

사례수

7,500

-

-

7,500

-

-

7,500

-

-

7,500
7,500

-

-

7,500

-

-

7,481

-

-

6,617

-

-

6,617

-

-

-

-

7,500

1.21 0.63
7,500 1.92 4.48

7) 11개 항목: 교육기회, 취업기회, 과세 및 납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지역균형발전,
법집행, 정치활동, 성별에 따른 대우, 언론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8) 기관신뢰와 행정기관 공정성(r=.65), 기관신뢰와 사회공정성(r=.60), 행정기관 공정성과 사회
공정성(r=.67)

한국사회에서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3개 항목(1～5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 돈을 빌
릴 수 있는 사람 수(2.02),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
사회관계망
는 사람 수(2.25), 우울할 때 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수(2.49)
8개 항목(1～4점):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주변인과
대화한 경험 여부(2.99),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온라
인상 의견피력 경험 여부(1.79), 정부나 언론에 의견제시
정치활동 경험 여부(1.67), 서명운동 참여 경험 여부(2.14), 탄원서
/진정서/청원서 제출 경험 여부(1.64), 시위/집회 참여
사회자본
경험 여부(1.65), 공무원/정치인에 민원 전달 경험 여부
요인
(1.72), 불매운동 참여 경험 여부(1.84)
5개 항목(1～4점): 가족(3.53), 이웃(2.63), 지인(2.91),
집단신뢰도
낯선 사람 (1.85), 국내 거주 외국인(1.85)
11개 항목(1～4점): 교육기회(2.65), 취업기회(2.32), 과세
및 납세(2.24), 복지혜택(2.34), 지역균형발전(2.26), 법집
사회공정성
행(2.29), 정치활동(2.12), 성별에 따른 대우(2.41), 언론
평가
보도(2.29), 대기업/중소기업간 관계(2.11), 경제/사회적
인 분배구조(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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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 0.68 2.25

7,500 0.79 1.94

7,500 0.41 2.56

7,500 0.48 2.29

1) 직업재분류시 군인(19명)은 제외함(다른 직업집단과 다른 특징을 보임)

4. 분석결과
4.1 삶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 웰빙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삶에 대한 만
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의 모형 1～3은 각각의 요
인이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별로 보여준다. 모형 1은 인구사회학적
2
인 변수가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 1의 R =.039로 인
구사회학적인 변수는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의 변량을 약 3.9% 정도만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연령제곱, 유배우자, 이혼, 교육수준, 직업(전문·관리직, 사무
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배우자가 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집단에서 삶
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혼인상태가 이혼인 경우는 미혼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
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다 다시 증가하는 U
자형 모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25～29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낮아지다 65세 이후 약간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인다. 이는 연령과 삶에 대한 만족도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
연령층에서의 증가폭이 미미하기는 하지만 증가경향을 보인다.
2
모형 2는 경제적 요인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으로 R =.185로 증가하여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의 변량을 약 18.5%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 변수가
세 개인데도 불구하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비해 설명력이 크게 증가하여 경제적 요

36

심수진

인이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 요인에 포함된 세 변수
중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집단, 경제적 어려움 경험, 경제상황 안정도는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 경제
적 어려움에 대한 경험이 적을수록, 경제상황이 안정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고소득층의 경우 삶에 대한 만
족도가 높긴 하지만, 객관적인 소득수준보다는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경제상황이
삶에 대한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요
인 중 이혼, 고졸, 전문․관리직, 사무직의 경우 경제적 요인이 포함됨에 따라 통계적
유의미성이 소멸되어 이들 집단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서 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대졸 이상 집단도 경제적 요인이 포함되면서 통계
적 유의미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모형 3은 사회자본 요인을 추가로 포함한 분석으로 R =.214로 증가하여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의 변량을 약 21.4%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 요인에 포
함되는 네 개의 변수 모두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집단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에 대해 공정하다
고 평가할수록, 사회관계망이 넓고, 정치활동 참여가 활발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신뢰가 높을수록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주관적 행복수준이 높다는 기존 연구결과(김미곤 외, 2014)와 일치한다.
경제적 요인과 사회자본 요인이 추가됨에 따라 연령, 유배우자, 대졸이상, 500만원 이
상 소득집단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수들은 경제적 요
인과 사회자본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직업은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변수들마다 다른 단위로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수들의 단위를 표준화한 표준화
회귀계수로 각 변수들이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연령과 연
령제곱, 경제상황 안정정도 변수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4.1> 삶에 대한 만족도의 회귀분석 결과

상수
성 별 (남 자 =0)
연령
연령제곱
유배우자
혼인
인구
이혼
학력
고졸
사회학적
(중 졸 =0) 대 졸 이 상
요인
전 문 ·관 리 직
직업
사무직
(무 직 =0) 서비스·판매직
그 외 기타

모형1
계수
β
6.570***
0.188*** (0.049)
-0.083*** (-0.583)
0.001*** (0.549)
0.440*** (0.110)
-0.229* (-0.026)
0.437*** (0.114)
0.720*** (0.185)
0.286** (0.045)
0.360*** (0.068)
-0.048
(-0.011)
-0.004
(-0.001)

모형2
계수
β
5.214***
0.140**
(0.037)
-0.057*** (-0.392)
0.001*** (0.331)
0.236*** (0.059)
0.008
(0.001)
0.134
(0.035)
0.247**
(0.064)
0.152
(0.024)
0.066
(0.013)
-0.058
(-0.013)
-0.001
(0.000)

모형3
계수
β
2.796***
0.177**
(0.031)
-0.049*** (-0.338)
0.000**
(0.269)
0.197**
(0.049)
0.010
(0.001)
0.065
(0.017)
0.161*
(0.042)
0.113
(0.018)
0.058
(0.011)
-0.071
(-0.016)
0.001
(0.000)

한국사회에서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월평균
200～ 499만 원
가구소득
경 제 적 (200만원
500만 원 이 상
미만=0)
요인
경제적 어려움 경험
경제상황 안정도
집단신뢰도
사회자본
사회공정성 평가
사회관계망
요인
정치활동

27.390***
0.039
주 1) * p<0.05 ** p<0.01 *** p<0.001
2) β = 표준화 계수임
3) 사례수: 모형1(7,481), 모형 2, 3(6,607).

F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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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0

(0.013)

0.025

0.230**

(0.049)

0.167*

***

-0.168
(-0.107)
0.335*** (0.338)

99.796***
0.185

(-0.007)
(0.036)

***

-0.165
(-0.105)
0.294*** (0.297)
0.527*** (0.115)
0.258*** (0.066)
0.205*** (0.074)
0.104*** (0.044)
94.128***
0.214

세 개의 모형을 비교해보면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삶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설
명하는 비율은 3.9%에 불가한 반면, 경제적 요인과 사회자본 요인 투입시 각각
18.5%, 21.4%로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른 요인들보다 사회자본 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박희봉·이희창(2005)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또한 경제
적 요인과 사회자본 요인이 투입됨에 따라 기존에 유의미했던 고졸, 전문·관리직, 사
무직 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소멸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박희봉·이희창(2005)의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요인을 투입하자 기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주택소유 변수(월세), 주택
시가(5천만원 미만), 고졸 미만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소멸되었다. 김미곤 외(2014)
의 연구에서는 소득수준 자체는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나 주관적 계층의식과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변수 투입시 그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고, 사회통합 관련 변수(신
뢰, 갈등인식, 불공정 인식, 사회활동 참여)를 투입했을 때 그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소
멸됨을 보여주고 있다.
4.2 유데모니아
<표 4.2>의 모형 1～3은 각각의 요인이 유데모니아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별로 보
여준다. 모형 1은 인구사회학적인 변수가 유데모니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2
모형 1의 R =.043으로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는 유데모니아 차이의 변량을 4.3%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유배우자, 교육수준,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배우자가
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집단의 유데모니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연령, 연령제곱, 이혼, 서비스·판매직과 그 외 기타 직종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2
모형 2는 경제적 요인을 추가로 포함한 것으로 R =.119로 증가하였으며, 유데모니
아 차이의 변량을 약 11.9%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삶에 대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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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요인 추가시 설명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제
적 요인에 포함된 세 변수 중 월평균 가구소득을 제외한 경제적 어려움 경험, 경제상
황 안정도 변수가 유데모니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데모니아는 객관
적인 소득수준보다는 주관적인 경제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요인이 포함됨에 따라서 기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던 사무직 변수의 경우
통계적 유의미성이 소멸되어 사무직이 무직에 비해 유데모니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유배우자와 고졸 변수 또한 경제적 요인
이 추가됨에 따라 통계적 유의미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모형 3은 사회자본 요인을 추가로 포함하는 모형으로 R =.143으로 증가하여, 유데
모니아 차이의 변량을 약 14.3%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 요인에 포
함되는 변수 중 집단신뢰도, 사회관계망, 정치활동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집
단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관계망이 넓을수록, 정치활동 참여가 활발할수록
유데모니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삶에 대한 만족도 분석과는 달리 사회공정성 평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사회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유데모니
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사회자본 요인이 포함됨에 따라서 고졸 변수의 통
계적 유의미성이 소멸되어, 고졸 집단에서 유데모니아의 차이는 사회자본 요인에 의
해 설명될 수 있다. 반면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사회자본 투입시 전문·관리직 변수
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소멸되었는데 유데모니아의 경우 지속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
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삶에 대한 만족도는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유데모니아의 경우 전문·관리직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유데모니아가 삶의 가치나 목적의식을 측정하는 것으로 전문·관리직 집단에서 특히
유데모니아가 높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준화 계수로 각 변수들이 유데모니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경제상황의 안정도, 집단신뢰도가 가장 높은 영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개의 모형을 비교해보면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유데모니아의 차이를 설명하는
비율은 4.3%이고, 경제적 요인과 사회자본 요인이 포함된 모형은 각각 11.9%, 14.3%
로 나타났다. 유데모니아의 경우 삶에 대한 만족도 모형보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미
치는 설명력이 약간 높으나, 종합모형의 설명력은 낮게 나타났다.
<표 4.2> 유데모니아의 회귀분석 결과

상수
성 별 (남 자 =0)
연령
인구
연령제곱
사회학적
유배우자
혼인
이혼
요인
학력
고졸
(중 졸 =0) 대 졸 이 상

모형1
계수
β
5.950***
0.205***
-0.022
0.000
0.323***
-0.107
0.300***
0.568***

(0.056)
(-0.162)
(0.104)
(0.084)
(-0.012)
(0.081)
(0.151)

모형2
계수
β
5.174***
0.218*** (0.060)
-0.018 (-0.130)
0.000
(0.040)
0.211** (0.055)
0.076
(0.010)
0.149*
(0.041)
0.324*** (0.088)

모형3
계수
3.272***

β

0.198*** (0.054)
-0.012
(-0.088)
-0.000
(-0.005)
0.173**
(0.045)
0.106
(0.013)
0.081
(0.022)
0.231**
(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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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관 리 직
직업
사무직
(무 직 =0) 서비스·판매직
그 외 기타
월평균
200～ 499만 원
가구소득
경 제 적 (200만원
500만 원 이 상
미만=0)
요인
경제적 어려움 경험
경제상황 안정도
집단신뢰도
사회공정성 평가
사회자본
사회관계망
요인

0.707***
0.215**
-0.000
0.084

(0.114)
(0.042)
(0.000)
(0.018)

0.565*** (0.094)
-0.007 (-0.001)
0.031
(0.007)
0.105
(0.023)

0.508*** (0.084)
-0.005
(-0.001)
0.017
(0.004)
0.099
(0.022)

-0.019

(-0.005)

-0.025

(-0.007)

0.115

(0.026)

0.065

(0.014)

-0.073*** (-0.049)
0.246*** (0.258)

30.154***
0.043
주 1) * p<0.05 ** p<0.01 *** p<0.001
2) β= 표준화 계수임
3) 사례수: 모형1(7,481), 모형2, 3(6,607).

-0.077*** (-0.051)
0.215*** (0.225)
0.504*** (0.114)
0.048
(0.013)
0.222***

(0.083)

**

정치활동

F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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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49***
0.119

0.084
(0.037)
57.706***
0.143

4.3 긍정정서
<표 4.3>의 모형 1～3은 각각의 요인이 긍정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보
여준다. 모형 1은 인구사회학적인 변수가 긍정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모
2
형 1의 R =.041로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는 긍정정서 차이의 변량을 4.1%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연령제곱, 유배우자, 이혼, 교육수준, 사무직 변수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와 유데모니아와
는 달리 전문·관리직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남성보다는 여
성이, 배우자가 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무직에 종사하는 집단의 긍정정서가 높
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긍정정서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고연령층에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긍정정서는 35～39세 집단에서 가장 높으며, 이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60세 이상부터 다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형 2는 경제적 요인을 추가로 포함한 것으로 R2=.149로 증가하여, 긍정정서 차이
의 변량을 약 14.9%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요인에 포함된 세 변수 중 경제적 어려움 경험, 경제상황 안정도는 긍정정서에 영향
을 미치고 있으나, 월평균 가구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경험이 적을수록, 경제상황이 안정될수록 긍정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또한 경제적 요인이 포함됨에
따라 기존에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이혼과 사무직 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소멸되어
이들 집단의 긍정정서의 차이는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반면 서비스․판매
직의 경우 경제적 요인이 통제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형 3은 사회자본 요인을 추가로 포함한 것으로 R2=.177로 증가하여, 긍정정서 차
이의 변량을 약 17.7%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 요인에 포함되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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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중 집단신뢰도, 사회공정성 평가, 사회관계망 변수가 긍정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집단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사
회를 공정하다고 평가할수록, 사회관계망이 넓을수록 긍정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삶에 대한 만족도와 유데모니아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정치활동 변수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정치활동 정도는 긍정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 연령제곱 변수는 사회자본 요인이 포함됨에 따라 통계적
유의미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로 변수들이 긍정정서에 미치는
설명력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삶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령, 연령제곱,
경제상황 안정도 변수의 설명력이 크게 나타난다.
세 개의 모형을 비교해보면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긍정정서의 차이를 설명하는 비
율은 4.1%이고, 경제적 요인과 사회자본 요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면서 각각 14.9%,
17.7%로 나타났다. 전체모형의 설명력은 삶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낮지만, 유데모니아
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3> 긍정정서의 회귀분석 결과

상수
성 별 (남 자 =0)
연령
연령제곱
유배우자
혼인
인구
이혼
학력
고졸
사회학적
(중 졸 =0) 대 졸 이 상
요인
전 문 ·관 리 직
직업
사무직
(무 직 =0) 서비스·판매직
그 외 기타

모형1
계수
β
6.769***
0.248*** (0.064)
-0.076*** (-0.521)
0.001*** (0.497)
0.432*** (0.106)
-0.303* (-0.033)
0.586*** (0.150)
0.825*** (0.208)
0.128
(0.020)
0.409*** (0.075)
-0.065
(-0.014)
0.047
(0.009)

월 평 균 200～ 499만 원
가구소득
경 제 적 (200만원
500만 원 이 상
미만=0)
요인
경제적 어려움 경험
경제상황 안정도
집단신뢰도
사회자본
사회공정성 평가
사회관계망
요인
정치활동
28.799***
0.041
주 1) * p<0.05 ** p<0.01 *** p<0.001
2) β= 표준화 계수임
3) 사례수: 모형1(7,481), 모형2, 3(6,607).

F
R2

모형2
계수
β
5.718***
0.187*** (0.049)
-0.061*** (-0.415)
0.001*** (0.367)
0.203** (0.050)
-0.132
(-0.016)
0.344*** (0.089)
0.473*** (0.121)
-0.081
(-0.013)
0.134
(0.025)
-0.131* (-0.029)
0.001
(0.000)
-0.019
-0.112

모형3
계수
β
3.377***
0.158**
(0.041)
-0.053*** (-0.364)
0.000**
(0.303)
0.167**
(0.041)
-0.148
(-0.018)
0.282*** (0.073)
0.403*** (0.103)
-0.086
(-0.014)
0.126
(0.024)
-0.141*
(-0.032)
0.013
(0.003)

(-0.005)

0.060

(-0.023)

-0.030

***

-0.144
(-0.086)
0.317*** (0.311)

76.658***
0.149

(0.015)
(-0.006)
***

-0.096
(-0.060)
0.270*** (0.269)
0.566*** (0.122)
0.289*** (0.073)
0.182*** (0.065)
0.006
(0.002)
74.523***
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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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부정정서
<표 4.4>의 모형 1～3은 각각의 요인이 부정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보
여준다. 모형 1은 인구사회학적인 변수가 부정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 1의 R2=.018로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는 부정정서 차이의 변량을 1.8% 정도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나 삶에 대한 만족도나 유데모니아, 긍정정서 분석에 비해 인구사회
학적 요인의 설명력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 연령, 연령제곱, 유배우자, 이혼,
교육수준, 직업(전문․관리직, 사무직, 그 외 기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보다는 남성이, 유배우자가 아닐수록, 교육수준이 낮
을수록, 무직인 경우 서비스․판매직을 제외한 다른 직업군보다 부정정서가 높게 나
타났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정정서가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는 역U자 모양을
보여준다. 부정정서의 경우 25～29세에서 가장 높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소 증
감이 있으나 높은 수준을 보이다 50세 이후부터 어느 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모형 2는 경제적 요인을 추가로 포함한 모형으로 R2=.094로 나타나 부정정서 차이
의 변량을 약 9.4% 정도 설명하고 있다. 다른 종속변수에 비해서 인구사회학적인 요
인과 경제적 요인의 설명력이 낮다. 경제적 요인에 포함된 변수 중 가구소득 200～ 499
만원 집단, 경제적 어려움 경험, 경제상황 안정도는 부정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 200～499만원 집단에서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보다
부정정서가 낮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경제상황이 안정되지 않을수
록 부정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경제적 요
인이 추가됨에 따라서 유배우자, 이혼, 전문․관리직, 사무직 변수는 통계적 유의미성
이 소멸되었다. 즉 배우자의 유무나 이혼여부, 전문․관리직, 사무직에 따른 부정정서
의 차이는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4> 부정정서의 회귀분석 결과

상수
성 별 (남 자 =0)
연령
연령제곱
유배우자
혼인
인구
이혼
학력
사회학적
고졸
(중 졸 =0) 대 졸 이 상
요인
전 문 ·관 리 직
직업
사무직
(무 직 =0) 서비스·판매직
그 외 기타
월평균
경 제 적 가구소득 200～ 499만 원
(200만원
요인
500만 원 이 상
미만=0)

모형1
계수
β
3.308***
-0.261*** (-0.065)
0.065*** (0.437)
-0.001*** (-0.499)
-0.134* (-0.032)
0.389** (0.042)
-0.555*** (-0.137)
-0.635*** (-0.155)
-0.244** (-0.036)
-0.363*** (-0.065)
-0.088
(-0.019)
-0.312*** (-0.060)

모형2
계수
β
4.484***
-0.211*** (-0.053)
0.047** (0.312)
-0.001*** (-0.377)
0.003
(0.001)
0.168
(0.019)
-0.368*** (-0.092)
-0.440*** (-0.109)
-0.096
(-0.015)
-0.147
(-0.027)
-0.062
(-0.013)
-0.263*** (-0.053)

모형3
계수
6.083***
-0.183***
0.043**
-0.001**
0.033
0.170
-0.317***
-0.380***
-0.097
-0.149
-0.058
-0.272***

(-0.049)
(0.284)
(-0.338)
(-0.008)
(0.020)
(-0.079)
(-0.094)
(-0.015)
(-0.027)
(-0.012)
(-0.054)

-0.169*

(-0.042)

-0.155*

(-0.038)

-0.108

(-0.022)

-0.066

(-0.014)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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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 경험
경제상황 안정도
집단신뢰도
사회공정성 평가
사회관계망
정치활동

12.623***
0.018
주 1) * p<0.05 ** p<0.01 *** p<0.001
2) β= 표준화 계수임
3) 사례수: 모형1(7,481), 모형2, 3(6,607).

F
R2

0.304*** (0.184)
-0.156*** (-0.150)

45.746***
0.094

2

0.289*** (0.175)
-0.131*** (-0.126)
-0.556*** (-0.115)
-0.067
(-0.016)
-0.143*** (-0.049)
0.073*
(0.029)
44.059***
0.113

모형 3은 사회자본 요인을 포함하여 분석한 것으로 R =.113으로 나타나 부정정서
차이의 변량을 약 11.3% 정도 설명하고 있다. 삶에 대한 만족도나 유데모니아, 긍정정
서의 분석과 비교했을 때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회자본 요인 중 사
회공정성을 제외하고, 집단신뢰도, 사회관계망, 정치활동 변수는 부정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신뢰수준이 낮을수록, 사
회관계망이 약할수록, 정치활동이 활발할수록 부정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과 연령제곱 변수는 경제적 요인과 사회자본 요인이 추가됨에 따라 통계적 유의미성
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로 각 변수들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해보면
연령, 연령제곱, 경제적 어려움 경험, 경제상황 안정도, 집단신뢰도 변수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분석결과와는 달리 경제적 요인과 사회자본 요인 통제시 배우자 유무에 따라
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변수에서 그 외 기타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무직일 경우 기타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에 비해 부정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각각의 종속변수별로 종합모형을 비교해보면, 삶에 대한 만족도, 유데
모니아, 긍정정서, 부정정서 모두 성별, 학력, 주관적인 경제상황, 사회자본에 의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자보다는 여자가 고학력층에서 경제상황이 안정될수록 집
단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사회관계망이 넓을수록 주관적 웰빙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과 관련해서는 유데모니아를 제외하고는 회귀분석 결과 연령이 증가할
수록 주관적 웰빙이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U-shape’을 보여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사회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주는
기존의 선행연구들(박희봉·이희창, 2005; 김미곤 외, 2014)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고 할 수 있다. 연령별로 주관적 웰빙을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20대보다는 30대의
주관적 웰빙이 다소 높으며, 40대에서 50대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다, 고연령층인 65세
이후에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유데모니아의 경우는 연령변수가 유
의미하지 않아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다른 주관적 웰빙 구성요소들보다
전문․관리직의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 중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했었던 사회자본 요인의 경우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종속변수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신뢰도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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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계망의 경우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어 주관적 웰빙을 설명하는 중요
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표준화 회귀계수로 변수의 영향력의 크기를 비
교해 보았을 때는 연령이나 경제적 안정도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낮게 나타났다.
각각의 종속변수들은 약간의 차이는 보이나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거의 비슷하
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부정정서의 경우는 모형의 설명력이 낮게 나타나 다른 종속
변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5.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주관적 웰빙을 구성하는 삶에 대한 만족도, 유데모니아, 긍정정서, 부정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자본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하였다. 종합모형의 설명력은 삶에 대한 만
족도의 경우 2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정서는 11.3% 정도로 낮게 나타났
다. 네 개 종속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모두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인한 설명력은 낮
게 나타난 반면, 경제적 요인을 추가했을 때 설명력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거의 공통적으로 경제적 요인 중 객관적인 소득수준은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유의미성이 낮게 나타나, 주관적 웰빙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적
인 소득수준이 아닌 개인들이 평가하는 주관적인 경제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보여주는 결과와도 유사하다(김미곤 외, 2014).
세부 변수별로 구분해서 보면,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유데모니아를 제외하
고는 성별, 연령, 연령제곱, 대졸 이상 변수는 모두 주관적 웰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종속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특
히 유데모니아의 경우 전문·관리직의 통계적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 중
월평균 가구소득은 삶에 대한 만족도와 부정정서의 경우 일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경제적 어려움 경험과 경제상황 안정도는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사회자본 요인은 종속변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집단신뢰
도와 사회관계망 변수는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신뢰도가 높
고, 사회관계망이 넓을수록 주관적 웰빙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연구
들과도 일치되는 결과로 사회자본 요인 중 신뢰도와 사람들과의 관계는 주관적 웰빙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박희봉·이희창, 2005; 김미곤 외 2014; Weina 2014).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웰
빙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주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대졸 이상
학력 집단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집단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사회관계망
이 넓을수록 주관적 웰빙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유데모니아를 제외한 다
른 요인들의 경우 연령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젊은 연령층과 고연령
층에서 주관적 웰빙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주관적 웰빙에 취약한 집단은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4
0～50대 연령층에 있는 사회관계가 적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가족부양이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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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부담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40～50대 연령층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관적 웰빙이 객관적인 소득수준이나 직업 등과 같은 객관적인 요
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이 처한 객관적인 상황보다도 개인들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사
람들간의 관계 등이 주관적 웰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상황의 안정정도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주
관적 웰빙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 주관적 웰빙의 전반을 분석하였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사한 주제를 분석하고 있는 다양한 선행연구
들이 있고 기존의 연구결과들도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대규모 표
본조사인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하여 주관적 웰빙을 분석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OECD
에서 주관적 웰빙 측정을 위해서 권고하는 핵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연구들의 경우 대부분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정도 등의 항목만을 활용
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표본수 자체에서도 소규모 조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경우 주관적 웰빙 측정을 목적으로 조사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
에 변수활용에 있어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다. 기존 연구결과를 보면 개인의 건강상
태나 사회의 민주주의 정도, 자율성 등이 주관적 웰빙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임을 보
여주고 있는데, 이들 변수들은 현재 자료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가구소득’ 또
한 현재 범주형으로 조사되고 있어 분석과정에서 가구원수를 반영한 균등화 소득으로
변환할 수 없었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아있다. 분석결과에서 가구소득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일부 다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
지만, 가구원수의 미반영으로 인한 가능성도 배재할 수는 없다. 또한 주관적 웰빙을
분석하는 데 있어 개인의 성격이 중요한 요인이나 이를 포함할 수 없었다. 이는 현재
분석에서 활용한 변수로 주관적 웰빙을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제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결과들은 이 연구가 2차 자료를 분석한 것
에 따른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네 개의 종속변수별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현재의 모형은 삶에 대한 만족
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으며, 부정정서는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부정정서
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형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2016년 2월 19일 접수, 2016년 7월 10일 수정, 2016년 10월 20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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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nts of Subjective Well-being in Korea
Su Jin Shim1)
Abstract
Subjective well-being is growing in importance as a separate area for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and well-being. 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subjective well-being(composed of
three dimensions life evaluation, affect, and eudaimonia) in korea. The results showed the
impact of economic factors and social capital factors on subjective well-being than demographic
factors were more significant.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the woman, younger age and
higher the level of education was higher subjective well-being. Also, economic stability, trust
and social connections influenced significantly on subjective well-being. On the other hand,
middle age(40~59) group, the lower the income and social isolation was lower subjective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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