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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웰빙 영향요인의 다면적 탐색1)
-가구소득과 거주지역을 중심으로이양수2)
요약
본 연구는 국가승인통계인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 인구사회적 요인 등을 주요한 설명변수로 선정하여
응답자의 주거지역 및 소득수준에 따른 설명변수의 영향력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SPSS의
신뢰도 분석과 다중회귀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그리고 독립표본T-test을 통하여 가구소
득별, 거주지역별 주관적 웰빙의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상위소득 계층과 농어촌
거주지역의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
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
였다. 주관적 웰빙에 가장 크고 일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회적 자본 변수보다는 개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회적 성취도, 건강상태, 경제적 안정감 등이 중요한 설명변인으
로 밝혀졌다.

주요용어: 주관적 웰빙, 사회적 자본, 소득수준, 거주지역

1. 서 론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국가와 정부 그
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를 하고 지역을 관리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의 답은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인간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금전적 요인이나 물질적인 요인이 중요한
설명변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는 정신적인 가치에 중요함을
부여한다면 희생, 봉사를 통해서 삶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을 사
회적 동물로 볼 때 사회성은 혼자가 아닌 군집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개인의 행복 체감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적 영역을
둘러싼 제도적, 물리적 환경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개인의 행복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다. 특히 인간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적 자본, 인구사회적
요인 및 개인의 가치관, 정부와 지역사회에 대한 평가를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응답자
의 주거지역 및 소득수준에 따라 설명변수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1) 이 연구는 2017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지원에 의한 것임
2)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 E-mail: yiys@y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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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삶에 대한 만족, 행복의 개념은 오랫동안 국
내・외 사회과학 및 사회정책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사회과학에서 웰빙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사회 경제적 지표들을 보완하여 인간의 행복을 중심으로 삶의 질
을 평가하는데 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 웰빙의 개념은 수년 동안 사회과학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1980년대
사회, 행정, 정치학 분야에서 주관적 웰빙의 개념은 행복의 측정문제와 함께 부상하면
서 개인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 지표로 사용되고 있
다(김형일·유승호, 2016). 주관적 웰빙은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디에너
와 실리그만(Diener & Seligman, 2004)은 정부는 기존의 사회, 경제적 지표들을 보완
하기 위하여 웰빙을 평가하고, 이러한 모니터링은 국민들을 위한 더 좋은 정책을 설
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경제적 지표를 초월한 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다고 주장한다.
한국사회는 과거 50, 60년 동안 괄목할 만큼의 사회,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경제적으로는 70~8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1인당 국민소득 30,000불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을 만큼 엄청난 물질적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80년대 민주화를 통해서
달성한 정치발전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문제의 단면들이 하나하나 나타나
는 현실을 감안하면 삶의 만족도나 행복수준은 그다지 높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3). 저출산 고령화, 높은 자살율과 이혼율, 높은 청년 실업률, 심화되
는 세대 간 갈등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면서 삶에 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국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수준의 체감도를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물질적 경
제성장 중심의 발전에서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2.1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의 개념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SWB)이란 개인이 겪어온 경험 등에 근거하
여 자신의 생애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뜻한다(Diener, 2009). 디에너(Diener, 1984)는
3)

유엔(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는 전 세계 156개국을 상대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인
‘2018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10점 만점에 5.875점으로 57위에 올랐다. 2017년
5.838점으로 55위를 기록했던 한국은 올해 점수가 약간 올랐으나 순위는 2계단 하락했다. 1
위는 7.632점을 얻은 핀란드가 차지했으며, 아시아 국가에서는 대만(6.441)이 26위로 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일본(5.915) 54위, 중국(5.246) 86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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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주관적 웰빙을 인지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으로 나누어 인지적 영역은 한 개인이 자신
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삶의 만족도이고, 정서적 영역은 즐거운 감정과 불쾌한
감정을 의미하는 행복의 영역이라고 하였다.
측정상의 쟁점으로는 삶의 질이 삶의 주체인 개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인가,
아니면 관찰 주체인 연구자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외적 조건을 평가하는 것인가의 문
제가 있다. 삶의 질에 대해 객관적 조건을 중심으로 연구자의 판단을 중시하는 전통
은 주로 경제학적 전통을 따른다(한준, 2015). 객관적 사회지표는 개인의 평가와 독립
적인 사회적 사실을 제시하는 통계로서 공리주의 입장에 충실한 북유럽의 자원 중심
의 생활수준 접근(Erikson, 1974, 1993)과 자유주의 입장에 충실한 경제학자 센(Sen,
1985, 1993)의 역량(capability)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학자인 Sen(1993)은 행복
의 중요한 원천으로 능력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이루고 싶
은 꿈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꿈에 한 발 가까이 다
가가는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주관적 판단이나 느낌을 중시하는 심리적 행복(psychological
happiness) 혹은 주관적 웰빙은 단지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
고 스스로 기쁨이나 즐거움, 만족과 충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개인의 심리적이고 주관
적인 차원을 중시한다. 주관적 만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삶의 질을 ‘주관적 웰빙’
으로 규정한다. 삶의 질은 개인에 의해 주관적으로 인식되고 경험된 것으로, 사회발전
의 궁극적 목표는 개인 시민의 주관적 웰빙으로 규정되고, 이것이 삶의 질 측정의 기
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한준, 2015).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평가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삶의 만족감과 행복
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관적 웰빙은 총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Perception)으로 규정된다. 행복
과 삶의 만족, 주관적 웰빙의 개념을 둘러싼 2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먼저 이들 개념
을 동일하게 간주하는 입장들(Veenhoven, 1991; Bjørnskov et al., 2008; Cummins et
al., 2014)이다. 이들은 행복, 삶의 만족, 주관적 웰빙의 개념을 동일하게 간주하여 서
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행복을 삶의 만족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다른 연
구자들(Gundelach & Kreiner, 2004; Haller & Hadler, 2006)은 주관적 웰빙의 개념을
구분하여 행복인식과 삶의 만족을 구분하였는데, 이들은 행복과 삶의 만족이 서로 관
련성은 있지만 서로 다른 개념이고 맥락적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주관적
웰빙을 인지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주관적 웰빙을 삶의 만족과 행복으
로 개념화한다(Sagiv & Schwartz, 2000).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웰빙은 행복과 삶의
만족을 포괄하는 가장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행복은 최근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가
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삶의 만족
은 자신의 삶을 얼마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가에 관한 개인적 생각 등
을 의미한다. 즉 삶의 만족도는 과거 경험을 토대로 삶을 평가하는 회고적 관점이 강
하고, 행복은 현재 느끼는 감정으로 현재적 관점이 강하다(김이수, 2016).
OECD의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2013)”은 주관적 웰빙 측정의 항목으로 5
가지 측정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전통적인 항목은 삶에 대한 만족도와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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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판단을 근거로 한 긍정-부정적 정서경험에 대한 3개 항목 그리고 미래적인 관
점에서 삶에 대한 가치와 번영 정도를 측정하는 유데모니아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측정되고 있는 5개의 측정항목 중 핵심항목
이라 판단되는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의 정도를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변수로 선
정하였다. 본 연구자는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주관적 웰빙을 가장 일반적으로 판단하
는 기준이 과거와 현재를 기준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
정도라고 판단하여 이 두 개의 변수를 측정항목으로 선정하였다.

2.2 주관적 웰빙과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 행복 등 개인의 웰빙을 설명하는 다수의 연구가 존재하는
데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사회참여, 신뢰, 네트워크, 규범 등의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
가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김이수,
2016; 박보현·오연재, 2015; 김혜연, 2011; Putnam, 2000; Helliwell, 2003; Helliwell &
Putnam, 2004). 한 사회 내 익명의 타인들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측정되는 사회적 신뢰는 행복 및 삶의 만족도와 중요한 관련을 보이는 요인으로 지적
되고 있다. 즉 타인을 잘 믿는 사람의 경우가 보다 행복하며 높은 삶의 만족을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에 대한 신뢰 역시 주관적 웰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중 하나이다. 정부—특히 경찰이나 사법부, 행정부—의 서비스와 성과 및 제
도에 대한 신뢰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Hudson,
2006). 제도에 대한 신뢰는 대인관계 그리고 경제적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며(Hirsch, 1978), 만일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우 공적 절차를 통해 문제
를 해결하기보다는 개별적이거나 비공식적인 방식에 의존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삶의 질을 낮추는 효과를 갖게 된다(서문기, 2015: 119). 또한
제도적 신뢰의 저하는 사회적 거래비용의 증가뿐 아니라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Tay et al., 2014). 정부에 대한 신뢰는 한 국가의
리더십에 대한 시민들의 승인을 반영하고 있는 개념이며, 정부의 정당성은 이러한 시
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정부와 시민들 간
의 효율적인 상호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OECD, 2015; 전승봉, 2018).
사회적 자본이 삶의 행복감과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은 사
회적 자본을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써 포함시킨 OECD(2001)의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이진향·오미옥, 2014). Fukuyama(1995)는 사회적 자본이
사회관계의 밑바탕이 되며 주관적 안녕감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
다. 서로 신뢰하고 규범을 준수하고 다양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사회는 다양한 사
회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신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관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만족감과 안정감을 준다. 따라서
개인의 행복은 사회적 자본의 견지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Shidrick &
Macdonals, 2006, 재인용).
한세희 외(2010)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성인 811명을 대상으로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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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안녕감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 자본 요인인 개
인 네트워크, 시민참여 네트워크, 신뢰 모두 주관적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 중 신뢰의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 박보현·오
연재(2015)는 통합창원시(창원, 마산, 진해)를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신뢰, 사회참여,
개인 네트워크)이 지역민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는데 사회
참여 요인은 3개 지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혜연
(2011)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 신뢰와 결속, 참여라는 하위 구
성요인이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사회적 자본을 구
성하는 네트워크, 신뢰 및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봉·이희창(2005)은 전국 14개 광역자체단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7,392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제・사회적 요인과의 비교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와 신뢰가 삶의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
수이며 특히, 사회경제적 요인보다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가
진다고 하였다(이진향·오미옥, 2014, 재인용).
서정아(2013)는 삶의 질 통합모델을 이론적 기반으로 16개국의 OECD 청소년
(19-24세) 1,617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복지감(행복감과 삶의 만족을 하위요인으로 사
용)에 대한 사회적 자본(대인신뢰, 조직신뢰, 공식 및 비공식 관계망, 규범)과 사회정
책의 영향력을 설명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자본 하위요인들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
에 대한 영향력은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공식적 집단관계망은 행복감에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세계가치관조사(The World Values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과 행복 및 삶의 만족의 관계를 살펴본 헬리웰과 퍼트남
(Helliwell & Putnam, 200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관계망, 참여, 신뢰
로 보았고 이러한 요인들이 행복과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하
였다. 또한 렁 외(Leung et al., 2011)는 사회적 자본을 신뢰 및 의무, 정보, 규범을 하
위 구성요소로, 그리고 후게와 반호테(Hooghe & Vanhoutte, 2011)는 비공식 관계망
과 신뢰를 구성요소로 하여 행복과 주관적 안녕과의 관계를 보았는데, 두 연구 모두
이러한 사회적 자본 요인들이 행복 및 주관적 안녕을 예측하는 중요한 정보라고 설명
하고 있다(이진향·오미옥, 2014, 재인용).
결론적으로 다양한 국내・외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행복과
삶의 만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주관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사회적 자본의 하위 구성요소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
이다. 기존 연구들이 사용한 자료와 구성요인들의 측정항목과 지표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은 다소 차이가 발생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는 연구자들마다 약간의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자본 및 주관적 웰빙을 구성하는 개념은 유사하지만 각각
의 연구가 측정하는 지표와 측정설문 문항은 많은 차이가 존재함을 인식할 때 개인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상이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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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관적 웰빙과 사회경제적 요인
주관적 웰빙이란 개인적 수준에서 인지적, 감정적 요인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
문에 개인의 소득수준과 같은 물질적인 토대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기회를 구조화
하는 사회제도적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주관적 웰빙을 설명하는 개
인수준의 변수들은 소득수준, 성별, 나이, 교육수준, 종교, 결혼상태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전승봉, 2018).
소득수준이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설명 중 하나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적 욕구 충족은 차이가 있을 것이며, 금전적
풍요로움은 보다 많은 재화와 서비스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한
준(2015)은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주관적 소득수준을 10분위로 나누어 분
석한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을 보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소득이 절대적으로 행복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상대적 소득과 절대
적 소득으로 나누어 놓고 설명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소득분포 상 남보다 높은
소득층이 행복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절대적 소득의 경우 일정한 수준까지만
행복감이 증가하고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Easterlin, 1974; Duesenberry,
1949). 하지만 국가별 편차도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비물질적 요인들이 중
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개인주의적 가치가 지배적일수록 그리고 탈 물질적 가치
의식이 높은 국가일수록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는 것이다(한준, 2015).
행복지수가 높은 일부 저개발 국가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소득수준(GNI)이 낮은
국가는 소득과 같은 물질적 요인이 주관적 웰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 될 것이
며, 반대로 고소득 국가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같은 탈 물질적 가치요인이 보다 중요
한 변인이 될 것이다. 디에너(Diener et al., 2010)는 한국인들의 주관적 웰빙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나친 비교와 경쟁, 물질주의 가치관 등을 지적하였다. 그는 물질주의에 집
착할수록 비물질적 측면들을 물질적 성취나 만족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보게 되어
행복의 원천인 비물질적 요인들로부터 만족이나 행복을 얻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소득수준에 따라 주관적 웰빙을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검정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2-3-1. 응답자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주관적 웰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3-2. 응답자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주관적 웰빙을 설명하는 변인의 설명
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주장과 성별과 삶의 만족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 함께 존재한다(심수진, 2016). 도노반과 헬펀(Donovan &
Halpern, 2003)은 영국에서 가족생활 만족도가 개인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
며, 기혼자가 미혼자나 독신자에 비해 더 행복도가 높다는 것을 밝혔다(박희봉·이희
창, 2005; 한준, 2015). 헬리웰과 퍼트남(Helliwell & Putnam, 2004)은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가족 및 친구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주관적 웰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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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변수라고 하였다. 그리고 인구학적 요인은 아니지만 심리학에서는 개인의 기
질이 주관적 웰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외향적이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주관적 웰빙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Diener, 1984; 심수진, 2016).
정부가 정직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과 사회적 신뢰 그
리고 국가발전을 도모하는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은 정
당이나 정치인은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대한다. 개인적 삶과 연관하여 정부의 공정성이 생활만족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변수라는 것이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Helliwell & Putnam, 2004).

2.4 주관적 웰빙과 거주지역
짜프(Zapf, 1987)는 삶의 만족과 행복감은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포괄하지
만 그것은 어떤 보편적인 기준에 준거해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짜
프의 삶의 질이란 생활양식과 연관된 것으로 삶의 만족과 행복감은 객관적인 생활조
건과 주관적 가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인지의 틀이자 행위양식이라는 것이
다. 따라서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요소의 통합적 삶의 질 측정은 항상 문화적 가치지
향을 담은 생활환경에 기초해서만 가능함을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삶의 질은 개인이
특정지역의 상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욕구 및 기대수준에 의해 평가되는데(Pavot &
Diener, 1993), 이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와 생활환경 조성 수준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이 있다(송건섭, 2007: 36). 이에 지방정부는 삶의 질에 대한 주민의 욕
구를 한정된 자원으로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삶의 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김태용 외, 2000).
벤호번(Veenhoven, 1994)은 도시거주자의 경우 농촌지역 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행복이나 건강 수준이 낮고 삶의 질이 낮다고 하였다. 벤호번(Veenhoven, 1999)은
1990년대 초반 43개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인 삶의 질 서베이 데이터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는데, 개인화된 사회에서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다. 최준호(2001)는 대
구광역시와 위성 기초자치단체 경산시의 삶의 질을 비교하였는데, 경산시가 대구시보
다 더 높게 나타났다(이지은·이재완 2014, p. 518, 재인용). 염지혜(2016)는 거주지역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다른 것을 발견하였는데 도시의 노인들이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
들 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득희·황경열(1998)의 연구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의 정(+)적인 관계가 도시-농촌지역에서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했는데, 도시노인에게는 두 변인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으나 농촌노인에게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승환·윤동성(2006)은 이
와 상반된 결과를 보고했는데 농촌노인들에게 주관적 건강상태는 생활만족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도시노인들에게는 자녀와의 만남정도가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주관적 웰빙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주관적 웰빙을 설명하는 요인에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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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특히 거주지역에 따라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주민들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현 주소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도시지역이 평균소득이나 생활환경의 편리성 측면에서 양호한 환경을 가
지고 있는 반면, 농촌 지역은 공동체의식이나 자연환경이 주는 쾌적함이 도시보다 양
호한 여건이라는 측면에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설명변수 간
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본 연구는 주거지역과 주관적 웰빙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거
주하는 주민들의 주관적 웰빙 인지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를 검정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2-4-1. 주민들의 거주지역(도시-농어촌)에 따라 주관적 웰빙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연구가설 2-4-2. 주민들의 거주지역(도시-농어촌)에 따라 주관적 웰빙을 설명하는
변인의 설명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3.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3년부터 매년 조사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인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69세 이하의 성
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방문 및 면접조사 방법과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 2017년 9월~10월에 실시한 설문의 최종적인 표본의 크기는 8,000명이다.
표본추출의 틀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2013 세종시 특별센서스 결과를 이용하였
고, 특히 거주지별로 시/도 기준 1차 층화, 동(도시)부/읍면(농촌)부 기준 2차 층화, 아
파트/일반가구 기준 3차 층화표본를 실시하였다(한국행정연구원, 2017).
2017년 조사 내용은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권리부여), 사회참여, 정치참여, 사회적
소통, 신뢰, 거버넌스, 공정성과 관용성(사회적 보장) 및 사회보장 등 9개 부문으로 구
성된다. 이 조사에는 OECD의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핵심항
목과 동일한 5개의 주관적 웰빙 측정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행복과 삶의
만족을 포괄하는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관
적 웰빙은 인지적 측면의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과 감정적 측면의 행복
(happiness)으로 개념화된다(Sagiv and Schwartz, 2000; Gundelach and Kreiner,
2004; Haller and Hadler, 2006; 김이수, 2016).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활용하
여 주관적 웰빙 관련 연구물은 제한적이지만 그 이전의 자료를 예를 들면, 심수진
(2016), 김이수(2016), 한준(2015)은 주관적 웰빙을 주제로 연구하였다. 특히 한준
(2015)은 「2013년 사회통합실태조사」자료와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비교하여 한국
인의 삶의 만족도를 국제간 비교하였다.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자료로 활용한 관련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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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는 사회적 자본을 연구한 최예나(2016), 정부신뢰(윤건·서정욱, 2016; 이숙종·이
영라, 2018), 복지의식(조정하·김성한, 2018)등에 관한 연구논문을 KCI 저널에 게재하
였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비교적 풍부한 전국적 샘플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시민들의
주관적 웰빙을 포함한 사회과학 전반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묻고 있기 때문에 행복,
사회적 신뢰, 소통, 갈등 등과 관련하여 연구할 수 있는 유용한 학술연구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3.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설
명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SPSS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
석에 앞서 주관적 웰빙과 사회적 자본 그리고 다양한 설명변인을 측정하고 신뢰도 분
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경우는 회귀식의 기본가정에 충실하고자 오차간의
자기상관성을 더빈왓슨 값을 통해서 검정하였으며,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
정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과 독립표본 평균분석
(T-test)을 통하여 가구소득별, 거주지역별 주관적 웰빙의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4개의 회귀모델을 분석하였는데 하위소득그룹과 상위소득그룹 그리고 도
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을 구분하여 각각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소득계층별, 거주지역
별 설명변인의 차이유무와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3.3 주요변수의 구성요소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행복감으로 구성된 가장 포괄적
개념의 주관적 웰빙이다. 두 구성변수는 11점 척도로 매우부정(0) ~ 매우 긍정(10)으
로 측정되고 있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사회적 자본 변수, 사회 안
전성, 지역사회 소속감, 정부의 행정 서비스 공정성, 주관적인 경제적 안정성, 건강 상
태, 자기 결정권, 사회적 성취감 정도 그리고 남성, 유배우자, 개인주의 및 탈물질주의
를 기준변수로 더미(dummy)처리하여 영향력을 검정한다. <표3-1>은 종속변수와 독
립변수의 구성요소와 척도(최저값~최고 값)수준, 각 구성변수의 평균값과 표준오차 그
리고 구성개념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크롬바 알파 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은 가족, 이웃, 지인들에 대한 신임과 의지를 나타내는 대
인신뢰와 정부기관인 중앙부처, 경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는 정부신뢰
로 구성되었다. 이들 3개의 변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되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정도를 측정하였다. 신뢰변수는 4점 척도
로 구분되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 ~ 매우 신뢰한다(4)로 측정한다. 소통은 사회적
관계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소통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얼마나 촘촘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개인 간 소통은 가족을 제외하고 직장 구성원, 이웃, 세대 간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
어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개인 간 소통변수는 4점 척도로 구분되어 전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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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않고 있다(1) ~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4)로 측정한다. 금전적, 신체적, 정서
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한계소통4)은 5점 척도로 없다(1) ~ 10명 이상이다(5)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참여는 자
신들이 속한 공동체의 사회단체에서 활동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어떤 방식으로 얼마
나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스포츠를 포함한 여가나 문화활동, 동창회
나 향우회에 참여하여 개인적으로 보다 풍부한 삶의 질을 누리려는 사적참여와 사회
발전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단체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공적참여로
구성되어있다. 사회참여 변수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소속된 적이 없다(1) ~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5)로 구성되어 있다5).
사회 안전성은 국민 개개인이 인적, 물적 피해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의미하
는 것으로 개인의 행복이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 안전성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로부터 인식하는 안전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읍·면·동, 시·군·구 그리고 사회전반에 대해서 안전성을 측정하고 있
다. 사회 안전성을 측정하는 변수는 3개의 변수로 구성되며 11점 척도로, 전혀 안전하
지 않다(0) ~ 매우 안전하다(10)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 소속감이란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느끼고 있는 소속
감이며 지역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소속감이 강할수록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
며 이는 삶의 만족도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지역 소속감
의 측정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최소의 생활공간인 마을수준의 읍·면·동에서부터 시·
군·구 그리고 광역단위의 시·도에 소속된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지역 소속감을 측정
하는 변수는 3개의 변수로 구성되며 소속감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 전
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4)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 공정성은 국가 기관들이 수행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로서 일
상생활의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와 법원의 공정한 재판사무, 특히 국민의 복지행정 및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정서비스는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에 가장 기본적
인 영향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부 공정성은 중앙행정기관, 국회 그리고
법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근거로 측정하고 있다. 정부 공정
성을 측정하는 변수는 3개의 구성요소이며 공정성을 평가하는 정도를 4점 척도로 측
정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4)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주의 탈물질주의는 사회변동이 인간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개념으
로 예를 들면, 전쟁의 위협과 궁핍을 경험한 세대는 물질주의적인 가치를 선호하고,
반면 전쟁의 위협을 경험하지 않고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성장한 세대는 탈물질적인
4) 한계(적) 소통은 금전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
어를 원용하고 있음
5) 사회단체 참여 변수의 척도는 통계청의 연구보고서(심수진 외2, 2016)에서 사적참여와 공적
참여로 구분하여 등간척도로 하여 평균을 계산하고, 사회적 자본 변수로 활용한 사례가 있
었다. 또한 김이수(2016)도 동일한 변수를 회귀분석의 독립변수로 활용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도 등간척도로 취급하였다.

36

이양수

가치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10년간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서 경제성장, 국방강화, 국가의 질서유지, 경제안정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집단
을 물질주의 가치관을 선호하는 그룹으로, 그리고 지역공동체 참여, 표현의 자유, 인
간적인 사회, 환경보호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 집단을 탈물질주의 그룹으로 구분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범주형 다중응답으로 설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여
탈물질적 성향을 선호하는 응답자 그룹을 1로 하였다.

변수
평균/(S.E)
주관적 웰빙
12.57/(3.13)
대인신뢰
9.02/(1.35)

사
회
적
자
본

정부신뢰
7.02/(1.67)
대인소통
7.53/(.73)
한계소통
6.54/(1.81)
사적참여

<표 3.1>주요변수 및 구성요소의 통계값 (n=8,000)
척도
구성요소
신뢰도6)
(최저~최고)
어제의 주관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
가족간 신뢰도
이웃간 신뢰도
지인간 신뢰도
중앙부처 신뢰도
경찰 신뢰도
지방자치단체 신뢰도
직장 구성원 간 소통
이웃 간 소통
세대 간 소통
경제적 도움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아플 때 도움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고민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여가, 문화 활동정도

4.39/(2.25)

동창회, 향우회 활동정도

공적참여
2.52/(1.23)

시민단체 활동정도

사회안전성
17.72/(4.57)
지역소속감
8.04/(1.91)
정부공정성
12.35/(2.17)
경제적 안정
자유로운 삶
사회적 성취
건강상태
성별
혼인상태
개인주의
물질주의

자원봉사 활동정도
살고 있는 읍면동 안전성 인식
살고 있는 시군구 안전성 인식
우리사회 안전성 인식
살고 있는 시도 소속감
살고 있는 시군구 소속감
살고 있는 읍면동 소속감
행정기관 공정성 행정서비스
국회의 국민을 위한 대변
법원의 공정한 재판
현재 경제상황의 안정성 정도
자기 결정권 정도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현재 건강상태
기준변수 남자
기준변수 배우자
기준변수 개인주의
기준변수 탈물질주의

.765

.564

.737

.681

.741
.444
.476
.791

.886

.639
단일문항
단일문항
단일문항
단일문항

평균

S.E

0~10

6.54

1.78

0~10

6.03

1.70

1~4
1~4
1~4
1~4
1~4
1~4
1~4
1~4
1~4
1~5
1~5
1~5
1~5

3.53
2.63
2.86
2.31
2.32
2.38
2.81
2.38
2.34
1.96
2.18
2.14
1.91

.58
.66
.61
.69
.70
.68
.66
.76
.73
.72
.68
.82
1.33

1~5

2.48

1.47

1~5

1.12

.52

1~5
0~10
0~10
0~10
1~4
1~4
1~4
1~4
1~4
1~4
0~10
0~10
0~10
1~5

1.40
6.54
6.24
4.94
2.70
2.67
2.67
2.74
2.06
2.37
4.95
6.35
5.33
3.72

.94
1.75
1.74
1.93
.71
.71
.71
.63
.78
.73
1.74
1.72
1.53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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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적 특성인 경제적 안정감은 응답자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경제적 안정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11점 척도로, 전혀 안정적이 않다(0) ~ 매우 안정적이다(10).
그리고 자유로운 삶은 자신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 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자기 판단은 10점 척도로, 전혀 자유롭지 않다(0) ~ 매우 자유롭다(10), 그리고 매우
낮다(0) ~ 매우 높다(10)로 분포되어 있다. 응답자의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은 5점 척
도로, 매우 나쁘다(1) ~ 매우 좋다(5)로 구성되었다. 성별, 혼인상태, 개인주의 및 탈물
질주의는 더미변수로 분석하기 위하여 남성은 1, 여성은 0, 혼인상태는 유배우자라고
응답한 그룹을 1, 그렇지 않은 미혼, 이혼 및 사별은 0으로 더미 처리하였다. 개인주
의의 경우 설문문항중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집단을 1로 하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을 0으로 처리하였다.
2개의 구성변수로 측정된 주관적 웰빙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7.765로 나
타났다. 사회적 자본의 측정은 모두 6개로 구분하였는데 각각의 신뢰도 값이 대인신
뢰(.564), 정부신뢰(.737), 대인소통(.681), 한계소통(.741)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참여의
정도를 나타내는 사적참여와 공적참여의 신뢰도 값은 .444와 .476으로 다소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 신뢰도 검정 값은 사회안전성(.791), 지역소속감(.886), 정부공
정성(.639)은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4. 분석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4.1>과 같다. 동 자
료는 조사기간과 비용, 표본오차를 고려하여 유효한 사례수를 8,000개로 고정하였다.
유효사례 중 남녀의 비율은 각각 50.8%와 49.9%로 나타났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응답
자가 6,124명인 81.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읍·면부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응
답자가 1,488명, 18.6%를 차지하고 있다.

6) 신뢰도 분석(Cronbach’s

α)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내적 일관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

로 신뢰도 계수에 대한 판단은 학자와 교재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Cronbach’s
이 0.6~0.7 이상이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이양수, 2015).

α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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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n=8,000)
빈도
전 체
8,000
남자
4050
성별
여자
3950
도시(동부)
6512
동부/읍면부
농어촌(읍·면부)
1488
미혼
2053
배우자 있음
5354
혼인상태
사별
294
이혼
299
19~29세
1556
30대
1540
연령
40대
1833
50대
1814
60~69세
1257
100만원 미만
484
100~200만원 미만
710
200~300만원 미만
1214
월평균
300~400만원 미만
1667
가구소득7)
400~500만원 미만
1521
500~600만원 미만
1086
600만원 이상
1318

퍼센트
100.0
50.6
49.4
81.4
18.6
25.7
66.9
3.7
3.7
19.5
19.3
22.9
22.7
15.7
6.1
8.9
15.2
20.8
19.0
13.6
16.5

혼인상태의 경우 응답자의 66.9%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혼, 사별,
이혼이 모두 2,646명으로 33.1%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은 40대와 50대가 1,833명과
1,814명으로 가장 많고, 19~29세가 1,556명 그리고 60~69세가 1,257명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약 40%는 300~500만원 미만 그룹에 속하며,
100만원 미만이 484명, 100~200만원 미만 집단에 속하는 응답자가 710명인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월평균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자한 사람도 1,318명이 있다.
<표 4-1>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교육수주은 대졸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42.4%인
3,389명을 차지하고, 고졸이하가 4,611명을 차지하고 있다.

4.2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별 주관적 웰빙의 평균분석 결과
<표 4.2>와 <표 4.3>는 응답자를 가구 평균소득과 거주지역별로 구분하여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주관적 웰빙을 각각 단순 평균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2017년 사회통
합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주관적 웰빙은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웰빙에
대한 인식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7)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7년 기준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446만7천원이며,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34만원이다(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127호). 본 연구는 이 기준을 참고하여 하위소득 그룹을 월 평균소득 300미만, 상위그
룹을 6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가구소득의 측정항목이 카데고리 응
답으로 되어 있어 가구원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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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론할 수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평균 웰빙지수가
5.99이며, 중산층은 6.38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상위소득 계층의
응답자는 웰빙지수가 6.5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ANOVA(일원배치분산분석)의 유
의확률 값은 .000에서 소득수준별 웰빙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
다. 마찬가지로 웰빙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변수, 행복감과 만족도 역시 소득계층
이 높으면 삶의 행복감과 만족도도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
석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소득수준과 주관적 웰빙은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4.2> 가구소득별 주관적 웰빙
하위*
중산층**
상위***
n=2,408
n=4,274
n=1,318
전체
평균
se
평균
se
평균
se
주관적 웰빙

5.99

.035

6.38

.022

6.52

.042

6.29

ANOVA 검정
F

유의확률

66.980

.000

행복감

6.24

.039

6.64

.026

6.78

.048

6.54

54.026

.000

만족도

5.74

.037

6.12

.025

6.26

.047

6.03

54.204

.000

월평균 가구소득= *, ~300만원 미만; **, 300~600만원 미만; ***, 600만원 이상 ~
<표 4.3> 거주지역별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

도시(동부)
n=6,512
평균
se

농어촌(읍·면부)
n=1,488
평균
se

전체

6.25

6.44

6.29

.029

.041

t-검정
t

유의확률

-4.233

.000

행복감

6.51

.022

6.68

.021

6.54

-3.241

.001

만족도

5.99

.047

6.21

.043

6.03

-4.405

.000

응답자의 거주지역을 도시(동부)와 농어촌(읍·면)으로 양분하여 주관적 웰빙에 대
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웰빙의 인
식정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지역 응답자의 주관적 웰빙은 6.44로 나
타났으며 도시지역은 6.25를 보여주고 있다. 행복도와 만족도 역시 농어촌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표본 t-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p= .000, .001, .000 ).
<표 4.2>의 분석결과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가설 2-3-1과 연구가설 2-4-1을 채택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웰빙에
대한 인식수준도 높으며, 도시거주자들보다는 읍·면의 농어촌사회 거주자들의 웰빙 인
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3 소득수준별 주관적 웰빙의 회귀분석 결과
소득수준과 거주지역별 주관적 웰빙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는 <표 4.2>에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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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회귀분석을 통해서 가구소득 하위그룹과 상위그룹별 설명변인의 차이유무
와 영향력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가 <표 4.4>에 제시되고 있다.

사
회
적
자
본

<표 4.4> 가구소득계층에 따른 주관적 웰빙의 회귀분석 결과
하위소득(~300만원 미만, n=2408)
상위소득(600만원 이상~, n=1318)
표준화
표준화
독립변수
t
유의확률
t
유의확률
계수8)
계수
대인신뢰
.051
2.706
.007
.065
2.589
.010
정부신뢰
-.019
-1.131
.258
.026
1.103
.270
대인소통
.041
2.257
.024
.031
1.237
.216
한계소통
.076
4.474
.000
.030
1.267
.206
사적참여
-.010
-.585
.559
-.037
-1.489
.137
공적참여
지역안전성
지역소속감
정부공정성
경제적 안정
자유로운 삶
사회적 성취
건강상태
D남자
D배우자
D개인주의
D탈물질주의

모형평가

.021
1.220
.223
.133
7.199
.000
.048
2.659
.008
.024
1.436
.151
.150
7.844
.000
.160
8.824
.000
.231
11.636
.000
.168
9.397
.000
-.020
-1.244
.214
.048
2.877
.004
-.008
-.492
.623
.022
1.350
.177
Ad, R2=.387(더빈왓슨: 1.861)

.060
2.455
.014
.110
4.184
.000
.098
3.964
.000
.007
.288
.773
.140
5.450
.000
.216
8.166
.000
.175
6.529
.000
.133
5.519
.000
-.023
-1.010
.313
.004
.163
.871
-.033
-1.453
.147
-.030
-1.320
.187
Ad. R2=.348(더빈왓슨: 1.699)

F=90.258(.000)

F=42.368(.000)

먼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유의수준 .05(α≤.05)를 기준으로
할 때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의 집단에서는 대인신뢰(.007), 대인소통(.025), 한
계소통(.000)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는 대인신
뢰(.010)와 공적참여(.014)의 두 개의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또한 표준화계수를 기준으로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인중 하위소득그룹의 주관적
웰빙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변수는 한계소통이며 상위소득그룹의 경우는
대인신뢰로 나타났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안전성, 소속감 및 정부공정성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안전성과 소속감은 주관적 웰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하위소득 그룹에 있어서 지역안전성이 웰빙에 미치
는 영향력은 .13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공정성은
그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웰빙을 설명하는 가장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변인은 경제적
안정, 자유로운 삶의 결정권, 사회적 성취감 그리고 개인의 현재 건강상태와 같은 개
개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변수는 소득수준
에 관계없이 그리고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8) 표준화회귀계수(Beta)는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독립변수의 척도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종속변수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의 크기를 객관적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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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임이 밝혀졌다. 특히 하위소득 그룹에서는 사회적 성취의 표준화 계수가 .231
로 회귀식의 독립변수중 가장 큰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이 건강상태, 자유로
운 삶 그리고 경제적 안정성 순서로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위소득 그룹에 있어서 주관적 웰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표준화 계수 .216인 자유로운 삶으로 나타나 하위소득 그룹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가치관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하위소득 그룹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
들에 비해 주관적 웰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유의확률, .004), 탈물질주의를 선호
하는 그룹의 주관적 웰빙이 높고(.022) 개인주의 선호그룹이 낮은(-.008) 웰빙을 보여
주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주
관적 웰빙의 인식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낮은(-.020) 것으로 나타나 기존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연구가설 2-3-2와 관련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인들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은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자본의 대인소통, 한계소통 그리고 배우
자 변인은 소득계층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력에 차이를 보이기 있기 때문이다.
회귀모형의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하여 가구소득별 주관적 웰빙의 회귀분석 모형의
전반적인 설명력은 하위소득의 경우 38.7%, 상위소득의 경우 34.8%로 나타났으며, F
값을 기준으로 볼 때 추정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다. 추정회귀
계수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회귀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검정할 수
있는 것이 더빈 왓슨(Durbin-Watson)의 자기상관 검정이다. 더빈 왓슨 값이 2에 가까
울수록 잔차간에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본 연구의 회귀식의 더빈 왓슨
값은 1.861과 1.699로 나타나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공차값과 VIF
값이 각각 0.1 이상, 10미만의 값을 제시하고 있어 다중공선성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4.4 거주지역별 주관적 웰빙의 회귀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농촌 인구(읍면 인구)는 1970년 1,850만 명(전체 인구의 58.8%)에서
2010년 863만 명(18.1%)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4.2%에서 20.9%로 증대하였다(김진도, 2014).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1995~2016년 사이 읍·면·동 지역에서 읍인구의 증가율이 35.1%로 가장 높고, 동 지역
은 19.2% 증가하였으며 면지역은 21.3%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동은 도시의 중심부를,
읍 또는 면은 도시의 주변부를 구성한다(임석회, 2018). 이러한 통계는 산업화시대의
특징인 도시의 인구집중 보다는 읍으로의 인구이동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
다. 인구의 도시이탈 혹은 주변부로의 이동은 삶의 가치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측면에
서 거주지역별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것이라고 가정한다. 다만
농촌지역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평균 연령이 높다는 인구사회학적 특징이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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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연구에 활용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령9)과 거주지역별 주관적 웰빙을 차이유무를 분석
한 결과를 농촌지역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ANOVA 검
정통계값 = .716). 반면 도시지역은 연령대별 평균 웰빙 수준은 50~69세까지가 가장
낮은 12.04~12.30을 나타내며, 19세~40대가 12.55~12.63, 그리고 30대가 가장 높은
12.86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사
회
적
자
본

<표 4.5>거주지역에 따른 주관적 웰빙의 결정요인
도시사회 n=6,512
농어촌사회 n=1,488
표준화
표준화
독립변수
t
유의확률
t
유의확률
계수
계수
대인신뢰
.054
4.895
.000
.039
1.639
.101
정부신뢰
-.002
-.158
.874
-.022
-.982
.326
대인소통
.032
2.941
.003
.046
1.880
.060
한계소통
.066
6.473
.000
.042
1.877
.061
사적참여
-.019
-1.808
.071
-.025
-1.054
.292
공적참여
지역안전성
지역소속감
정부공정성
경제적 안정
자유로운 삶
사회적 성취
건강상태
D남자
D배우자
D개인주의
D탈물질주의

모형평가

.034
3.289
.126
11.064
.077
7.126
.014
1.368
.129
11.269
.187
16.686
.227
18.883
.142
13.418
-.026
-2.575
.020
1.909
-.013
-1.345
-.004
-.394
Ad. R2=.380(더빈왓슨:
F=235.702(.000)

.001
.000
.000
.172
.000
.000
.000
.000
.010
.056
.179
.693
1.756)

.010
.446
.149
5.886
.062
2.568
.011
.510
.159
6.348
.164
6.599
.176
6.916
.179
7.860
-.071
-3.235
.068
3.084
.026
1.208
.050
2.325
Ad. R2.336(더빈왓슨:

.656
.000
.010
.610
.000
.000
.000
.000
.001
.002
.227
.020
1.734)

F=45.330(.000)

사회적 자본의 하위영역인 대인신뢰, 대인소통, 한계소통, 공적참여는 도시지역 응
답자들에게는 주관적 웰빙에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농어촌지역 응답자들에게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도시생활에서는 사람들을 신뢰
하고 소통하고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삶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된
다는 것이며, 반대로 농어촌사회는 이러한 활동이 사회저변에 이미 배태되어 있기 때
문에 사회적 자본이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안정성과 지역소속감은 도시,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에 유의수준 .05수준
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역안전성은 도시지역 응답
자들에게는 표준화 계수 값이 .126으로 나타나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
징이다. 정부의 공정성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여 통계적으로는 유
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제적 안정감, 자유로운 삶의 결정권, 사회적 성
9)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연령 변수는 서열형 척도로 ①19~29세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
60~69로 구분되어 회귀분석의 독립변수로 사용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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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감 그리고 개인의 현재 건강상태는 도시, 농어촌 사회를 불문하고 주관적 웰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조사되었다. 이들 변수의 표준화 계수 값은 다른 설명
변수에 비해 상대적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도시지역 응답자들의 경우 사회적 성
취감, 자유로운 삶의 결정권, 건강상태 그리고 경제적 안정감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농어촌 응답자들의 경우는 건강상태가 주관적 웰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경쟁사회라는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때 도시 거주자들의 삶의 만족과 행복감은 사회적 성취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농어촌지역의 경우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높
이는데 현재의 건강상태가 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거주지역에 따른 인구사회적 특성과 가치관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
펴보면,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모두 유의수준 .05수준에서 남자들의 사회적 웰빙이
낮은(-.026, -.071)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어촌지역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표준화
계수 .068로 나타나 주관적 웰빙을 높이는데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환경보호, 공동체의식,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선호하는 집단인 탈물질주의 가치
관은 도시지역에서는 부(-)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지만, 농어촌지역에서는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탈물질주의 가치관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웰빙
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의 이익을 선호하는 개인주의 가치관은
도시사회에서는 부(-)의 효과를 그리고 농어촌사회에서는 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거주지역에 따라 주관적 웰
빙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인들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4-2는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자본의 대인신뢰, 대인소통, 한계소통, 공적참여 그
리고 배우자 및 탈물질주의 변인은 거주지역에 따라 영향력의 크기뿐만 아니라 통계
적 유의미성까지 차이를 보이기 있기 때문이다.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모형의 전반적인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
2
(R )는 .380과 .336으로 도시사회 및 농어촌사회의 주관적 웰빙을 38.0%와 33.6% 만큼
설명하고 있다.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 검정값도 유의(.000)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5. 요약 및 결론
삶의 질은 주관적으로 인식되고 경험된 것으로 사회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관적 웰빙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에서 출발하였
다. 경제학자인 센(Sen, 1993)은 행복의 중요한 원천으로 능력을 강조하였는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꿈을 이루는 것에서 행복의 원천을 찾았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주관적 웰빙의 설명변인을 분석하고자 6개의 하위변수로 구
성된 사회적 자본, 지역의 안전성, 지역소속감, 정부공정성, 경제적 안정, 자유로운 삶,
사회적 성취, 건강상태 및 인구사회적 변수인 성별, 배우자 유·무, 개인주의 및 탈물질
주의 가치관 등 총 17개의 설명변수를 사용하여 4개의 그룹(하위소득-상위소득,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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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농어촌거주)을 기준으로 회귀모형을 분석하였다. 회귀모형을 실시하기 전에 단
순하게 소득계층과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주관적 웰빙의 ANOVA 분석과 독립표본 평
균분석(t-test)를 실시하여 평균의 차이 유·무를 검정하였다. 평균분석의 결과를 정리
하면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웰빙의 평균값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도시보다
는 농어촌지역 응답자들의 주관적 웰빙이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웰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일까? 본 연구를 통해서 나
타난 분명한 사실은 사회적 자본 변수보다는 개개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변수,
예를 들면, 사회적 성취감이나 자신의 삶을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
정권(자유로운 삶) 등이 4개의 기준집단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과 도시거주자들의 경우 사회적 성취감(.231,
.227)이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로 나타났다.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농어촌사회의
경우 건강상태(.142)와 유배우자(.068)가 중요한 설명변수로 조사되었으며, 월평균 가
구소득 600만원 이상의 경우는 자유로운 삶(.216)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거주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소득계층에 따라서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
는 설명변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
는 일관성 있는 발견은 지역안전성과 지역소속감 변수이다. 이들 변수는 주민들의 일
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소득수준이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현
대사회가 맞이하는 다양한 재난, 재해 그리고 사회적 범죄 등으로부터 느끼는 안전이
삶의 만족과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에 대한 소속감은 공동체의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속감이 강할수록 주관적 웰빙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주관적 웰빙은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남성들이 여
성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성별의 영향력을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분석한 회귀
분석의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이익을
선호하는 개인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나 탈물질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웰빙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기존문헌의 일반적인 경향인데 본 연구의 결과는 농어
촌사회를 기준으로 한 회귀식을 제외하고는 부(-)의 영향력을 보여 개인주의 및 탈물
질주의를 선호할수록 낮은 주관적 웰빙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웰빙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이라고 가정하였다. 다만 본 연구가 기존연구와는 달리 사회적 자본을 보다
세분하고 분석의 대상도 다면적으로 구분하여 영향력을 분석하였다는 것은 나름의 차
별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4개의 기준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회귀식에서 사회적 자본변수를 구성하는 6개의 하위 구성변수가 일관성 있게 영향력
을 미치는 변수는 발견하지 못했다. 대인신뢰 변수만이 농어촌사회를 제외하고 주관
적 웰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예상외의 결과를 보여주는
변수는 사적참여(여가, 문화, 동창회, 향우회)를 통해서 삶의 행복이 높아질 것으로 보
았으나 예상과는 달리 낮아지는 부(-)의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집단은 한
국의 지나친 끼리끼리 문화의 일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관심과 취미를 가진 동류집단들에 대한 폐쇄적 문화보다는 보다 개방적 자세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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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삶의 만족도와 인생의 행복감을 높이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
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에 대한 신뢰로 대표되는 정부신뢰 변수도 예상과는 달리
도시, 농어촌 거주지역 및 하위소득 계층들에게는 주관적 웰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록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신뢰, 네트워크, 참여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나 개인들의 목표
달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정할 때 사회적 자본이 다른 변수를 매
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보다 정확한 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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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ultifaceted Perspective Exploratory Study of
Affecting Factors on Subjective Well-being
-Focused on Level of Housing Income and CommunityYangsoo Yi10)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on subjective well-being by analysing
the 2017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 data. This study try to identify the variables and
explanatory power of social capital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affecting on subjective
well-being based on the income and community level by using the multiple regression and
t-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e higher subjective well-being in the higher housing
income group and rural community. However, there is no consistent social capital variables
affecting on subjective well-being across the different group of people. The most powerful and
consistent influential variables are the economic stability, social achievement and health
condition of individual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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