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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행복과 사회자본 관계 분석 : 행복한 시민, 따뜻한
지역공동체*
정명은**․김미현***․장용석****
1)2)3)4)

The Relations between Happiness and Social Capital of Seoul*
Myung Eun Jeong**․Mi Hyeon Kim***․Yong Suk Jang****

요약：본 연구의 목적은 행복과 사회자본 간의 관계, 수준, 패턴을 진단함으로써 주관적 안녕과 간주관적
안녕 간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조
사된 서울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
관용, 신뢰 간의 긍정적 상관성이 있으며 재산 수준과는 무관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행복
수준은 2005년 이후 급격히 향상되었고 개인 간 행복 격차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셋째,
관용 수준은 정체되어 있으나 사회적 약자의 유형에 따른 차별적 배려에서 포괄적 배려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웃에 대한 신뢰 수준과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아져 마을공동체
와 글로벌 공동체 의식을 함께 키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체, 사회안
전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이 장기적 성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자본 간의 연결고리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행복, 사회자본, 공동체, 서울서베이
ABSTRACT∶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levels, patterns and relations between personal
happiness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We examined the relations between happiness and social capital
while analyzing the data obtained from the Seoul Survey, a pooled cross-sectional dataset from 2005 to
2012.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positive correlations among individual happiness, tolerance,
and trust, and these positive correlations are less to do with the level of community wealth. Seco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verage level of happiness of the citizens in Seoul has rapidly increased after 2005,
and the variance among citizens has decreased, which reflects an interesting fact that people are happier
on average and they feel in a similar way more than ever before. Third, the level of tolerance remained
stagnant without much change over the past eight years. In addition, we observed a shift towards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disadvantaged people and a shift away from discrimin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underprivileged population. Fourth, the level of trust in neighbors and foreigners has declined over
time, underlining the need to foster the awareness of global community as well local integration. The
connection between personal happiness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may deserve further attention i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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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evelop more comprehensive policies to induce a virtuous cycle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inter-subjective well-being.
Key Words∶happiness, social capital, community, Seoul Survey

Ⅰ. 서론

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복나눔 부부캠프 등이
무형의 주관적 자원을 개발하고 시민에게 제공하

본 연구의 목적은 행복과 사회자본 간의 관계,

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은 무형의 가치에

수준, 패턴을 진단함으로서 주관적 안녕과 간주관

대한 투자는 유형의 자원을 창출시키기 위한 투자

적 안녕 간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에 비해 정책수단 및 방법의 제약을 덜 받기 때문

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2

에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년까지 조사된 서울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공공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유형 자본은

하고자 한다.

감가상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소모적인 반면

자유와 평등의 시대를 넘어 행복의 시대로 발

에 무형 자본은 유형 자본과 결합하여 또 다른 가

전하는 사회적 흐름은 지방정부의 정책 및 공공서

치를 창출하므로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투자이다.

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공서비스 제공의

둘째, 서울시는 개인의 행복과 지역의 사회자본

목표가 경제적 부와 복지에서 주민의 삶의 질에

을 함께 고려한 정책들을 개발함으로서 대국민 사

대한 관심으로 승화되었다. 이에 더하여 압축성장

회통합이라는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

이후 나타나는 압축갈등 사회의 문제를 극복하기

에서 여성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추진 중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는 좌절감을 극복하는 행복

인 홈방범 서비스, 여성 안심 택배, 여성 안심 귀

과 희망, 지역 단위에서는 공동체 회복, 전 국가적

가 스카우트, 여성 안전마을 등이 대표적인 사례

으로는 사회통합을 중요한 공공가치로 지향하게

이다. 여성 개인의 행복 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되었다.

배려이며 동시에 지역 공동체의 위험과 갈등을 감

서울시는 이와 같은 사회적 흐름과 요구에 대

소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또한 서울시의 마을

해 능동적인 정책반응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크

공동체 사업에 더하여 자치구, 지역 시민단체, 주

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된다. 첫째, 서울시는 주

민들의 협의로 시행 중인 강동구 로컬푸드, 문래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형 자본 투자에서 무

동ㆍ합정동ㆍ홍대입구 일대의 텃밭 사업 등은 먹

형 자본 투자로 전환하고 있다. 자유와 평등이 유

거리를 소재로 하여 시민의 행복과 안전 수준을

형 및 물질적 자원의 향유와 배분에 가까운 것이

높이고 신뢰와 소통의 장을 창출하고 있다.

라면 행복은 무형의 주관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

본 연구에서는 행복과 사회자본 수준에 대한

다.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천원의 행복, 여성행

진단에 초점을 두어 정책 및 공공서비스의 합리성

복이벤트,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 어르신 행복

및 효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회 현상에

콘서트, 동행(동물행복)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반성은 정책 목표와 정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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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설정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또한 궁극적인

영향력은 단지 8~15% 정도에 그친다고 보고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을 선택하

다(Diener, 1984; Diener et al., 1999, 구재선ㆍ서

고 그 효과를 가늠하는 데 있어 근거자료가 된다.

은국(2011)에서 재인용). 오히려 행복은 사회적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산물로서, 개인이 사회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

｢서울서베이(Seoul Survey) 도시정책지표조사｣ 자

가를 통해 창출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장용석

료 중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data.seoul.go.kr)｣에

외, 2012).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상대적 만족

서 제공하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의 자료

감, 내ㆍ외부 동기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로는 행복

볼 때 개인의 주관적 안녕은 개인이 속한 사회적

과 사회자본 간의 상관성, 두 지표의 수준과 격차,

환경과 강한 상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자치구별 패턴을 제시함으로서 서울시의 현상을

그렇다면 한국의 행복 수준은 어떻게 평가되고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는가? 현재 한국의 행복지수는 OECD 36개국

자 한다.

가운데 27위로 비교적 낮은 국가군에 속하며 전반
적인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권에 속한다. 소득격차

Ⅱ. 이론적 논의

또한 상위 20%와 하위 20%를 비교했을 때 5배의
격차가 나타나 계층 간 부의 격차가 심화되어 있

1. 행복

으며 공동체 지수 역시 OECD국가 중 최하위권에
있다(OECD, 2013).1) Diener and Suh(1999)의

행복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연구에 의하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각

으로 정의되며 인지적 삶의 만족감, 빈번한 긍정적

국가와 문화마다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서, 낮은 빈도의 부정적 정서라는 세 가지 핵심

한국 국민은 같은 소득을 얻기 위해 더 많은 행복

요소로 측정되어 왔다(Diener, 1984). 여기에서 ‘인

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로부터

지’와 ‘정서’라는 단어를 조금 더 풀이할 필요가 있

10년 이상 지난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다. 인지된 만족감은 객관적이고 절대적 기준이 있

국가가 소득 증가와 비례하여 행복과 삶의 만족도

는 것이 아닌 주관적인 생각과 상대적 만족감을 의

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은 비슷한 소

미한다.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는 특정한 동기에

득수준을 가진 다른 국가에 비해 덜 행복한 것으

의해 발생되며 이는 다른 정서와 상호작용을 한다.

로 보인다(Stevenson and Wolfers, 2013).

이렇게 보면 행복은 개인적 차원으로 보일 수

경제적 부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

있지만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

는 점은 서울의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도 나타난

향은 매우 미약하다고 한다. 여러 연구들에서 연

다. 서울시의 생계비는 세계대도시 가운데 22번째

령, 성별, 수입, 인종, 교육, 결혼상태 등을 포함한

로 높고 자살률도 14개 대도시 중 최고를 기록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행복의 개인차에 미치는

고 있으며,2) 통계청의 측정에 의하면 광역자치단

1) 평가대상국은 OECD 34개국과 브라질, 러시아를 포함한 36개국이며, 평가지표는 공동체, 사회참여,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 11개
영역에 대해 10점 만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2) http://www.mercer.com/press-releases/quality-of-living-report-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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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중 서울은 고통지수 1위를 기록하였다. 경제발

용을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을 이러한 측면에서 해

전 수준으로는 한국 제일의 도시이지만 개인의 주

석할 수 있다.

관적 안녕은 이에 비례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사회자본의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그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는

분야 및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

최근 행복에 적극적인 관심을 쏟기 시작하였다.

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Putnam의

개인의 주관적 안녕에 대해 전 사회적 관심을 이

초기 연구에서 발견되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 참

끌어내고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빈곤을

여의 구성체로 파악하는 개념이다(이숙종 외,

개인의 문제로 보던 것에서 사회구조적인 접근으

2009). 사회자본은 개인 간, 집단 간 관계에서 발

로 전환한 것처럼, 행복을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

생하며 크고 작은 집단 내 인간의 활동을 통해 축

회적 차원에서 동기부여 하려는 것이다. 이는 지

적되고, 개인과 집단의 공식ㆍ비공식 활동과 가치

방자치단체장의 시군구정목표를 통해서도 드러난

관에 영향을 미쳐 좋은 행동에 사람을 서로 끌어

다. 정명은ㆍ김미현(2013, 2014)의 연구에 의하면

들이는 채널을 제공하기도 한다(남은영, 2012).

1998년 서울시 본청 및 산하 기초자치단체 중 시ㆍ

사회자본은 신뢰와 참여 및 파트너십, 관용 등

구정목표에 ‘행복’을 내세운 곳은 단 한 곳도 없었

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특히 혈연집단을 초월한

지만 2012년에는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표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현대사

방하고 있다. 또한 199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회에서 신뢰는 사회자본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

행복을 시ㆍ군ㆍ구정목표로 언급한 곳은 3곳에 불

을 한다. 사회관계의 결속력을 높여 감시비용을

과하였으나 2012년에는 78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줄일 수 있고 부패와 비효율을 조절해주는 것이

행복을 언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지방

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손해를 볼 기회보다 이익

정부들이 시ㆍ군ㆍ구정목표에 가장 많이 언급한

을 얻을 기회가 더 높을수록 신뢰가 생성되고 신

단어가 행복이라는 점을 미루어볼 때 바야흐로 행

뢰의 확산을 통해 사회자본이 형성될 수 있다

복의 시대에 지방정부가 사회구조적으로 접근하

(Coleman, 1988; Gambetta, 1988; Barber, 1983;

려는 의지가 표출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Fukuyama, 1995). Putnam(1993b)은 신뢰를 도
덕적 자원으로 주목하여 사회자본으로서 중요한

2. 사회자본

기능을 한다고 보았으며 도덕적 자원은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증가되는 자원이라고 하였다. 개인과

행복이 개인적 차원의 ‘주관적(subjective)’ 안

집단ㆍ지역ㆍ국가 간 상호작용 속에서 신뢰라는

녕이라고 볼 때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

사회자본을 활용할수록 신뢰는 더욱 증가하게 된

는 사회는 ‘간주관적(inter-subjective)’ 안녕을 갖

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사회적 무형 자본에 대한

게 된다. 행복한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는 개인 행

투자는 미래지향적 성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복 수준의 단순한 합 이상의 더 큰 안녕을 창출하

상호신뢰의 육성을 위해 타인에 대한 이해, 관

게 된다. 간주관성은 집단 또는 개별적 인간 간에

용 또한 중요한 사회자본으로 지목된다. 정치적

공유된 일련의 행위방식으로 정의되며, 신뢰와 관

관용뿐만 아니라 성적 소수자, 노인, 장애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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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이

순환적 발전이며 경제적 발전의 한계를 보완하는

최근 주목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역 간ㆍ계층

무형 자본 간 상생 발전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간ㆍ세대 간 갈등 완화에 더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
한 배려는 국내ㆍ외 그리고 다수와 소수의 경계를

3. 행복과 사회자본,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넘나드는 사회통합이다. 이러한 신뢰와 관용을 바
탕으로 한 사회자본은 ‘개인-사회-국가’를 아우르는

행복과 사회자본이 실현되는 장이 공동체이다.

거시적 차원에서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관용하

공동체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개인의 활동 영역을

고 소통하며 국가는 지구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해석할 수 있는, 개념적 유연성을 지닌 공간이라

권리와 책무를 다하는 모습(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공통의 연

2010)’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대의식과 호혜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적 한

사회자본은 활발한 인간관계를 통해 공동체 구

계를 벗어나 사이버 공동체, 정책공동체 등 다양

성원들을 결집하여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

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지역이라는 요소는

에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을 촉진하는 매개 역할을

여전히 사회자본이 실현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

한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한 집단 내에

단위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이 인간 개인의 생활

서 구성원들 간의 인간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

터전임과 동시에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 생활 문

면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박희봉, 2013).

제를 포괄하는 곳이기 때문이다(이종수, 2008).

사회자본이 행복감 증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지역공동체는 “건강한 사회자본과 동네효과의 원

Helliwell and Putnam(2004), Powdthavee(2008),

천(이종수, 2008: 9)”이다. 지역 공동체 내의 주민

Bartolini and Bilancini(2010), Sarracino(2010),

들은 네트워크와 정서적 공감을 통해 개인의 행복

Sarracino(2012) 등의 연구에서 실증분석 되었다.

과 타인에 대한 신뢰, 관용 등의 가치 간에 상생효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행복은 더 이상 개인의

과를 얻게 된다.

문제가 아니다. 앞서 행복의 핵심요소 중 인지와

지방정부는 개인의 행복과 지역 사회자본 구축

정서라는 단어를 풀이하였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담론의 장을 마련하는 공

인지와 정서는 상대적이며 인간이 외부로부터 받

공성을 지닌 조직이다. 개인의 안녕에 대해 지방

는 동기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다. 이 동기에는 정

정부는 가정 및 이웃 외에 가장 근거리에서 구조

보의 인지와 비교, 타인과의 감정 교류 및 공유,

적으로 접근하는 기관이다. 과거 지방정부의 정책

생각의 표출 등이 포함된다. 행복이 주관적 안녕

영역과 공공서비스가 주민의 경제적 부와 복지에

이지만 이것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주민의 삶의 질을 넘어

다. 개인의 행복과 지역 사회자본은 무엇이 무엇

주민의 행복에 관심을 쏟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

을 추동한다고 인과관계로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

는 지역사회에 대해 생활 편리성, 쾌적성 차원의

지만 양의 상관관계를 지닐 확률이 높다. 행복한

시설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던 역할을 넘어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 관용과 신뢰로 따뜻한 사회

와해된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주요 과제로 삼고

속의 개인이 느끼는 안녕은 사회 구성단위 간의 선

있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기제로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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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역할이 대두된 이후 경제적ㆍ효율적 측면의

기본계획(안))은 ‘소통과 배려의 행복한 시민도

가치를 넘어 개방성ㆍ투명성ㆍ신뢰성ㆍ웰빙에 이

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르기까지 지방정부가 추구해야 할 정책의 범위가

사람중심도시,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심도시, 주

확대된 것이다(정명은, 2012; 정명은ㆍ장용석,

거가 편안 주민공동체 도시 등 ‘신뢰’와 ‘공동체’의

2013).

핵심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람 사는

최근 한국 지방정부들은 ‘장소의 번영’을 넘어

재미가 있는 행복한 서울, 서로 돕고 살아가는 지

‘사람의 번영’을 도모하고 있다(이제선, 2008:

속가능한 서울’이라는 마을공동체 비전에 따라 새

161). 장소의 번영이 유형 자본 투자에 가까웠다

로운 민관협력 만들기,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 회

면 사람의 번영은 보다 인본주의적 성격을 지닌

복, 관계성 회복과 마을사람 육성 등을 포함하는

다. 정명은ㆍ김미현(2013)의 연구에 의하면 2008

3대 과제와 10대 전략을 세우고 있다.3) 다양한 행

년에 한국 지방정부들은 지역 개발, 발전, 서비스,

위자들이 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역내ㆍ지

성공, 혁신 등의 ‘전문성’을 가치로 한 단어들을 중

역간 네트워크의 장과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

시하였지만 2012년에 들어서는 행복, 함께, 사람,

이다(고경훈, 2013). 마을공동체의 사례로 마포구

사랑, 이웃, 화합, 희망 등의 ‘사람’ 중심의 가치들

의 ‘예찬길’, 서대문구의 ‘소금길’, 은평구의 ‘산새

을 다수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지방정

마을’, 중구의 ‘유어웨이’, 금천구의 ‘암탉우는 마

부의 기능이 경제적 기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

을’, 동작구의 ‘성대골 협동조합의 거리’ 등은 사회

회적 자본과 기능 구축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여

적 관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사

준다.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행복과 신뢰, 관용

회자본을 축적하는 것이다. 즉 지역 주민 간 행복,

등의 가치를 공공성으로 전환하기 위해 여러 정책

관용, 신뢰 등의 사회자본을 회복하게 하는 조정

을 발굴하고 유형자본을 넘어 무형자본의 축적을

역할을 하며,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외부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이종수, 2008). 이러한 현

서울시는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에 대해 동네효과4)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라는 슬로건을 선언하고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 및 공공서비스

기 위한 정책사례를 다수 발굴하였다. 과거 1990

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개인의 행복과 사회자본

년대 이전의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사회경제적

에 관한 이론들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몇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물적 계획 위주의 개발 촉

가지 탐색적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진적 시책이 대부분이었으나 2010년대에 접어들
면서 치유와 회복, 삶의 질, 공동체, 환경을 중심으

Ⅲ. 조사설계

로 서울시를 설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
가 제시한 ‘2030 서울의 미래상’(서울시 2030 도시

본 연구의 흐름과 조사설계 내용을 요약하면

3) http://www.seoul.go.kr/v2012/citynews/
4) “동네효과는 지역공동체의 일원이 됨으로써 획득하는 심리적ㆍ사회적ㆍ정치경제적 자원의 총합이다. 여기에는 심리적 안정, 신뢰, 치안 등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 상호부조, 네트워크, 참여행동 등이 포함된다(이종수, 200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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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흐름도

<그림 1>과 같다.

4만 8천 명 정도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8년간 수집된 표본 수는 382,404개이다. 이 중 본

1. 자료 및 표본

연구에서 관찰하는 변수 중 가장 지속적으로 측정
된 행복 지표를 기준으로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한

본 연구는 행복과 사회자본의 관계를 측정하고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서울서베이(Seoul Survey)
도시정책지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서울서베
이는 서울시 도시정책지표 조사 자료의 일부로서
시민의 삶의 질과 생활상, 주거여건, 관심사, 가치
관 등 서울의 전반적인 사회상을 파악하고 시정운
영과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3
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통계조사 자료이다.5) 본 분석
에서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data.seoul.go.kr)｣
에서 공개한 2005년부터 2012년의 자료를 대상으로

표본 수는 <표 1>과 같다.
<표 1> 표본 수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유효 표본 수(명)
48,760
48,207
48,207
48,668
46,146
47,003
45,605
49,758
382,354

분석한다.
서울서베이는 가구조사로서 설문지 및 수집 자

본 연구에서는 서울 시민 개인 단위의 분석에

료가 가구주와 가구원 데이터로 구분되는데, 본

더하여 자치구 단위로 행복, 사회자본 수준을 경

분석에서는 가구원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매년 약

제적 부와 비교해보기로 한다. 경제적 부는 자치

5) http://stat.seoul.go.kr/js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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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재산 수준으로 보았는데 이는 서울통계 홈페

로 측정되었다. 행복 지표와 마찬가지로 각 하위

이지의 지방세 징수 자료 중 ∑(취득세, 등록세,

문항의 결측치를 제외한 평균값을 대푯값으로 산

재산세)으로 산출하였다.6)

출하였다.
신뢰 수준은 서울서베이에서 2010년부터 측정

2. 측정지표

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에는 1)대부분의 일반 사
람들, 2)나의 이웃 사람들, 3)공공기관에 대한 신

본 연구는 개인의 행복과 지역 사회자본의 상

뢰가 하위 측정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011ㆍ2012

관성, 수준 등을 진단한다. 행복은 2012년 기준으

년에는 1)가족, 2)이웃, 3)처음 만난 사람, 4)다른

로 서울서베이 문항4번에서 측정된 자료를 응용

나라 사람, 5)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로 하위 문항이

하였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문항번호에 약간

분화되었다. 본 분석에서는 2011ㆍ2012년만을 대상

의 차이가 있을 뿐 매년 질문과 하위 문항이 동일

으로 분석하며 분석 자료는 2012년 기준 21번 문항

하게 구성된다. 행복은 0(가장 불행한 상태)에서

에 해당된다. 1(전혀 신뢰하지 않음)에서 5(매우

부터 10(가장 행복한 상태)까지의 척도로 구성된

신뢰)까지의 척도로 구성되며 하위 문항의 결측치

다. 하위 5개 문항으로 구성되는데 결측치를 제외

를 제외한 평균값을 대푯값으로 산출하였다.7)

한 평균값을 대푯값으로 산출하였다.

지표선정 과정에서 서울서베이 문항 중 단체활

사회자본의 측정을 시도한 대부분의 연구들에

동 참여 경험(2012년 기준 문항3), 자원봉사활동

서는 ‘사회참여’, ‘신뢰’, ‘관용’, ‘네트워크 및 파트

경험(2012년 기준 문항16)도 사회자본 측정지표

너십’ 등을 하위 지표로 구성하였다(Rahn, 1997;

로 고려되었다. 두 문항의 경우 장기간 비교적 지

Narayan and Cassidy, 2001; 소진광, 2003; 최영

속적으로 측정되었으나 단체활동 참여 경험은 취

출, 2004; 박희봉ㆍ이희창, 2005; 소진광, 2006;

미에 가깝거나 이익단체 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홍영란, 2006; 이곤수ㆍ송건섭, 2007; 한국교육개

부분이 있어 폐쇄적 공동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발원, 2007; 김선희ㆍ이용섭, 2008; OECD, 2009).

제외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관용, 신뢰, 자원봉사

본 연구에서는 경험적 자료의 구독 가능 범위, 지

활동 경험을 요인분석한 결과 관용과 신뢰가 하나

표 구성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관용과 신뢰를

의 요인으로 도출되었기에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개념적 요소로 두고자 한다.

제외하였다.

관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태
도에 대한 문항(2012년 기준 20번)을 응용하였다.
관용은 하위 4개 문항으로 구성되는데, 1(전혀 그
렇지 않다)에서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의 범위

6) 설문 응답자 개인을 분석단위로 할 때는 경제적 부를 비교 기준으로 하지는 않았다. 서울서베이 설문지에서 가구소득 수준이 관용, 신뢰와
같은 주관적 인식의 척도와 마찬가지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득이나 재산과 같은 객관적이고 비율척도 성격의 자료를 서열척도
자료로 측정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계처리 하면 왜곡된 결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부와의 비교는 자치구별 지표
비교 분석시에만 이용한 것이다.
7) 2012년 설문지 기준으로 행복, 관용, 신뢰 수준에 대한 설문 문항은 <부록 2>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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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각각의 지표 수치를 [0, 1] 사이로 선형화

3. 분석방법

시키는 것으로 개체 간의 비교뿐만 아니라 개체
본 분석을 위한 자료는 엄밀히 말하면 합동 횡

내 변화율도 비교가 가능하며 표준화에서 흔히 나

단면데이터(pooled cross-sectional data)의 성격을

타나는 평균 수렴 현상을 배제시킬 수 있다는 장

가진다. 시계열 데이터와 횡단면 데이터를 합쳐 놓

점을 지닌다. 그러나 과도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은 것이라는 점에서는 패널데이터와 동일하지만,

특정 변수의 영향력이 크게 반영될 수 있는 문제

서울서베이는 동일한 개인에 대해 매해 반복적으

점을 지닌다. 변수의 구간값이 커질수록 표준화된

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개인에 대해

변수의 분모가 증가하기 때문에(박명호, 2011),

매년 조사하기 때문이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이

해당 변수를 표준편차로 나누어서 특정 변수의 과

를 종단면데이터라고도 하는데 보통 사회과학 분

도한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보완한다

야에서는 개체가 개인, 회사, 가구, 국가 등일 때에

(Osberg and Sharpe, 200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는

혼용한다(민인식ㆍ최필선,

(2010: 21)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2010). 따라서 통계적 분석에서 연도를 시간 변수,

서울서베이 자료에서 행복 수준은 10점 척도, 관

개인을 패널 변수로 지정하여 분석한 후, 자치구

용과 신뢰는 5점 척도를 가지기에 행복 수준은

별 비교시에는 자치구를 패널 변수로 지정하였다.

(LSM 표준화 지수/표준편차)값, 관용과 신뢰는

통계적 분석은 Stata 12.0을 사용하였다. 행복,

LSM 표준화 지수를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극

패널데이터라고

관용, 신뢰 등 각 지표의 수준을 진단할 때는 원자

복하였다.

료 그대로 사용함으로서 결과 해석에 있어서 현실
적 이해도를 높였다. 그리고 지표 간 수준을 비교

Ⅳ. 분석결과

분석할 때에는 표준화 지수를 사용하였다. 표준화
는 LSM(Linear Scaling Methods) 방법으로 산출

1. 서울 시민의 행복과 지역 사회자본 수준

하였다.
 표준화 지수       
   지표   지표  
  지표   지표 
(Osberg and Sharpe(2005),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0:

1) 개인 행복과 지역 사회자본 간의 상관성

먼저 개인의 행복과 지역의 사회자본 간의 상
관성을 분석해 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본 수
가 많은 경우 변수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가 쉽게
나타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상관관계 계수값의

21)에서 재인용)

<표 2> 행복과 사회자본 간의 상관계수
사회자본 수준
행복 수준
* p≤0.01

0.1408*

행복 수준
관용 수준
신뢰 수준

행복 수준
1.0000
0.0294*
0.1176*

관용 수준
1.0000
0.1482*

신뢰 수준
1.0000

172 서울도시연구 제15권 제1호 2014. 3

<그림 2> 행복과 관용 간의 시기별 상관계수

차이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개인의 행복 수준과

이를 보면 2005년 이후 관용 수준이 거의 변화하

지역의 사회자본 수준 간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

지 않는 반면 행복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어 가파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행복 수준과 신뢰 수준

른 기울기를 보이고 있고 2010년에는 행복과 관용

의 상관계수는 0.1176, 행복 수준과 관용 수준의

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되었다. 그리고 2011년에

상관계수는 0.0294로, 행복과 신뢰는 행복과 관용

는 관용이 약간 감소한 반면 행복은 2010년의 상

수준에 비해 5배 정도 큰 상관성을 보였다. 신뢰

승세를 지속하였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다시 관

수준은 2010년부터 측정하기 시작하였는데 앞으

용과 행복이 모두 상승세를 보이는데 행복의 변화

로도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를 지속적으로 관심

율이 더 크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다시 급증하는

갖고 관찰해야 할 것이다. 신뢰라는 사회자본을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활용하여 다른 사회적 가치를 양산하는 효과를 낳
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추이는 개인의 행복 수준과 지역의 사
회자본 간의 긍정적 효과가 점차 강해지고 있음을

사회자본 측정 자료 중 비교적 장기간 측정된

의미한다. 특히 2005년에 비해 2012년에 행복 수

관용 지표를 중심으로 행복과 사회자본 간 상관성

준과 관용 수준 간의 상관성의 변화를 보인 곳은

을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이 나타난

서초구(0.058→0.138), 송파구(0.045→0.228), 양

다. 연도별 상관계수 값은 모두 유의수준 99%에

천구(-0.031→0.1064), 관악구(0.004→0.2924) 등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2005년 이후 상관계수

이 있다.

값이 상승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으며 2011년 상

이러한 결과는, 행복한 사람이 사회적 약자에

관계수 값이 작아졌으나 2012년에 2배 이상 증가

대한 관용 수준도 높고 기관이나 사람을 포함한

하였다. 2011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유는 <그

사회에 대한 신뢰도 높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림 3>과 함께 설명될 수 있다. <그림 3>의 평균 추

있으며,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신뢰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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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평균 추이
행복, 사회자본

행복, 관용, 신뢰

[그림 3-2] 변동계수 추이
행복, 사회자본

행복, 관용, 신뢰

<그림 3> 개인 행복과 지역 사회자본 수준 및 격차

이 자신도 행복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분석한 앞의 논의에 이어 각 지표별 수준을 분석

행복이라는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해 보았다. 이는 <그림 3>과 같이 나타난다.

과 사회자본이라는 간주관적 안녕(intersubjective

첫째, [그림 3-1]은 평균값을 통해 지표별 변화

well-being)이라는 두 무형 자본 간의 시너지 효

수준 및 격차를 비교한 것이다. 사회자본은 신뢰

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지방정부

측정문항이 안정화된 2011년부터 최근 2년의 추

는 첫째, 사회구성 단위 측면에서 개인 행복과 지

이만 살펴보았는데 왼쪽 그림을 보면, 사회자본

역 사회자본 간의 선순환, 둘째, 사회자본 구성요

수준은 행복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다. 행복 수준

소 측면에서 관용과 신뢰의 선순환을 목표로 다양

은 지난 8년 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 정책가치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사회자본을 다시 관용과 신뢰로 나누어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더욱 흥미

2) 개인 행복과 지역 사회자본 수준

로운 점이 관찰된다. 2010년 이전까지는 관용 수

서울시민의 행복과 사회자본 수준의 상관성을

준이 높은 것에 행복 수준이 낮았다. 그러나 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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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은 6년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인 간 인식의 격차는 그대로이므로 행복의 발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동안에 행복 수준은 상당

수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한 속도로 발전하여 2010년을 기점으로 행복이 관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신뢰

용 수준을 상회하게 된다. 2010년이 서울시에 있

수준의 경우도 비록 2년치 관찰값이라는 점을 고

어서는 개인의 주관적 안녕과 지역의 간주관적 안

려하더라도 관용 수준과 마찬가지로 정체된 상황

녕의 관계에서 Tipping Point가 된 것이다. 이러한

이다.

사실은 최근 서울시의 주관적 안녕 수준에 비해

결과적으로, 개인이 느끼는 행복 수준 평균값이

간주관적 안녕이 그 발전 수준도 낮고 속도도 낮

높고 평균값 증가의 기울기가 커지고 있고 개인

다는 점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간 느끼는 격차의 정도는 감소하고 있으므로 “행

신뢰 수준은 비록 최근 2년 간의 자료이지만 행

복 수준 증가, 행복 불평등 감소”로 현황을 요약할

복수준과 관용수준에 비해 작은 값을 나타낸다.

수 있다. 반면에 사회 구성원에 대한 관용 수준은

신뢰는 사회 자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성요소이

지난 8년간 증가된 변화가 없이 오히려 정체되어

므로 신뢰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당

있는 상황인 것이다.

히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자본에 대한 희망적인

둘째, [그림 3-2]와 같이 변동계수값을 통해 지

해석도 가능하다. 흔히들 이기주의가 만연하다고

표의 발전 격차를 비교해 보도록 하자. 각 지수의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 객관적 지표를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을 변동계수로 사용

관찰해 보면 사회적 관용 수준이 8년 간 아주 낮

하였다.8)

아지지는 않고 어느 정도 유지하는 수준을 보이고

개인이 느끼는 행복의 격차는 2005년

0.24였던 것에 비해 2012년 0.159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있다. 앞의 [그림 3-1] 평균 그래프와 비교하여 보

점차 다양한 가치로 구성된 사회로 발전함에

면 서울 시민의 행복 수준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

있어 ‘객관적이고 유형의 자본’으로서 부의 불평

는데 더하여 개인 간의 주관적 격차도 줄어들고

등에 못지않게 ‘주관적이고 무형의 자본’으로서

있는 것이다. 이는 서울 시민의 주관적 안녕으로

행복의 불평등에 대한 전 사회적 관심은 더욱 확

서 개인의 행복 수준이 긍정적인 성장추세를 보이

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시정부의 적극적

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관심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최근 변화를 보다시피

그러나 사회자본의 격차는 행복의 변동계수보

개인의 행복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통합으

다 큰 값으로 나타난다. 즉 개인 간 값의 분포가

로 이어지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행복수준보다 사회자본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

정책적 장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 앞의 [그림 3-1] 평균 그래프와 같이 보면 사
회 구성원에 대한 관용 수준도 별 변화가 없고 개
8) “변동계수는 어떤 변수가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흩어져 분포하고 있느냐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분산 및 표준편차처럼 표본의 산포도를 나타
낸다. 분산과 표준편차는 자료의 산포도의 절대크기를 나타내는 반면, 변동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누어 구하기 때문에 변수의 산포도
를 평균에 대비해 측정단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보여주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계수 값이 감소하는 경우 해당 지수에
있어서 측정단위 간의 격차가 점점 줄어든다고 해석된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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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개인의 행복 수준
유효
표본수
382,354

값

전체

자신의 건강상태

자신의 재정상태

주변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평균*

6.5876

6.8581

5.6802

6.8059

6.9368

6.6576

변동계수

0.2060

0.2612

0.3314

0.2366

0.2367

0.2607

* 측정문항 값의 범위: 0(가장 불행한 상태)~10(가장 행복한 상태)
평균

변동계수

<그림 4> 개인의 행복 수준 및 격차 시계열 변화 – 평균과 변동계수

3) 개인의 행복 수준

해 개인 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

앞서 개인의 행복과 사회자본에 대해 분석함에

림 4>와 같이 시계열 변화를 보면 개인의 행복 수

있어서 서로 다른 척도로 측정된 행복, 사회자본

준은 평균적으로 전반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

간의 상호 비교를 하다 보니 표준화된 지수를 사

으며 서울시민의 행복 수준에 대한 개인 간 격차

용하였다. 이제는 개인의 행복 수준을 구성하는

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신의 재정

하위 항목과 관찰의 이해성을 돕기 위해 원자료의

상태에 대해 느끼는 행복감은 2005년에 비해 최근

척도를 그대로 사용한 데이터로 분석하고자 한다.

상당히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다른 부문에서 느끼

원자료의 값은 0(가장 불행한 상태)에서부터 10

는 행복에 비하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가장 행복한 상태)까지를 범위로 한다.
<표 3>은 개인의 행복수준을 평균값과 변동계

4) 지역의 사회자본 수준

수 값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평균값을 살펴보면

개인의 행복 수준과 마찬가지로 구성하는 하위

가정생활에서 느끼는 행복 수준이 가장 높고 자신

항목과 관찰의 이해성을 돕기 위해 원자료의 척도

의 재정 상태에 대해 느끼는 행복 수준이 가장 낮

를 그대로 사용한 데이터로 분석해 보았다. 관용

은 값을 보인다. 이를 변동계수를 통해 살펴보면

수준을 측정한 문항값의 범위는 1(전혀 그렇지 않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느끼는 행복 수준에 대

음)에서부터 5(매우 그러함)까지이다. <표 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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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역의 관용 수준
유효
표본수
382,138

값

전체

장애아

가난

노인

여성

평균*

3.2514

3.3320

3.5833

3.0030

3.0875

변동계수

0.1847

0.2885

0.2573

0.3121

0.3129

* 측정문항 값의 범위: 1(전혀 그렇지 않음)~5(매우 그러함)

평균

변동계수

<그림 5> 지역의 관용 수준 및 격차 시계열 변화 – 평균과 변동계수

지역의 관용 수준을 평균값과 변동계수 값을 통해

회적 약자의 유형에 따른 차별적 배려가 아닌 포

나타낸 결과이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용 수준

괄적 배려, 보편적 포용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

이 가장 높고 노인에 대한 관용 수준이 가장 낮은

타내는 것이다.

값을 보인다. 이를 변동계수를 통해 살펴보면 노

<표 5>와 <그림 6>은 신뢰 수준의 시계열 변화

인에 대한 관용 수준의 개인 간 격차가 가장 큰 것

를 관찰한 결과이다. 신뢰 수준을 측정한 문항값

으로 나타난다.

의 범위는 1(전혀 그렇지 않음)에서부터 5(매우

이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를 그래프를 통해 보

그러함)까지이다. 신뢰 수준 측정 문항의 변화는

면 <그림 5>와 같이 나타난다. 즉, 서울시민의 사

2010년부터 나타났는데 2010년에는 일반사람에

회적 약자에 대한 관용 수준은 2005년 이후 2008

대한 신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이웃사람에 대

년까지 낮아졌다가 이후부터 약간의 하락 또는 고

한 신뢰에 대한 물음으로 신뢰를 측정하였으며

착화 상태를 보인다. 시민들 간 관용 격차 역시 8

2011년도에 들어서 가족, 다른 나라 사람, 공공기

년간 약간 좁혀졌을 뿐이다.

관, 이웃사람,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측정

그러나 장애아, 가난, 노인, 여성에 대한 관용에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측정이

대해서는 영역 간 차이가 작아지고 있다. 점차 사

안정화된 2011~2012년만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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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역의 신뢰 수준
유효
표본수
95,363

값

전체

가족

다른 나라 사람

공공기관

이웃사람

처음 만난 사람

평균*

3.0882

4.4943

2.2746

3.0692

3.2867

2.3161

변동계수

0.1788

0.1448

0.3823

0.2733

0.2434

0.3776

* 측정문항 값의 범위: 1(전혀 신뢰하지 않음)~5(매우 신뢰함)

평균

변동계수

<그림 6> 지역의 신뢰 수준 및 격차 시계열 변화 – 평균과 변동계수

<표 5>에서 가족(혈연)에 대한 신뢰 수준을 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

외하고 보면 신뢰 수준의 평균값은 이웃사람>공

이 낮은 수치로 나타난 것도(2.30→2.25) 눈여겨

공기관>처음 만난 사람>다른 나라 사람 순으로 높

볼 만하다. 변동계수를 통한 분석에서도 이웃 사

게 나타났다. 이를 변동계수를 통해 살펴보면 다

람과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신뢰 수준의 변동계

른 나라 사람에 대한 신뢰 수준에 있어 개인 간 격

수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나 서울시는 한

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국의 수위도시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이며

<그림 6>은 지역의 신뢰 수준 및 격차에 대한

다수의 관광객에게 개방되어 있고 국제화 수준이

시계열적 변화를 보여준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수준이 2011년(3.04)에 비해 2012년(3.09)에 소폭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의

상승하였다. 지역의 신뢰 수준 중에서도 이웃 사

대표적인 주변 국가인 중국의 불량제품 문제, 일

람에 대한 신뢰가 3.35에서 3.23으로 감소한 것은

본의 역사 왜곡, 외국인 범죄 등의 이슈화도 영향

최근 지역 내 주차 공간문제나 아파트 층간 소음

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등의 문제로 이웃 간의 갈등이 증대되었다는 사실
에서 기인한다.

가족이나 자신과 익숙하고 친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당연한 결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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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처음 만난 사람, 다른 나라

에 따라 비교해 보았다. 행복과 사회자본이 절대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적 수준을 지향하는 가치가 아닌 주관적이고 상대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통합은 국내,

적인 측면이라는 점에서, 자치구별로 우수성을 진

지역적 수준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에서도 이루

단하는 데에도 상대적 비교를 위해 순위화하여 관

어져야 하는데 서울시가 사회통합의 ‘globalness’

찰하였다. 즉 개별 자치구가 당해 연도에 재산, 행

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

복, 관용, 신뢰 부문에서 25개 자치구 중 몇 위를

가 있다. 과거 지방정부의 주된 역할이 지역경제

차지하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발전에 머물렀다면 오늘날의 지방정부는 개인의

그리고 이를 본 연구의 시간적 분석 범위 시작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고 관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점인 2005년에 두 변수의 상대적 순위가 2012년에

국제사회에 기여도 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2005년 대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사회적 위험을 줄이

2012년의 변화는 이동화살표로 도식화하였다. 우

고 관용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행복한 지방정부의

상향 할수록 지표 수준(1위 방향)이 높고 좌하향

모습을 갖춤으로서 ‘행복한 개인-더불어 사는 공

할수록 낮은 수준(25위 방향)으로 나타나도록 표

동체-세계사회에 기여하는 국가’의 선순환을 향해

시하였다. 아래 제시된 그림에서 화살표의 방향은

나아갈 수 있다.

순위가 변화하는 방향, 화살표의 길이는 순위 변

현재 서울시를 포함하여 각 지자체 및 각 부처

화의 크기를 의미한다. 화살표의 방향이 상향하고

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외국인에 대한 편

화살표 직선의 길이가 길수록 Y축에 해당하는 변

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

수의 25개 구 중에서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한 것

다. 마을 공동체와 글로벌 공동체 양 방향적 발전

으로 이해할 수 있다.9)

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먼저 2005년의 재산 수준과 행복 수준이 2012

높임으로서 지역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공공갈

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림 7>을 통해서 살

등을 해소하고 서울시 정책에 대한 높은 순응성을

펴보았다. 실선 상향 화살표는 행복수준의 자치구

이끌어내야 한다. 이로써 정책기관에 대한 높은

순위가 상승한 경우이며 점선 하향 화살표는 행복

신뢰성과 함께 정책순응성, 정책목표 달성의 시간

수준의 자치구 순위가 하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및 비용절약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림 7>을 보면 8년 사이에 25개 자치구 간에 재
산 수준은 거의 고정적인데 반해 행복 순위의 변

2. 자치구별 행복, 사회자본 수준 비교

화폭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즉 재산과 행
복 수준 간의 상관성이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자치구를 분석단위로 하여 시계열

는 것이다. 재산 수준 상위 5개 자치구 중 영등포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행복과 상관성

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행복수준이 상승하긴 했으

이 매우 높은 변수로 언급되는 경제적 부의 수준

나, 재산 수준의 상ㆍ중ㆍ하위에 관계없이 행복

9) 자세한 수치는 <부록 1>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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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05년 대비 2012년의 재산과 행복 수준 변화

<그림 8> 2005년 대비 2012년의 재산과 관용 수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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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자치구 순위가 상승한 지역도 있고 하락한

도인 경우에는 양 극단 계층에 비해 배타적 성향

지역도 있다. 행복 수준에 대한 자치구 순위의 상

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약자에 배려하고

승폭이 큰 자치구는 중구(25위→7위), 송파구(19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

위→4위), 강서구(20위→5위), 하락 폭이 큰 자치

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구는 용산구(3위→21위), 영등포구(4위→19위),

해석할 수 있다.

강동구(6위→25위), 광진구(1위→20위), 은평구(2

<그림 7>과 <그림 8>을 비교해 보면, <그림 7>

위→18위)이다. 재산 수준이 거의 고정적인 반면

에서 행복 수준의 화살표 길이가 전반적으로 긴

행복 수준에 대한 자치구 순위의 변화폭이 크다는

것을 볼 때 변화 폭이 큰 것에 반하여 <그림 8>의

것은 발전의 가능성도, 쇠퇴의 가능성도 모두 크

관용 수준 화살표 길이는 그보다 전반적으로 짧은

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동의 가능성이 많다는 것

것을 볼 때 변화의 폭이 그만큼 작다는 것이다.

은 지방정부가 다양한 정책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그림 3>에서 행복 수준 변화의 정도가 시계열적

통해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으로 눈에 띄게 보이는 반면 관용 수준은 거의 정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체되어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그림 8>은 재산 수준과 사회적 자본으로서 관

<그림 9>는 2011년 대비 2012년의 재산과 신뢰

용 수준의 시기적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실선 상

수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재산 수준과 신뢰

향 화살표는 관용 수준의 자치구 순위가 상승한

수준의 시기적 변화는 서울 서베이에서 신뢰 수준

경우이며 점선 하향 화살표는 행복 수준의 자치구

문항이 2011년부터 통일되었으므로 2011년과

순위가 하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관용 수준에 대

2012년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신뢰 수준에 대한

한 순위의 상승폭이 큰 자치구는 강남구(23위→5

순위의 상승폭이 큰 자치구는 강서구(24위→5위),

위), 도봉구(21위→2위), 은평구(24위→10위)로

영등포구(21위→6위)로 나타났으며 순위의 하락

나타났으며 반대로 하락폭이 큰 자치구는 서초구

폭이 큰 자치구는 용산구(8위→24위)로 나타났다.

(2위→16위), 노원구(3위→19위), 양천구(8위→22

신뢰에 관한 수준은 관용 지수에 비해 측정 기간

위)로 나타났다.

이 짧아 시간적 변화를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그림 8>을 보면 재산 수준이 상위권과 하위권
인 자치구에서는 관용 수준에 대한 순위가 향상되

때문에 자치구별 역동성을 보는 수준에서 분석하
기로 한다.

었는데, 중위권인 자치구에서는 관용 수준의 순위

지금까지 재산이라는 부의 축적과 행복, 관용,

가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재산과 관용

신뢰의 패턴을 찾아보았다. 이는 유형 자본과 무

수준은 U-Curve Line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볼

형 자본 간의 관계를 본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

수 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다. 다음의 <표 6>에서는 사회구성 단위 간의 무형

로운 경우 일종의 선민의식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

자본으로서 개인의 행복과 지역 사회자본 간의 관

려하는 것일 수 있고 반대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를 두 시점에서 비교하였다. 신뢰 수준은 이론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반의식, 이해심이

적으로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지만 서

높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재산 수준이 중간 정

울 서베이 문항에서 충분한 시간적 변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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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행복과 관

나 재산 수준으로는 서울시 최하위권이지만 행복

용의 관계만을 분석하였다.

은 최하위에서 중위권으로 관용은 중상위권에서

<표 6>에서 보면 각 유형마다 재산 순위 상, 중,

상위 1위로 상승하였다. 용산구는 재산 순위로

하위권 자치구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7~10권에 있는데 행복은 3위에서 21위로 하락하

있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 자본이 경제적 부의 수

였다. 뿐만 아니라 2012년 기준 행복 1위는 재산

준과는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고 추론할 수

수준 1위인 강남구인데 관용 수준 1위는 재산 순

있는 것이다. 일례로, 금천구는 8년 전이나 지금이

위 22위인 금천구이다. 도봉구는 재산 순위는

<표 6> 2005년 대비 2012년의 행복과 관용 수준 변화
행복 수준
상승

하락

상승

금천구(22), 송파구(3), 성북구(14),
서대문구(21), 강북구(24), 강남구(1)
(총 6개 자치구)

중구(4), 동작구(12), 구로구(13),
강서구(10), 서초구(2), 양천구(11)
(총 6개 자치구)

하락

은평구(17), 광진구(15), 영등포구(5),
중랑구(23), 도봉구(25)
(총 5개 자치구)

용산구(7), 강동구(8), 종로구(9),
관악구(18), 성동구(16), 노원구(20)
(총 6개 자치구)

관용 수준

주: 거의 변동이 없는 자치구는 마포구, 동대문구이며, 자치구명 오른쪽 괄호 안의 숫자는 2012년 기준 재산 순위임.

<그림 9> 2011년 대비 2012년의 재산과 신뢰 수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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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최하위를 기록하였지만 관용 수준은 상

셋째, 관용 수준은 8년간 별다른 진척 없이 정

위 2위에 등극하였다. 이는 개인의 주관적 안녕과

체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관용 수준은 약간의 하

사회의 간주관적 안녕 간의 동시적 발전이 경제적

락세를 띄는 고착상태를 보이며 사회적 약자의 유

수준과 무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형에 따른 차별적 배려에서 포괄적ㆍ보편적 배려
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용 수준은

Ⅴ. 결론

재산과 U-Curve Line 관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
는데 이는 보다 정밀한 인과관계 측정이 수반되어

지금까지 서울서베이 자료를 통해 서울시민의

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체된 관용 수준을 끌어올

주관적 안녕으로서 행복, 간주관적 안녕으로서 사

리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규범 및 문화 공유 등

회자본의 연관성, 수준, 격차 등을 진단하고 자치

의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구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

넷째, 신뢰 수준은 이웃에 대한 신뢰 수준이 떨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 관용, 신

어져 지역 공동체 와해를 예상할 수 있으며 다른

뢰 간의 긍정적 상관성이 있으며 재산 수준과는

나라 사람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다는 것은 사회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세 지표 간의 상관성은 과

통합의 ‘Globalness’가 상실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거에 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따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가 국내 및 지역

라서 서울시에서는 경제적 여건의 제약에서 벗어

적 수준으로 경계를 한정하는 사회통합이 아닌,

나 행복, 관용,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

경계를 지우고 세계 사회의 규범과 문화에 적극적

다. 시민과 지역 사회라는 사회구성 단위 간의 선

으로 교류하는 방향의 사회적 자본을 달성해야 하

순환은 주관적 안녕과 간주관적 안녕 간의 선순환

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서울시

이고, 관용과 신뢰는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

가 시행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다문화 가정

간의 선순환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나 풍요

지원 정책 등 국제화의 내면화 작업 등은 국제적

로운 시기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사회 갈등을 예

수준에서의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긍정

방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 사회 구성원 단위 간의

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유형 자본으로서의 주관적 안녕에 대해 지속적인

이상의 연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이 보다 더 설득

관심을 가지고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둘째, 시민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은 2005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첫째,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이후 급격히 향상되었고 개인 간 행복 격차는 감

있어서 서울시라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효과를 체

소하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양적 분석을 뒷받침하

재산 수준의 발전 폭이 크지 않은 반면 행복 수준

는 보조적 사례로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은 변화의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다. 따라서 도시

향후 장기시계열 자료를 시간적 범위로 하는 인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

관계 연구에서 정책적 효과를 영향요인으로 고려

하며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임

하는 것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뢰

을 의미한다.

부문 측정 자료의 한계로 분석하지 못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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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측정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누적되면 보
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더하여 위와 같은 한국의 현실
은 서울시의 정책방향 수립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준다. 개인의 주관적 안녕은 바람직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지역 사회의 간주관적 안녕은 이
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서울시가 다양한 공동체
회복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행복과 사회자본
간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기술지향적인 공공서비
스 제공 이전에 가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해
야겠다. 행복한 시민,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
기 위한 서울시의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 장기적
성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도록 생각을 공유하는 장을 만들어주며
지역 사회통합의 경계를 지역이 아닌 세계사회에
대한 포용으로 넓히는 유연한 사고, 융합의 통로
를 정책적으로 실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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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2005년과 2012년의 자치구 재산, 행복, 관용, 신뢰 순위
자치구

재산
2005년

재산
2012년

행복
2005년

행복
2012년

관용
2005년

관용
2012년

신뢰
2011년

신뢰
2012년

종로구

8

9

7

13

19

20

20

16

중구

5

4

25

7

18

25

11

1

용산구

10

7

3

21

4

7

8

24

성동구

15

16

14

24

15

21

25

25

광진구

20

15

1

20

13

12

14

19

동대문구

17

19

22

23

25

24

7

10

중랑구

24

23

10

22

20

18

5

8

성북구

13

14

18

8

17

13

12

20

강북구

25

24

11

10

22

15

16

4

도봉구

22

25

12

16

21

2

19

9

노원구

12

20

16

17

3

19

15

3

은평구

19

17

2

18

24

10

17

11

서대문구

21

21

17

3

9

4

18

22

마포구

7

6

15

15

12

9

23

21

양천구

9

11

8

6

8

22

2

2

강서구

6

10

20

5

16

23

24

5

구로구

14

13

21

12

5

8

9

18

금천구

23

22

24

11

6

1

22

23

영등포구

4

5

4

19

7

3

21

6

동작구

16

12

23

9

14

17

1

13

관악구

18

18

9

14

10

14

6

17

서초구

2

2

13

2

2

16

4

15

강남구

1

1

5

1

23

5

3

7

송파구

3

3

19

4

11

6

13

12

강동구

11

8

6

25

1

1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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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서울서베이 중 행복, 관용, 신뢰 수준에 대한 설문 내용
측정지표

측정문항
문4(2012년 기준).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보통
가장
불행한
상태

행복

0

1

2

3

4

1) 자신의 건강상태(
)점
3)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점
5) 사회생활(직장, 학교, 종교, 취미, 계모임 등)(

5

6

7

8

9 10

가장
행복한
상태

2) 자신의 재정상태(
4) 가정생활(
)점
)점

)점

문20(2012년 기준).
아래 각 항목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
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별로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5--------4--------3--------2--------1

매우
그렇다

관용
1)
2)
3)
4)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내 아이(있거나 있다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관없다.(
)
가난은 개인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어르신(65세이상)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

문21(2012년 기준).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별로 신뢰 전혀 신뢰
보통
신뢰함
신뢰함
안함
안함
5--------4--------3--------2--------1

신뢰

1) 가족(
5) 공공기관(

) 2) 이웃(
)

) 3) 처음 만난 사람(

) 4) 다른 나라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