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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오늘날 부분의 국가들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 (quality of life)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 인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과거에는 1인당 GDP를 이용한 국제비교를 주로 

하 으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복지욕구가 증 함에 따라 환경이나 행복

도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종합 인 복지지표를 통하여 국제비교를 시도

하는 노력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근법이 보편 으로 수

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종합지수를 구성하는 개별 구성요소에 하

여 사람들의 의견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주

인 만족도는 시 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도 한 이유로 들 수 

있다. 돌이켜 보면 경제개발계획 기에는 성장 주의 정책을 우선 으

로 하 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회  항이 없었다. 그러나 사상 최

 규모의 복지지출을 하고 있는 재시 에서의 복지체감도 는 만족

도는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며, 국민들의 복지지출에 한 요구는  

더 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복지수 에 

한 평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복지수 에 한 평가는 다시 ‘우리나

라의 복지수 이 과거에 비하여 어떻게 변화하 는가?’와 ‘다른 나라와 

비교하 을 때 우리의 상  상은 어떠한가?’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문제와 련하여 2011년에 이루어



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행복지수에 한 국제비교 연구를 재검토하고 

있다. 구체 으로 OECD국가의 복지 수 을 객 이고 체계 으로 정

리하여 부문별 지수를 작성하고, 최종 으로 이들을 종합하는 지표를 작

성하여 국제비교를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별 복지수 을 평가하기 하여 경제활력, 

지속가능, 복지수요, 복지충족, 국민행복, 보건 등 6개 부문의 부문별 종

합지수를 계산하고, 이들을 종합하여 단일 종합지수를 통하여 OECD 국

가의 복지수 을 비교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사회복

지정책을 마련하기 한 시사 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남상호 연구 원의 책임 하에 여성정책연구원의 김 숙 박

사의 참여로 수행되었으며, 자료수집 과정에서 주 선 연구원의 도움을 

받았다. 연구자들은 고에 하여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기획재정부

의 석상훈 박사,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지은정 박사, 원내의 

이상  실장과 강신욱 실장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끝으로 이 연구결과는 본 연구원의 공식 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들

의 개인 인 견해에 바탕을 두고 수행된 것임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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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osite Indexes of Health and Welfare

 

1. Introduction 

 

Nowdays the ultimate goal for the welfare state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the past, international comparison based upon 

per capita GDP was the most popular, but composite indexes 

which encompassing happiness and/or environment are getting more 

popular. In spite of this line of efforts, not all the researchers 

and/or policy makers are happy with it. That is because it is quite 

hard to get agreement regarding the individual components that 

constitute the composite indexes. To make things worse, as time 

goes by, subjective satisfaction has been changing. For example, 

there was no such severe protest in an era of fast growth, but 

nowdays, when we spent the highest social expenditure, people are 

not satisfied with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welfare, and thus the 

desire for the social benefits grows continuously. 

In this research,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health and 

welfare for the 30 OECD countries was carried out. Specifically, 

individual components for each sector are compiled in objective 

and systematic way, and then these are combined to ge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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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e indexes for the health and welfare. 

 

2. Summary of Findings

 

In this report, unlike to Kim et al. (2011), special emphasis was 

put on the timeliness of the data. Specifically, the rules of less 

than 2 years of time lag were strongly maintained in order to 

avoid the time lag of the individual component. Next, 

normalization process was carried out to incorporate the variability 

or scale dependency. The post typical way of normalization is to 

deduct minimum from individual component, and then divide by 

the range, which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ximum and the 

minimum if individual component. Next, we need to determine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individual components to derive the 

composite indexes. In general, equal weights are used, but in some 

cases Delphi method can be applied. In Kim et al. (2011), a 

survey was carried out for the 50 specialists, among social welfare 

(50%), economists (22%), and sociologists (18%), etc. In this 

research a new Delphi survey was conducted, and new weights are 

applied to derive the composite indexes of Health and welfare 

indexes. 

According to the composite index of welfare, Sweden is the 

highest, Norway is the second, Ireland is the third, and 

Netherlands is the fourth. On the contrary, countries in Eastern 

Europe, America, and Asia are located in the lower rank. Korea 

recorded 20th among 34 OECD countries. This migh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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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ed as a slight improvement compared to the 26th in 2008. 

The lowest ranked countries are: Turkey (34th), Mexico (33rd), 

and Chile (32nd). 

Although Korea showed relative advantage in the economic 

viability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welfare finance, policy 

makers need to put more efforts to meet the demand for the 

welfare demands and/or realized happiness for the longer term. 

   

3. Summary and Conclusion

 

According to the results, Northern European countries show the 

highest level of composite welfare, whereas Japan and United 

States were not that high in spite of their high level of per capita 

income. Korea turned out to be in the lower rank although located 

in the top rank in the economic viability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welfare finance.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ut in the realized happiness which 

was the lowest. For this purpose, we need to increase in crude 

birth rate, decrease in suicide rate, and the increase in subjective 

well-being. 

The research direction for the futur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t might be necessary to develop indexes that can be 

decomposed by regional, by sex, and/or by age cohort. In addition, 

regular survey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n various social issues 

needs to be carried out. Finally, the methodology to combine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components need to be developed. 



 



요약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오늘날 부분의 국가들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 (quality of life)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 인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과거에는 1인당 GDP를 이용한 국제비교를 주로 하 으나, 사회

가 복잡해지고 복지욕구가 증 함에 따라 환경이나 행복도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종합 인 복지지표를 통하여 국제비교를 시도하

는 노력이 주를 이루게 됨. 

⧠ 그런데 이러한 근법이 보편 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종

합지수를 구성하는 개별 구성요소에 하여 사람들의 의견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임. 

○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주 인 만족도는 시 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도 한 이유로 들 수 있음. 

○ 를 들어 경제개발계획 기에는 성장 주의 정책을 주로 하

음에도 별다른 사회  항이 없었으나, 사상 최  규모의 복지지

출을 하고 있는 재시 에서의 복지체감도 는 만족도는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며, 복지지출에 한 욕구는 오히려  더 강해

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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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복지수 에 

한 평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복지수 에 한 평가는 다시 ‘우리나라의 복지수 이 과거에 비

하여 어떻게 변화하 는가?’와 ‘다른 나라와 비교하 을 때 우리

의 상  상은 어떠한가?’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2011년에 이루어진 보

건사회연구원의 국제비교 연구를 계승·발 시킨 것임. 

○ 구체 으로 OECD 30개 국가의 보건·복지 수 을 객 이고 체

계 으로 정리하여 각 부문별 지수를 작성하고, 

○ 최종 으로 이들을 종합하는 지표를 작성하여 국제비교를 수행하

고자 함.   

II. 주요 연구결과 

⧠ 본 연구에서는 기본 으로 김용하 외(2011)의 연구방법론를 따르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음. 

○ 첫째, 각 부문의 개별 구성지표의 입수 시차에 ‘ 후방으로 2년 

미만’라는 제한을 두어 시성(timeliness)을 가지도록 하 음. 

○ 실제로 1회성 지수의 작성을 염두에 둔 많은 연구에서는 상당한 

시차를 수반하는 지표를 다양하게 포함시켜 종합지수를 작성한 경

우가 많았음. 

○ 그러나 최종 인 지수가 해마다 는 격년마다 작성되어야 할 경

우에 5-6년의 시차를 가지는 변수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면 

작성된 종합지수는 유용성이나 시의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음.  

⧠ 수집된 개별 구성지표는 척도(scale)와 측정단 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표간 상  요성을 살펴보기 해서 각 지표들을 표 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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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필수 임. 

○ 주로 사용되는 표 화 방법은 상군 가운데 해당 지표의 최 값과 

최소값을 이용하여 상 인 치를 정량 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해당 지표에서의 특정 국가의 수치에서 최소값을 뺀 값에 하여 

범 (최 값과 최소값의 차이, range)로 나 어 표 화하는 방법

을 주로 사용함. 

○ 그런데 역기능을 나타내는 지표(역계열)에 해서는 최 값에서 특정 

수치를 뺀 값을 범 (range)로 나 어 표 화해야 함. 

⧠ 개별지표를 종합한 지수를 산출하기 하여 개별지표간 는 부문간 

상  요도를 알아야 함. 

○ 상  요도는 가 치로 나타낼 수 있는데, 크게는 각 지표에 

동일한 가 치를 부여하는 방법과 각각 다른 가 치를 부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 

○ 여기서는 국가의 복지 수 에 미치는 향력이 지표마다 다를 것

이라는 단 하에 각각에 하여 상이한 가 치를 부여하는 방법

을 선택하 음. 

○ 김용하 외(2011)에서는 개별 지표에 한 가 치 산출을 하여 

사회복지학(50%), 경제학(22%), 사회학(18%) 등의 분야의 문가 50

명을 상으로 델 이 조사 실시하 으며, 본 연구에서도 기본

으로 이들 문가들이 응답한 부문지표와 개별지표의 가 치 평균

값을 용하 음. 

⧠ 앞서 살펴본 5개 부문별 지표인 경제활력지표, 재정지속지표, 복지수요지

표, 복지충족지표, 국민행복지표를 종합하면 각 회원국들의 종합 인 

보건  복지수 을 비교할 수 있는 보건복지종합지수를 작성할 수 

있음. 

○ 종합지수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가 치는 문가 그룹을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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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새로운 델 이 조사를 통해 얻은 값을 용하 음.  

⧠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보건의료부문에 해서도 분석을 시도하 음. 

○ 건강상태부문지표에서 우리나라는 24 에 머물러 있으며, 비의료

 건강결정요인에서는 최하 를 기록하 는데, 음주량  흡연량

을 이기 한 노력이 필수 임. 

○ 의료자원부문지수에서는 비교  양호한 12 를 차지하 고, 의료

이용부문에서는 상 권인 3 를 차지하 음. 

⧠ 이상을 모두 종합하여 단일지표화 한 보건의료 종합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일본, 그리고 아이슬란드와 함께 상 그룹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건부문과 복지부문을 종합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보건복지종합지수

가 높은 국가로는 스 스가 1 , 네덜란드가 2 , 노르웨이가 3 , 그리고 

덴마크가 4 인 것으로 나타났음.

○ 주로 북유럽을 심으로 하는 복지국가들의 종합복지 순 가 높게 

나타난 반면, 동구권 국가, 미주  아시아 국가들은 상 으로 순

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은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20  수 인 것으로 나타났는

데, 2008년에는 26 던 을 감안하면 다소나마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국보다 낮은 순 의 국가로는 터키(34 ), 멕시코(33 ), 칠 (32 ) 

등이 있음. 

⧠ 우리나라는 경제활력도와 복지재정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편임.

○ 하지만 향후 복지수요의 충족 정도와 국민들의 행복체감도를 높

이기 해서는 ·장기  에서 정책당국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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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요약 및 시사점 

⧠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활력과 재정지속 부문에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복지충족지표와 국민행복도 지표에서는 최하 권에 속하

고 있었음. 

○ 북구 복지국가들이 가장 높은 종합복지 수 을 향유하고 있었고, 

일본과 미국은 높은 소득수 에도 불구하고 종합 인 복지수 은 높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의 종합복지 수 은 30개 OECD 회원국 가운데 23  수

인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의 경우 2008년에 26 던 을 감안하면 다소나마 향상된 것

으로 볼 수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도가 최하 권에 머물고 있

어서 이를 우선 으로 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출산율 제고와 자살률의 하락, 그리고 주  만족도의 제고방

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향후의 국내동향을 연구함에 있어 지역별 지표, 성별-연령 별 지표

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왜냐하면 다양한 복지수혜 상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복지정책

을 입안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임. 

○ 한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체감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개개인의 주

 평가를 반 하는 것이 필수 이므로, 외국의 경우에서와 같

이 주  지표들에 한 조사의 정례화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

을 것임. 

○ 나아가 이들 주  지표가 객  지표와 통합되어야만 유용한 

종합 인 지표가 작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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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 것인가와 련된 

논의에서 견해의 차이가 큰 부분 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 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한 답일 것이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가 함축

되어 있는데, 하나는 ‘과거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복지수 이 얼마나 높

아졌는가?’라는 부분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의 수 은 

어떠한가?’라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질문에 한 

답을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과거에는 1인당 GDP수 과 같은 경제성과 지표를 통하여 추이분석

이나 국제비교를 많이 하 으나, 지 은 환경오염이나 지속가능성 등의 

정보가 반 되지 않은 지표들 보다는 고령화의 정도나 경제발 단계 등

의 정보가 반 된 종합 인 복지지표를 선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종합 인 복지지표를 작성하는 데에는 사회  합의를 얻기가 어렵고, 이

용가능한 자료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종

합지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문제는 사람들의 주 인 만족도가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다

는 이다. 를 들어, 우리나라 경제개발계획 기인 1960년 에는 성

장 주의 정책으로 일 하 음에도 오랫동안 별다른 사회 인 항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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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인 사회를 유지해 왔다. 반면 유사 이래로 가장 높은 수 의 복지

지출을 하고 있는 재 시 에서 국민의 복지체감도는 과거에 비하여 

결코 높지 않다는 은 이 분야 연구의 어려움을 단 으로 보여주는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수 을 객 이고 체계 으로 

정리하고, 이들을 종합하는 지표를 작성하여 추이를 분석하는데 우선순

를 두고 있다. 이를 하여 각 부문별로 요한 역을 선정하고 그에 

합당한 개별 요소들을 선정한 다음, 객 인 통계  처리를 거쳐 부문

별 종합지수를 작성하게 된다. 나아가 국가간 종합지수를 비교 분석함으

로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 한다. 아울러 향후에는 정책방향의 변화에 따른 지표의 성과를 측

하고, 이로부터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단계에 이르도록 연구를 추진

해 나갈 것이다. 

        

2. 연구내용

오늘날 부분의 국가들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 (quality of life)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 인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복지수 이나 삶의 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

도는 OECD(2009) 보고서에 잘 정리되어 있다. 연구의 창기에는 GDP를 

심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그 다음에는 경제지표에 사회발  지

표를 결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그 뒤를 이었으며, 좀 더 최근에 와서는 삶

에 한 만족도 ( 는 행복도)와 같은 주  지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까지 

발 하 다. 이하에서는 이들 근법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복지수 을 결정하는 데에는 경제활력이 기본 인 토 가 된다. 왜냐

하면 성장잠재력이나 지속가능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정책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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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이 생활수 을 결정짓는 가장 요한 요인이라는 과, 제2차 세계

 이후의 속한 산업화와 고도성장은 1인당 GDP를 이용하여 국가별 복지

수 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의 출발 이 되었다. 이 방법의 장 은 객

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는 자료이므로 국제비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교

 신속하게 자료가 입수된다는 데 있으며, 1인당 GDP는 지 도 부분의 

연구에서 필수 으로 사용되는 지표이기도 하다.  1인당 GDP는 조세  

사회보장부담 수 을 결정하는 기 이 되기도 하며, 복지재정지출의 상한선

을 정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반면 이 근법의 단 은 시장이외에서 일어나

는 거래가 포함되지 않고, 환경오염이나 자원고갈 등의 문제를 반 하지 못

한다는 한계가 지속 으로 지 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삶의 질에 

한 만족도가 소득과 비례 이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어서 이 지표의 유

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뒤이어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GDP가 아닌 다른 소득을 이용하여 분석하거

나, 아니면 시장 이외에서 이루지는 거래를 반 하여 GDP를 수정한 다음 복

지수 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두되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지표로는 

각국의 앙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국민총소득과 국민순소득을 들 수 있다.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의 경우 해외에서 들어온 순소득과 

교역조건의 변화가 반 되어 있으며, 국민순소득(Net National Income, NNI)

의 경우 미시자료의 가처분소득에 가까운 개념이어서 개인( 는 가구)의 복

지 련 지출 수 을 악하는데 유리한 이 있다고 한다(김용하 외, 2009). 

이 외에도 Nordhaus and Tobin에 의한 경제후생척도(Measure of Economic 

Welfare, MEW)가 있다. 이 지표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비시장  활

동과 환경오염 등을 감안하여 GDP를 조정한 것으로, 기에는 각 을 받았

으나 나 에는 Green GNP 는 복지GNP 등으로 흡수·발 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연구자에 의하여 복지GNP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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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으로 시산되고 있다. 를 들어 홍석표(2009)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 복

지 는 삶의 질은 경제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분

배형평성의 미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수 을 종합 으로 악하기 하여 

OECD 국가의 종합복지수 을 작성하고, 이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복지수

을 평가하기 하여 경제활력, 지속가능, 복지수요, 복지충족, 국민행

복 등 다섯 부문의 복지지수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개별지표를 선정하고, 

이들을 종합하여 단일 종합지수를 통하여 OECD 국가의 복지수 을 비

교분석한다. 뒤이어 보건의료부문을 아우르는 종합지수를 작성함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먼  외국의 복지지표에 한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이미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소개되

어 있으나, 시의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갱신하거나 혹은 내용의 변화가 있는 

국가들을 심으로 새로운 내용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연구동향

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부분이 간헐

으로 진행되거나,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연구성과의 축

이 미미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표체계를 소개하고, 몇 가지의 기술 인 

분석기법을 살펴본다. 분석기법에는 주로 개별지표의 표 화 단계와 가 치

의 결정과정, 그리고 종합화 단계에 한 설명이 부분이며, 4장에서는 분

석결과에 한 소개와 보건복지 부분을 심으로 각 부문  종합지수를 작

성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몇 가지 시사 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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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국은 웰빙 측정의 선두 주자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데이빗 카

메론 수상은 야당 시 부터 GDP를 보완할 수 있는 general 

well-being(GWB) 측정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그는 집권 이후 규모 

연구를 주도하도록 하 으며, 독립 인 기 인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으로 하여  새로운 정책 기반으로서 national 

wellbeing에 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요청하 다. ONS를 돕기 하여 

Advisory Forum을 설치하 는데, 여기에는 Stiglitz Commission 멤버, 

시민단체, 학계, 기업계, 공무원, OECD  Eurostat 등의 국제기구까지 

포함되었다. 

ONS가 가장 먼  한 일은 정기 으로 주 인 웰빙을 측정하는 것

이었는데, 이는 기존의 객 인 삶의 질 측정을 보완하고자 하는데 그 

목 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 보다 넓은 범 의 사람들을 조사 상에 포

함시키는 것이 다른 핵심 심이었다. ONS는 2010년 11월과 2011년 4

월 사이에 웰빙에 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하여 다음의 질

문들에 한 답을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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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매년 20만명의 국인들에게 0-10 scale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함. 

(the Integrated Household Survey, Box 1 참조) 

○ 매월 웰빙의 특정 역별로 1000명의 사람들을 조사 (the ONS 

Opinions Survey)

○ => 지역별  그룹별로 주 인 웰빙의 분포를 알 수 있으며, 

반 인 추세도 알 수 있음.

국 으로 어린 학생들, 장애우들, 소수민족들, 죄수들 등 다양한 그

룹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175회의 이벤트를 열었으며, 34,000건 이상의 

응답을 얻었다. 

○ 당신에게 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 이 에서 웰빙 측정에 반 되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 national wellbeing과 국에서의 삶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도움이 

될 정보들은 무엇인가?

○ national wellbeing을 나타내는 가장 합한 방법은 무엇인가?

○ 당신(혹은 귀 기 )은 national wellbeing 측정 결과를 어떻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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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것인가?

참가자들이 선정한 요한 요소들로는 건강, 우정, 가족 계, 직업 

만족도, 경제  안 , 환경 등  그리고 여기에 교육-훈련을 포함시킬 것

을 요청하 다. 

2. 독일 

독일은 의회에서 <Growth, Prosperity, Quality of Life – New 

Ways towards Sustainable Production and Social Progress in the 

Social Market Economy> 에 한 Commission of Inquiry를 설치하

여 웰빙 측정 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 다. 2011년에 17명의 

의원들(범 정당)과  17명의 문가들로 구성된 이 발족하 으며  회

기말(2013년)에 리포트를 제출하기로 하 다.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제와 사회에 성장이 얼마나 요한가, 

○ 웰빙 혹은 발정?에 한 통합 지수 개발, 

○ 성장, 자원 소비  기술개발 사이의 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 혹은 제한

○ 지속가능한 규제 정책

○ 일, 소비자 행 ,  라이 스타일 등이 지속가능한 생산에 미치

는 향 검.

Federal Statistical Office는 2년마다 지속가능 개발에 한 지수를 

발표할 정이며, 35개의 항목과의 계 안에서 독일의 지속가능 략의 

4 가이드라인을 검할 계획이다. 다양한 학계 인사들과 시민단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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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the Socio-economic Panel of the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에서는 1984년 이래 삶의 질

에 한 다양한 측면들에 한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1) 

3.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는 Benessere Equo e Sostenibile (BES)을 심으로 

equitable and sustainable well-being 측정을 한 체계  근방법을 

마련하 다. 2010년 12월 이탈리아 통계국(ISTAT)과 국가 경제  노

동 원회 (the National Council for the Economy and Labour, 

CNEL)가 력하기 시작하 다. CNEL에는 재계, 노동계,  시민단체

에서 100명 이상의 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발 에 한 정의, 한 

지수들의 개발, 정치인  국민들에게의 홍보 등이 과제이며, 2011년부

터 다음과 같은 3단계에 걸친 일련의 계획을 수행할 정으로 있다. 

제 1단계. 

웰빙과 발 의 측정에 한 요 도메인에 하여 합의를 도출한다. 

를 들면, 삶의 물질  기반, 건강, 교육, 정치제도, 환경, 사회 계, 직

업 계 등. 어린이  노인 등 다양한 사회 그룹들의 상황도 고려되어야 

한다. 국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들을 포함하는 규모 논의 과정

을 거칠 정이다. 매년 <일상 삶의 측면들>에 한 다목  서베이 실

시를 해 ISTAT은 24,000 가구를 조사할 것이며, 특히 2011년에는 

웰빙의 다양한 차원들(Stiglitz Commission에서 제안한 삶의 질 8 도메

인)에 부여하는 요성을 물을 것이다. 발 과 련된 차원들에 한 온

1) 이 외에도 GESIS- Leibniz Institute of Social Sciences에서는 1978-1998년 기간에 

하여 삶의 질 조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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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조사를 통하여 문가, 실무자,  기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

고 이를 보완할 정이다.

제 2단계. 

논의 과정을 통하여 떠오를 특정 지수들을 선정하고, 이 게 얻어진 

결과를 하나의 지수로 나타낼 것인지, 아니면 dashboard 형식으로 나타

낼 것인지 논의할 정이다. 

제 3단계. 

2012년 12월에 최종 리포트 작성할 정이다.

4. 프랑스

Stiglitz Commission을 탄생시켜 웰빙 측정을 국제  아젠다로 만든 

자는 바로 니콜라스 사르코지 통령이었다. Stiglitz Commission의 구

성은 국제 이었지만, 많은 랑스 문가들이 참여하 으며, 랑스 통

계국(INSEE)  리에 근거를 둔 OECD에서 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

다.  

Stiglitz 리포트에 이어서, 랑스-독일 장  회의는 French Conseil 

d’Analyse Économique (CAE)와 the German Expert Council for 

the Assessment of Macroeconomic Development 로 하여  지속가능

한 성장과 사회발 의 측정에 한 리포트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 다. 

그리고 2010년 12월에 Economic Performance, Quality of Life and 

Sustainability: A Comprehensive Set of Indicators 라는 리포트가 작

성되었다. 

이들은 삶의 질에 한 하나의 지수보다는 dashboard 방식을 선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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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ashboard에는 ‘경제성과’, ‘삶의 질’, 그리고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프랑스의 지표체계

경제적 성과 (A) 삶의 질 (B) 지속가능성 (C)

1인당 GDP 건강-잠재수면손실연한
민간부문 순고정자본형성 

(GDP에 대한 비율)

근로시간당 GDP 교육-15-24세 학생수
R&D 투자 (GDP에 대한 

비율) 

고용률 (15-64세 그룹) 개인활동: 부제로 일하는 

근로자

경기변동분을 조정한 

재정수지 (GDP에 대한 

비율)
1인당 국민순생산 정치적 영향력 재정지속가능격차, S2

1인당 최종소비지출 

(정부소비 포함)

사회적 연계 또는 유대: 
스포츠, 문화활동 등에 

사용한 시간 

총 민간신용의 GDP에 대한 

격차

소비단위당 순소득의 분배 

척도 (소득 5분위 배율)
환경: 특정 공기오염에 

노출된 도시인구
실질 equity price gap

개인적 및 경제적 불안정성 온실가스 배출 현황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자원생산성 (재생불가능한 

국내재료 투입량, DMI) 
biodiversity (잠정지표: 
bird index)

출처: Economic Performance, Quality of Life and Sustainability: A Comprehensive Set of Indicators, 
2010. 

그 동안에 INSEE는 이미 웰빙에 한 질문들을 서베이에 포함시켰

다. 반 인 삶의 만족도에 한 질문 외에 건강, 주거환경, 직업,  

시간, 그리고 인간 계 등 5개 도메인에 한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앞

으로 French Time Use Survey는 Stiglitz Commission 멤버인 Daniel 

Kahneman이 개발한 <Day Reconstruction Method>를 이용하여 사람

들에게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와 ‘각 활동이 얼마나 즐거웠는가?’

를 물을 것이다. 한 2011년 6월 이후 INSEE는 온라인에서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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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서베이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들의 웰빙 사이의 상

계를 알아내기 함이다. 

5. 미국 

2010년 3월 오바마 통령은 the Key National Indicators Act에 서

명하 는데, 이 법은 미국시민들에게 미국과 그들의 지역의 웰빙에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Key National Indicator System (KNIS)을 개

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KNIS는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NAS)에서 주도하며, the State of the USA 라는 신설 비

리 기 과 력하기로 하 다. 이 법은 민주-공화 양당이 모두 지지하는 

법안이며, 향후 9년간 이 로젝트를 하여 하원에서 7천만 달러를 책

정하 으며, 개인으로부터 기부 도 받고 있다.  

KNIS는 궁극 으로 약 300개의 지수들을 포함할 정이며, 사용자 

친화 인 웹 사이트를 개설하여 구든지 속이 가능하도록 할 정이

다. 시민생활, 문화생활, 죄와 정의, 경제, 교육, 에 지, 환경, 가정과 아

이들, 정치제도, 건강, 주거, 하부구조, 신, 안 , 교통 등이 주요 항목

이 될 것으로 보인다. 

KNIS 개발 자문을 해 의회는 8명의 최고 권 를 가진 학자들로 

구성된 Key National Indicators Commission을 설치하 다. 2011년 

여름 웹사이트 테스트 버 으로 60여개의 지수들이 선정되었으나 NAS 

멤버들에게만 공개되었으며, 2013년 반까지 KNIS를 온라인 상으로 

부 공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는 속칭 <스코어카드> 형식으로 지수들

을 제공할 것이며, 시민들은 주, 지역,  그룹별로 분화된 많은 다양한 

도메인들에 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미국인들

은 정치가들에게 보다 큰 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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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데이터를 얻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

이 1차 목 이지만, 기존의 데이터와 지향하는 데이터 사이의 갭을 찾아

내어 메꾸는 것도 첫 단계의 과제이다. 

이와 련하여 갤럽은  하나의 요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갤

럽은 매일 미국인 1,000명에게 삶의 질을 조사하며, 매달 국인  독

일인 1,000명을 인터뷰하고, Gallup-Healthways Well-Being Index의 

구도 안에서 웰빙에 한 질문을 한다. 삶에 한 반 인 평가, 매일

의 동정, 기  수 , 안 , 건강, 경제, 직업 등이 주요 도메인이며, 이에 

더하여 삶의 질에 한 몇 가지 변수들을 포함한다. 갤럽의 세계 여론 

데이터가 세계 인구의 95%를 변하며, 주  웰빙과 이에 련된 측

면들에 한 범 한 원천을 제공하고 국제비교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SSRC)에서 주 하는 American 

Human Development Project는 UNDP의 Human Development 

Index를 벤치마킹 하고 있으며, 미국 내의 각 주를 상으로 상 수명, 

교육  소득을 연구하여 순 를 정하는 보고서를 매 2년마다 발간할 

정으로 있다. 

이 외에도 미국에서는 각 지역별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에서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Jacksonville Community Council’s Community Indicators 

Project, 

－ the Boston Indicators Project,

－ King County AIMs High, 

－ the Baltimore Neighborhood Indicators Alliance, 

－ the Community Assessment Project of Santa Cruz County, 

－ the Central Texas Sustainability Indicators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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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icators Northwest, 

－ Virginia Performs,

－ the Truckee Meadows Tomorrow Quality of Life Indicators,

－ the Orange County Community Indicators, 

－ the Long Island Index, 

－ the Silicon Valley Index, 

－ the Arizona Indicators,

－ the Maine Measures of Growth in Focus, 

－ Oregon Benchmarks, 

－ Sustainable Seattle 

－ the Livable Tucson Vision Program.

6. 일본의 행복도지표

  가. 행복도지표 산출의 의미

부모는 자녀가 태어날 때 행복한 인생을 기원한다. 이것은 지역, 사회, 

국가에도 해당되고, 사회와 국가의 목 도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행

복한 인생에 있다. 각각의 개인, 가족, 지역, 국가에 있어서 행복의 의미

가 다르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직업이 있고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국내총생산（GD

P）이 높다고 해도 반드시 행복한 사회라고는 할 수 없다.

일본은 선진국 에서도 행복도(평균치)가 낮은 편이다. 학교에 응하

지 못하는 15세 비율이 선진국 에서 가장 높다2). 20 에서 40  반

의 남성, 10  후반에서 30  반의 여성 사망원인은 자살이 가장 많

2)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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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20 와 30 의 3명  한명이 과거에 자살을 생각했던 이 있다고 

한다4). 한 일본의 특징은 고령층이 가장 행복도가 낮다는 데 있다5). 통

상 선진국에서는 연령과 행복도가 U자형의 계로 나타나는 것과는 조

이다. 

한편, GDP만을 사회발 의 지표로 보지 않고, 국가와 사회의 목표(사

회진보의 정의)를 수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정치, 경제, 사회, NPO 등 

세계각층에서 활발하다. 1970년 에 경제발 을 이룩한 선진국에서는 

경제 인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GDP의 상승이 정신 인 풍요로움을 나

타내는 행복감으로 이어지지 않는 “Happiness paradox”가 나타났다. 이

후에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등에서 행복도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Happiness paradox”는 고도성장기 이후의 일본에서도 외는 아니다. 

[그림 2-1] 일본에 있어서 행복도 추이

주: 1) 행복도와 생활만족도는 内閣府「国民生活選好度調査」의 3년마다 조사된 응답에 기초하여 평균치를 
1990년을 100으로 하여 산출함

    2) 1인당GDP는 内閣府「国民経済計算確報値」와「四半期別GDP速報」、総務省「推計人口」에 의해 산출하여, 
1990年을 100으로 하여 산출함

3) 厚生労働省「平成22年人口動態統計月報年計(概数)の概況」

4) 内閣府経済社会総合研究所「若年層の幸福度に関する調査」

5) 内閣府「平成20年版国民生活白書」第１章第３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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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행복도를 구체 으로 볼 수 있도록 산출한 지

표가 행복도지표이다. 즉, 행복도지표란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과 행복감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역, 시계열로 비교 가능하도록 만든 지표로, 

평가를 한 도구이다. 따라서 지표작성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행복도지표 작성이 가지는 의미는, 기존에는 정책과정에서 무

시되어 온 개인의 행복이라는 개념에 주목하 다는 데 있다. 보다 구체

으로는 ① 일본에 있어서 행복도의 원인과 요인을 악하여, 국가, 사

회, 지역이 개인의 행복도를 높이기 해 각각의 장단 과 개선해야할 

, 악화된 을 명확히 하는 것, ②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반

의 행복을 추구하기 해, 국가, 사회, 지역이 어떠한 목표를 지향해야 

하는가에 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 등의 두 가지 에 있다. 

  나. 2011 후쿠시마 대지진과의 관계

2011 후쿠시마 지진  원자력발 사고로 인해 피해지역의 주민들

은 고향을 잃었다. 가족과 친구, 지인, 집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한순간에 사라지고, 고향을 떠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삶은 비극 이다. 

이와 같은 피해지역 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자연재해는 피해지

역에 물리 , 심리 으로 큰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거주하

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불안을 래했다. 특히 일상생활이 한순

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함으로써 받은 심리  충격,  언제 어디서든 

같은 재해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컸다고 단된다. 그 결과 후

쿠시마 지진을 계기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한 가치 과 인생 이 

크게 변화한 사람이 많았다. 

조사결과6)에 따르면 2011 후쿠시마 지진에 의해 인생과 행복에 



30∙보건복지 종합지수 연구 

한 가치 이 바 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체의 57.8%에 달했

다(크게 변화한 경우가 12.8%, 약간 변화한 경우가 45.0%). 

이와 같은 기상황에서 주민간의 연 감이 상승하 다. 피해지역이 

범 하고 교통상황이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원 사자들이 복

구를 해 달려갔고 국에서 고액의 지원 이 모 되었다. 한편, 이 연

감과 정반 로 사회 으로 고립된 사람들도 여 히 존재한다. 

피해지역 주민, 사회 으로 고립된 사람들, 일본에 거주하는 많은 사

람들이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일본에 거주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

는 사회를 만들기 해 필요한 것을 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검증하기 

해 행복도지표가 정책입안에 고려해야할 주요 요소가 될 필요가 있다. 

  다. 행복도지표(안)의 체계 

1) 3개의 축 

2011년 12월 재 작성된 행복도지표 (안)은 内閣府「国民生活選好度

調査」（이하「選好度調査」）와 기타 국내외의 행복도에 한 조사연구 

성과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경제사회상황」,「심신의 건강」,「 계」

를 세 가지 축으로 하고 있다. 

2009년과 2010년도 選好度調査 결과를 살펴보면, 행복감을 단할 

때 시되는 사항은 가족, 건강, 가계(소득, 소비), 정신  여유(자유시

간)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 까지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자연, 지역사

회, 천연자원, 생물, 지구환경 등의 유지가  세 의 행복감에 향을 

미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세 의 행복감이 이후세 의 행복감

을 희생하여 얻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이와 같

6) 内閣府経済社会総合研究所「若年層の幸福度に関する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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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에서 「지속가능성」은 3개의 축과 별도로 취 된다. 따라서 행

복도지표(안)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행복도

주관적 행복감

경제사회상황 건강 관계

기

본

적

니

즈

주

거

육

아

및

교

육

고

용

사

회

제

도

신

체

정

신

라

이

프

스

타

일

가

족

과

의

유

대

감

지

역

사

회

유

대

감

자

연

과

의

유

대

감

지속 가능성

〈표 2-2〉행복도지표 (안) 체계 

2) 라이 스테이지의 고려

행복도지표(안)의 체 인 구성은 3 개의 축과 지속가능성이지만, 행

복감을 단할 때 시하는 항목은 연령층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10

 후반〜20  반、20  후반〜30 、40 〜50  반、50  후반 

이후로 구분된다. 남성 10  후반、20  반에는「친구」가 가장 요

한 항목이고, 「정신  여유」도 3번째로 요한 항목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층과 큰 차이를 보인다. 남성 20  후반에서 50  반에는 「가

계」혹은 「가족」이 가장 요한 항목인 반면, 50  후반 이후에는 

「건강」이 가장 요해진다. 여성도 10  후반에서는 남성과 마찬가지

로 「친구」가 가장 요하며, 한「정신  여유」도 3번째로 요한 

항목이다. 2  후반에서 30  후반까지는 「가족」이 가장 요하고、

40  반 이후에는 「건강」이 가장 시된다. 한 여성의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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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에 특색이 있다. 

이와 같이 연령에 따라 행복도 항목이 다른 것은, 출생 이후 취학, 취

업, 직, 결혼, 출산, 육아, 퇴직, 사별 등 인생의 다양한 경험과 라이

스테이지를 거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후 행복도지표를 산출할 때도 

라이 스테이지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행복도지표 (안)에서는 크게 

「어린이・청년층」、「성인」의 2개 연령층과「고령자」를 80세 후

에서 구분한 총 4개의 스테이지로 구분하여 지표를 검토한다.

3) 국제비교의 가능성

해외의 경우 행복도지표를 구성하는 각종통계는 통계당국에서 검토, 

제안, 작성하고 있다. 그 에서 일본의 통계와 조사로 악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일본에서 행복도의 구성요소로 검토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지표도 많다. 한 개념이 비슷하고 일본에서도 악가능한 지표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통계와 같은 지표를 산출함으로써 국제비교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행복도지표 (안)에서는 해외의 지표를 검토하여 반 하 다. 

4) 리스크가 높은 개인과 가구 악

한 행복도지표의 각 개별지표로부터 리스크가 높은 개인과 가구를 

악하는 것이 요하다. 를 들면 경제·사회상황이 열악하고, 본인 혹

은 가족의 건강이 나쁘고, 계도 단 되어 있는 개인과 가구가 어느 정

도 존재하는가를 악할 필요가 있다. 

5) 과거 지표들과의 비교

지 까지 정부에서 작성했던 지표에는, 사회지표(SI), 국민생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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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I), 신국민생활지표(PLI)7), 생활구조개 지표 등 총 4개가 있다. 이

와 같은 지표들은 GDP 등 종래의 경제지표 만으로는 복지수 을 측정

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부터 만들어졌다.  

한 과거 지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생활활동 역을 기본으로 하여 체계화 되었다.

② 별도의 데이터 생산 없이 기존에 이용 가능한 통계만으로 지표를 

만들고자 하 다. 

③ 국민생활지표, 생활구조개 지표에는 주  지표가 포함되어 있었

지만, 행복의 수 과 만족의 수  측정을 목표로 한 지표가 없었다.

④ 변화율로 표 화 하 고, 하나의 수치로 산출되는 통합지표를 작성

하 다. 

과거 지표와 비교한 새 행복도지표 (안)의 특징을 다음과 같다. 

① 주  행복감을 심으로 체계화하 다.

② 데이터 정비의 진 과 향후 발 을 고려하여, 재 기존통계로 

악할 수 없는 지표에 해서도 행복도를 악하는 데 필요하다면 

모두 포함시켰다. 

③ 지표의 복을 제거하 다. 

④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통합지표는 작성하지 않았다. 

7)  PLI(신국민생활지표, People's Life Indicators)는 일본 국민의 생활실태를 다면 으로 

악하기 한 생활 통계 체계이다. 비화폐  지표를 심으로 삶의 질을 악하기 하여 

1992년부터 제안하여 일본 경제기획청에서 작성하 으며, 주거, 소비, 근로, 양육, 보건, 
여가, 교육, 교제/ 계의 8개 활동 역을 설정하 다. 그러나 지자체의 반발로 1999년 이

후 단된 상태인데, 그 이유는 지표선정, 가 치 부여 등에 한 논란이 존재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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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표에 해서는, 행복도지표의 목 은 일본사회의 장단 을 명확

히 하고 응 략을 검토하는 데 있으므로, 하나의 수치로 결과를 표

하는 것은 각 분야의 특징을 은폐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사회상황의 진

단서로써 행복도지표를 활용하기 해서는 통합지표를 만들지 않고 개개

의 지표마다 장단 을 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행복도지표 

(안)에서는 통합지표를 산출하지 않는다. 

7. OECD Better Life Index

OECD에서는 매년 국가간 복지수 의 비교가 가능한 Your Better 

Life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이용자들이 11개 

well-being 역에 해 각각의 요도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well-being지표를 작성할 수 있는 온라인 툴(on-line tool)을 제공하고 

있다.  

2013년 5월에 발표된 YBL Index상 한국의 순 는 34개국 에서 

25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 시민참여부문에서 평균 이상의 수를 

얻었으며, 주거, 직업, 안 부문에서는 체로 평균에 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공동체, 삶의 만족, 건강부문 등에서는 하 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주  건강상태와 장시간 근로자 비율 등은 최하 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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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OECD의 Better Life 지수와 우리나라의 순위 

영역 지표명
2013.5 2012

지표 순위 지표 순위

A. 주거

주거관련 

기본시설 불비 

가구

4.2% 28
20

4.2% 29
22

주거관련지출 16% 1 16% 2
개인당 방수 1.4개 23 1.4개 23

B. 소득

가구당 

순가처분소득

17,337 
USD 26

23

16,5702 
USD 27

26
가구당 

금융순자산

26,036 
USD 21  23,715 

USD 20

C. 직업

고용률 64% 19

18

63% 23

28
직업안정성 24.3% 33 25.80% 36
장기 실업률 0.01% 1 0.01% 1

개인소득
35,406 
USD 17 31,733 

USD 23

D. 공동체 지원관계망의 질 77% 32 32 81% 35 35

E. 교육

교육 성취 80% 18
12

80% 18
7학생들의 기술 541점 2 541점 2

기대교육기간 17.7년 17 17.2년 20

F. 환경
대기의 질 33 micro-g 26

26
31micro-g 31

29
수질 78% 26 82% 25

G. 시민참여

규칙제정에서의 

협상
10.4 index 6

14
10.4index 6

11
투표 참여자 76% 22 63% 29

H. 건강
기대수명 81.1년 13

23
80.7년 16

33주관적 

건강상태
37% 33 38% 34

I. 삶의 

만족
삶에 대한 

만족도
6.0점 25 25 6.9점 16 16

J. 안전
상해율 2.1% 6

18
2.09% 6

10
살인율 2.6명 29 2.8명 29

K. 일과 

삶의 균형 

장시간 근로자 27.7% 31
25

22.46% 33
33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
14.6시간 20 14.63시간 21

  주: 동일 가중치를 이용한 결과이며, 2013년 개별지표 순위는 잠정적임(2012년 전체 순위는 24위임).
자료: OECD, http://www.oecd.org/betterlife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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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구분 2 범주 NIW 세부지표 대체(추가)지표 최종지표

객관적

지표

화폐

지표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국민순생산(NNI) 국민순생산(NNI)
가구가처분소득 가구가처분소득(중위)
여가시간 여가시간

균등소득분배 균등소득분배

비화폐

지표

사회적 요인 ①

- 자립

고용률 고용률

미취업가구원 비율 미취업가구원 비율

평균 교육년수 평균 교육년수

평균 학업성취도 평균 학업성취도

사회적 요인 ②

- 형평성

Gini 계수 Gini 계수

상대빈곤율 상대빈곤율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OECD 행복지수는 2009년에 발표되었다. 이 

지수는 2006년 OECD가 유럽연합회 집행 원회 산하 JRC(Joint 

Research Centre)와 함께 개최한 ‘웰빙과 사회진보 측정(Measuring 

Well-being and Progress)’ 워크 에서 제안된 국가후생지수(NIW: 

National Index of Well-being)를 기 로 하여 OECD 국가들의 복지

수 을 평가한 지표이다(김용하 외, 2009).

NIW는 캐나다의 복지지수(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를 

기 로 하여 개발된 지표로서 화폐지표와 비화폐지표로 크게 별되며, 

화폐지표에는 경제  자원  경제  자원에 연 된 요인을, 비화폐지표

에는 사회  요인  환경, 주  행복 등을 포함한다.

NIW 지표는 ① 경제  자원, ② 경제  자원 연 요인, ③ 자립, ④ 

형평성, ⑤ 건강, ⑥ 사회  연 , ⑦ 환경, ⑧ 주  행복 등 8개 요

인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요인에는 세부지표들이 존재한다. 한국보건사

회연구원에서 이를 기 로 활용한 지표체계는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4〉OECD 국가 행복지수 산정을 위한 최종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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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구분 2 범주 NIW 세부지표 대체(추가)지표 최종지표

아동빈곤율 아동빈곤율

- 노인빈곤율 노인빈곤율

성별임금격차 성별임금격차

사회적 요인 ③

- 건강

출생시 기대수명 출생시 기대수명

건강수명 건강수명

영아사망율 영아사망율

잠재적 수명손실 잠재적 수명손실

사회적 요인 ④

- 사회적 연대

지역사회활동 참여 자원봉사참여율

자살률 자살률

감옥수감자 비율 감옥수감자 비율

범죄피해율 범죄피해율

환경 요인 -

대기환경 1인당 CO2 배출량

수질환경 정수시설 활용인구

생활환경 1인당 쓰레기배출량

토양환경 경지면적당 농약사용량

주관적

지표

주관적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자료: 김용하 외(2009). 

2006년 기  OECD 30개 회원국의 자료를 수집한 후, 보건의료, 기

보장, 사회보험, 복지서비스 등 문가 31명을 상으로 실시한 델

이 조사를 거쳐 가 치를 확정하고 최종 으로 범주별 순   종합복

지지수를 산출하 다. 

경제  요인,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  연 , 환경, 주  생활만

족도 등 7개 범주를 종합한 순 에서는 스 스가 1 로 나타났고, 다음

으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순이었으며, 한국은 25 에 치하

다. 

경제  요인 범주에서는 룩셈부르크가 1 으며, 한국은 22 를 차

지하 다. 한편 자립 범주에서는 스 스가 1 , 한국은 15 에 치하

다.

형평성 범주에서는 덴마크가 1 으며, 한국은 27 다. 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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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와 사회  연  범주에서 한국의 순 는 각각 23   26 로 하

권이었다. 환경 범주와 주  생활만족도 범주 역시 한국은 각각 23 , 

26 로 하 권에 머무르고 있었다. 

〈표 2-5〉OECD 국가 행복지수 종합 순위 및 점수

순위 국가 점수1) 순위 국가 점수1)

1 스위스 0.747 16 프랑스 0.626 
2 룩셈부르크 0.745 17 호주 0.618 
3 노르웨이 0.736 18 일본 0.617 
4 스웨덴 0.734 19 벨기에 0.599 
5 오스트리아 0.712 20 미국 0.588 
6 캐나다 0.697 21 이탈리아 0.580 
7 덴마크 0.692 22 그리스 0.556 
8 아이슬란드 0.692 23 체코 0.548 
9 핀란드 0.687 24 포르투갈 0.525 
10 네덜란드 0.669 25 한국 0.475 
11 영국 0.666 26 폴란드 0.450 
12 뉴질랜드 0.649 27 슬로바키아 0.427 
13 아일랜드 0.646 28 멕시코 0.430 
14 독일 0.638 29 헝가리 0.404 
15 스페인 0.633 30 터키 0.310 

  주: 1) 해당 점수는 normalizing, weighting을 한 것으로 0~1의 값을 지님. 
자료: 김용하 외(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OECD 행복지수 산정은 경제  요인뿐만 아니

라 다양한 사회  요인과 환경요인, 주  만족도 요인 등을 포함함으

로써 국가의 복지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종합 으로 고려되었다

는 데 의의가 있다. 한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복지

수 에서 형평성과 사회연 성 등에 보다 많은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는 을 강조하여 향후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 으며, 뒤이어 진행

될 종합복지지수 작성에 한 연구의 출발 이 되었다. 

2011년에 개발된 종합복지지수에 해서는 다음 에서 상세하게 논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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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단위명
최근 

년도

최근년도 

값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GDP단위당 온실가스 

배출

kg 
CO₂/천원

2009 0.619

온실가스 총 배출량
백만ton  
CO₂ 2009 607.6

산림 온실가스 흡수량
백만ton  
CO₂ 2009 42.9

탈석유 

에너지자립 강화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
TOE/백만원 2010 0.252

원유ㆍ가스 

자주개발률
% 2010 10.8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 2010 2.61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식량자급률 % 2010 54.9

강수예보 정확도 % 2010 75.6

9. 통계청의 연구

  가. 녹색성장지표

2012년 7월부터 통계청에서는 녹색성장지표를 발표하기 시작하 는

데, 녹색성장정책지표와 녹색생활지표로 별된다. 녹색성장정책지표는 

녹색성장 국가 략의 이행수 을 평가하기 한 지표로서, '녹색성장 5

개년 계획'의 3  분야  10  정책방향을 지표 작성틀로 하고 있다. 

2011년 기  지표체계는 ‘기후변화 응  에 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상 강화’의 세 분야( 분류)로 이루어져 

있다. 매 2년마다 작성하는 이 지표는 총 3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

며, 분류  개별지표 체계는 다음의 표에 요약되어 있다. 

〈표 2-6〉통계청 녹색성장정책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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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단위명
최근 

년도

최근년도 

값

정부예산 중 

재해예방투자
% 2010 2.40

신성장동력 창출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정부 R&D지출 중 

녹색R&D % 2010 17.5

GDP대비 국내 총 

R&D 지출
% 2010 3.7

국제특허(PCT) 
출원건수

건 2010 9,639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GDP단위당  

국내물질소비
kg/천원 2010 0.640

환경산업 매출액 비중 % 2009 0.96

신재생에너지산업 

매출
10억원 2010 8,128

산업구조의 

고도화

서비스업  총부가가치 

비중
% 2010 58.5

지식서비스산업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 2010 48.2

정보통신산업 

총부가가치 비중
% 2010 11.4

녹색경제 기반 

조성

정부구매  

온실가스감축량

천ton  
CO₂ 2010 2,224

ISO14001 인증 

기업수
개 2010 6,628

환경세 세수 비중 % 2010 11.1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녹색국토,  
교통조성

1인당 생활권 도시림 m²/인 2009 7.76

지역간 대중교통 

여객수송 분담률
% 2009 40.3

GDP대비 

환경보호지출
% 2009 3.06

생활의 녹색혁명

1인당  가정에너지 

소비량
TOE/인 2010 0.443

1인당 생활용수 

사용량
L/인/일 2009 332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kg/인/일 2009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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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단위명
최근 

년도

최근년도 

값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CDM 온실가스 

감축인증

천ton  
CO₂ 2010 17,058

GNI대비 ODA % 2010 0.12

ODA 중 녹색ODA % 2009 12.4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단위명
최근 

년도

최근 

년도값

녹색가정 친환경 상품구매

환경마크 인증제품 

구매하기
% (노력함) 2011 32.2

저탄소 제품 구매하기 %  (노력함) 2011 31.1

에너지 절약형 제품 

구매하기
%  (노력함) 2011 71.9

친환경농산물 구매하기 %  (노력함) 2011 56.9

지역 농산물 구매하기 %  (노력함) 2011 46.6

식품첨가물 확인한 후 

구매하기
%  (노력함) 2011 56.1

출처: http://green.kostat.go.kr/portal/greengrow.do 

  나. 녹색생활지표

녹색생활지표는 녹색생활실천지표와 녹색생활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

다. 녹색생활실천지표는 국민의 녹색생활 실천수 을 악하고 표  

녹색생활 양식을 홍보하기 한 지표로, '녹색가정-녹색교통-녹색커뮤니

티' 3  분야와 7  심 역을 지표 작성틀로 하여 총 40개 지표로 구

성되어 있다. 

〈표 2-7〉녹색생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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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단위명
최근 

년도

최근 

년도값

리필 가능한 

제품(세제류) 구매하기
%  (노력함) 2011 82.3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대기전력  차단하기 %  (노력함) 2011 70.4

온(溫)맵시 

실천하기(내복 입기) %  (입는편임) 2011 48.2

고효율 

가전기기(냉장고) 
사용하기

%  (사용함) 2011 64.0

적정실내온도 

유지하기(여름철) %  (유지함) 2011 77.9

적정실내온도 

유지하기(겨울철) %  (유지함) 2011 70.0

자원절약 및 

재활용확대

양치  컵 사용하기 %  (노력함) 2011 79.9

세수할 때 받아서 

사용하기
%  (노력함) 2011 73.6

샤워 최대한 짧게 

하기
%  (노력함) 2011 79.5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하기* %  (분리배출) 2010 89.4

프린터 카트리지 

재사용하기
%  (재사용함) 2011 57.3

오염물질 및 

폐기물 감량

합성세제  사용 

줄이기* %  (노력함) 2010 68.0

음식물 낭비 줄이기* %  (노력함) 2010 81.1

장바구니 사용하기 %  (사용함) 2011 59.8

녹색교통

자동차의  

경제적 이용습관 

정착

자동차  요일제 

참여하기
%  (참여함) 2011 17.5

차계부 작성하기 %  (작성함) 2011 28.5

급출발 등 자제 %  (노력함) 2011 88.0

공회전 자제 %  (노력함) 2011 88.2

타이어 공기압 점검 %  (노력함) 2011 80.0

불필요한 짐 싣지 

않기
%  (노력함) 2011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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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단위명
최근 

년도

최근 

년도값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대중교통으로  

통근하기* %  (노력함) 2010 27.0

자전거로 통근하기* %  (노력함) 2010 1.5

녹색커뮤니티
녹색생활 운동 

활성화

기후변화  영향의 

심각성 인식
%  (심각함) 2011 85.3

생활습관으로 환경 

훼손 주장에 동의
%  (동의함) 2011 94.0

환경을 위해 

경제성장을 늦춤 

주장에 동의

%  (동의함) 2011 85.1

탄소포인트제도 인지 %  (알고있음) 2011 19.4

환경마크 인지 %  (알고있음) 2011 40.4

탄소성적표지 인지 %  (알고있음) 2011 28.0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인지
%  (알고있음) 2011 72.7

직장에서 개인 컵 

사용하기
%  (사용함) 2011 57.0

직장에서 대기전력 

차단하기
%  (차단함) 2011 57.9

직장에서 이면지 

재사용하기
%  (재사용함) 2011 81.4

직장에서 쓰레기 

분리배출하기
%  (분리배출) 2011 82.0

환경보호 부담금 지출 

의향* %  (의향있음) 2010 30.5

환경 및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기*
%  (노력함) 2010 30.2

출처: http://green.kostat.go.kr/portal/greengrow.do 

녹색생활성과지표는 녹색생활 실천에 따른 성과를 악하기 한 지

표로, 녹색생활실천지표와 같은 '녹색가정', '녹색교통', '녹색커뮤니티' 3

 분야와 7  심 역을 지표작성틀로 하며, 총 14개의 지표로 구성

되어 있다. 심 역과 개별지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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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단위명
최근 

년도

최근 

년도값

녹색가정

친환경 상품 

구매 인프라

환경마크 인증제품(개) 개 2010 8,021

친환경농산물(채소) 
생산비율(%) % 2010 12.6

탄소성적표시 제품(개) 개 2011 418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1인당  가정ㆍ상업 부문 

최종에너지 소비량(toe) 천TOE 2010 0.774

자원절약 및 

재활용확대

1일  1인당 물 

사용량(ℓ) l/인/일 2009 332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 2009 61.1

오염물질 및 

폐기물 감량

1일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kg 2010 0.280

1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kg 2009 1.040

녹색교통

자동차의  

경제적 이용습관 

정착

1인당  수송 부문 

최종에너지 소비량(toe) 천TOE 2010 0.741

자가용 승용차 한 대당 

1일 평균 주행거리(㎞) km 2009 35.7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경차  등록비율(%) % 2010 8.3

그린카 등록비율(%) % 2010 0.1

녹색커뮤니티
녹색생활운동  

활성화

탄소포인트제  

가입비율(%) % 2010 9.7

〈표 2-8〉녹색생활성과지표

출처: http://green.kostat.go.kr/portal/greengrow.do 

 

  다. 지속가능발전지표

지속가능발 지표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  수 을 검하고 바

람직한 국가발  방향을 제시하기 하여 사회, 경제, 환경의 3개 분야

를 심으로 77개 지표를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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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사회

형평성

빈곤

빈곤인구비율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실업률

노동
근로시간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남녀평등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건강

영양상태 유소년 영양 상태(과잉)
사망률 영아 사망률

수명 기대여명

식수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면]*

건강관리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비율

사회복지지출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중등학교 순졸업률

교육 교육수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공교육비 지출

주택 생활환경

최소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주택 수(인구 1천 명당)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재해/안전 범죄,재해
범죄발생률

자연재해 피해

인구 인구변화

인구 증가율

인구 밀도

고령인구비율

환경

대기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량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량
오존층파괴물질(CFC) 소비량

대기질 광역도시별 대기오염도 [서울]*

토지

농업

농지면적 비율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식량자급률(곡물자급률)
화학비료 사용량

농약 사용량

산림

국토면적중 산림지역 비율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목재 벌채 정도

〈표 2-9〉지속가능발전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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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도시화
도시화율

수도권 인구 집중도

해양/연안

연안지역

연안오염도 [서해]*
폐기물 해양 투기량

갯벌 면적 증감

어업
수산자원량

어업양식량

담수

수량
취수율

1인당 1일 물소비량

수질
4대강 수질오염도 [물금]*

하수도 보급율

생물다양성 생태계

자연보호지역비율

국가생물종 수

멸종위기종 수

경제

경제구조

경제이행

국내총생산(GDP)
1인당 GDP
경제성장률

GDP 대비 순 투자율

소비자물가지수

무역 무역수지

재정상태
국민 1인당 조세부담률

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

대외원조 GNI 대비 공적대외원조(ODA) 비율

소비/생산

물질소비 자원생산성

에너지사용

1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

총에너지 공급량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에너지 원단위

폐기물관리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

지정폐기물 발생량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 및 재이용

교통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수도권)
자전거 도로 총 연장

자동차 사고건수

정보화 등

정보접근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PC보유 가구비율

정보인프라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종류

과학기술 GDP 대비 R&D 지출 비율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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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지수 이론 및 근거 질문내용

경제적 

안정

Maslow(1934) 
Need Theory

- 일정수준의 경제적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한 

다음 단계의 욕구로 진행되지 않음

- 나의 일자리와 소득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 지금 추세라면 내 노후의 경제상황은 

안정적일 것 같다

경제적 

우위
Robert(1986) - 사람은 그가 속한 사회에서 경제적 지위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행복 수준이 다름  

10.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적 행복지수 연구 

경제연구원에서는 2007년 12월 이후 반기별로 경제  행복지수

(Economic Happiness Index)를 작성·발표하고 있다. 경제  행복지수

란 ‘개인이 경제  행복요인과 련하여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한 평가’를 말하며, 경제  상태, 의식, 외부요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연구원에서는 지수 작성을 하여 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

녀 1,000명을 상으로 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성항목은 주거, 

소득, 고용, 공동체, 교육, 환경, 사회참여, 건강, 삶 만족도, 안 , 그리

고 일·가정 양립 등이다.

경제연구원의 경제  행복지수는  시 의 지수와 미래의 측

지수로 구분되며, 부문별로는 지역별, 직업별, 연령별, 소득  자산별, 

학력별, 혼인상태별로도 구분되어 발표되고 있다. 소득, 물가, 그리고 일

자리가 개인의 행복감을 결정짓는 가장 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체감하는 행복감을 높이기 해서는 생활물가의 안정,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등이 효과를 나타내어야 함을 지 하고 있다 (HRI, 2012.)8) 

〈표 2-10〉경제적 행복의 구성요소

8)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경제행복도지수라는 명칭으로 2010년까지 주기 으로 지표를 작성·
발표하 으나, 최근에는 더 이상 연구가국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신창목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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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지수 이론 및 근거 질문내용

- 나는 주변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편이다

- 최근 6개월간 경제적 열등감으로 마음 상한 

경험이 있다 

경제적 

발전
Kahneman(1979)

- 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행복에 가장 궁정적인 

영향을 미침

- 나의 경제력(소득, 자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나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나아지고 있다

경제적 

평등

Veenhoven(2006) 
Inequality-adjusted 

Happiness

- 개인의 경제적 행복은 소속 집단에서의 경제적 

불평등도에 의해 차이를 나타냄

- 현재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 앞으로 우리사회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평등해 질 것이다

경제적 

불안

Okun(1976) Misery 
Index

- 물가, 실업률 등 외부 요인이 개인을 불안하게 

하는 작용을 함

- 내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나를 불안하게 한다

- 내가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2012. 7. 6. 

11. 삼성경제연구소의 가계 경제행복도지수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소비, 소득, 분배, 안정 의 4  부문을 종합하

여 ‘가계 경제행복도지수’를 작성하여 2010년까지 주기 으로 발표하 다. 

구체 인 작성방법을 살펴보면 각 변수를 실질화, 평활화, 표 화한 

다음, 동일가 치를 용하여 종합지수를 도출하 으며, 주 인 가 치

를 부여하는 경우 종합지수가 자의 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가 치

를 사용하 다. 

분석기간(1996 1/4~2009 4/4)  경제  행복도가 가장 낮은 시 에

서 ‘0’, 그리고 가장 높은 시 에서 ‘1’의 값을 갖도록 지수를 조정하 다. 

안정부문의 개별지표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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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가중치(%) 개별지표(가중치, %)

소비부문 18.2% 최종소비지출(9.1%), 교양 및 오락비 지출(9.1%)

소득부문 27.3% 근로소득(9.1%), 금융소득(9.1%), 및 부동산소득(9.1%)

분배부문 9.1% 소득5분위 배율(9.1%)

안정부문 45.4% 고용안정(9.1%), 주거안정(9.1%), 노후불안(9.1%), 
교육불안(9.1%), 물가불안(9.1%)

전체 100.0%

－고용안정: 18시간 이상 취업자 증감

－주거안정: 주택가격상승률 - 가계소득증가율

－노후불안: 노년부양률, 고용률(55+)

－교육불안: 교육비지출/소비지출

－물가불안: 소비자물가상승률

〈표 2-11〉가계 경제행복도지수의 구성요소와 가중치

자료: 신창목 외. 

[그림 2-2] 가계 경제행복도지수 추이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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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내찬(2012)의 연구

이내찬 (2012)에서는 OECD에서 삶의 질을 분석하는 ‘보다 나은 삶

의 질 지표(Your Better Life Index)'를 확장하여 각국의 행복을 구성하

는 주요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국가별 순 를 제시하 다. 

이 연구에 의하면 OECD국가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것은 

안정된 삶과 소득분배의 공평성이라고 한다. 덴마크 1 , 호주 2 , 노

르웨이 3 , 오스트리아 4 , 그리고 한국은 32 를 기록하고 있다. 우

리나라는 최하 에 치하고 있는데, 국민의 행복을 제고하기 하여 정

책당국이 성장과 분배 두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함을 지 하고 있다. 

〈표 2-12〉삶의 질 구조 지표체계 

부문 가중치 개별지표(가중치)

안정된 삶 49.9%

소수그룹에 대한 관대성(7.3%), 인생만족도(6.3%), 
1인당 방의 수(5.6%), 가처분소득(5.6%), 
사회네트워크 안정성(5.3%), (주관적) 건강상태(5.1%), 
1인당 GDP(4.6%), 필수시설 불비가구 비율(3.6%), 
고용률(3.6%), 기대수명(2.8%)

소득분배의 

형평성
26.0% 살해율(8.0%), 지니계수(5.8%), 여성차별(4.9%), 

빈곤율(4.8%), 상해율(2.6%)

지속가능성  7.0% 지속가능성(7.0%)

학력  6.6% 고등학교 졸업률(6.6%)

정부의 

지배구조
11.6% (국가기관) 신뢰도(5.8%), 투표참가율(4.8%)

자료: 이내찬, OECD 국가의 삶의 질 수조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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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외의 연구

이 외에도 사회통합 원회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삶의 질이나 행

복지수에 한 연구가 간헐 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가. UNDP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는 170여개 UN 회원

국을 상으로 인간개발의 세 가지 차원을 측정‧비교하고 있다(UNDP, 

2008).

인간개발지수는 각 국의 수명, 문자해독률, 취학률, 1인당 GNP 등을 

인간이 기본 으로 생존하고 발 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차원으로 설정

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지수화하는 단계를 거친다. 

2007년 재 우리나라의 HDI 순 는 26 로서, 2006년과 동일하며, 

1, 2, 3 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호주 등이다. 

〈표 2-13〉UNDP의 인간개발지수

차원 지표 차원지수

길고 건강한 삶

(a long and healthy life) ∙ 출생시 기대여명 평균수명지수

지식(knowledge) ∙ 성인문자해독률

∙ 교육기회(취학률)
교육지수 = 2/3(성인문자해독률) 

        + 1/3(교육기회)

삶의 적정 수준

(a decent standard of 
living)

∙ 1인당 국내 

총생산(PPP) 국내 총생산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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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OECD Korea World

1980 0.756 0.640 0.561 

1990 0.800 0.749 0.600 

2000 0.849 0.839 0.639 

2005 0.871 0.875 0.666 

HDI는 평균수명(X1), 교육지수(X2), 일인당 국내총생산(X3)에 해 

표 화 한 후, 이를 평균손실지표(average deprivation indicator)로 만

들고 1에서 빼주는 방식을 거쳐서 얻어진다. 

(1단계)  max min 
 min

                            i: 지표 j: 국가

                            max(Xi): 해당 지표  최 값  

                            min(Xi): 해당 지표  최소값

(2단계)   
 






(3단계)   

우리나라는 12 에 치하여 Very High Human Development 국가

로 분류되고 있다(2012년 기 ). 

HDI는 한 국가의 행복 수 을 악하는 데에 있어서 일인당 국민소

득 보다 정교하게 산정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HDI를 기 으로 구분

한 상 , , 하  국가들 간에는 HDI 구성요소의 가 치가 과소 

는 과 평가되는 문제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 

〈표 2-14〉U인간개발지수(HDI)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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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OECD Korea World

2006 0.875 0.882 0.672 

2007 0.879 0.890 0.678 

2008 0.881 0.875 0.683 

2009 0.882 0.898 0.685 

2010 0.886 0.905 0.690 

2011 0.887 0.907 0.692 

2012 0.888 0.909 0.694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 내용 세부내용

성장

동력
안정적 성장

소득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GDP

거시안정성 물가 인플레이션

  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경제사회발전지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사회발 의 범 한 요인들을 포 하고, 경제

 발 상황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과 환경요인을 반 하는 성장패러다임

의 일환으로서 경제사회발 지표를 개발, 이를 OECD 회원국가들에 

용하고 한국의 수 을 평가하 다(박명호 외, 2009).

경제사회발 지표의 기본 체계는 국가의 발  정도 는 지속가능성

은 경제, 사회, 환경 등 세 가지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이들을 표할 수 

있는 역으로 성장동력, 사회통합, 환경을 상정한 후( 분류), 산하에 5

개 분류, 17개 소분류, 50개 세부지표를 활용하 다. 분석 연도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여 년간의 시계열  자료로 구축하 으며, 

경제사회발 지표의 기본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2-15〉경제사회발전지표 지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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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 내용 세부내용

재정 정부 부채비율

금융발전

금융의 규모 주식+채권+은행자산

활동성 민간신용

안정성 금리변화율

경제개방성
무역 무역규모

외국인투자 FDI(inflow)

산업경쟁력

정보화

인터넷 인터넷 사용자

통신 이동통신 가입자

컴퓨터 PC 보급률

과학경쟁력
연구개발 연구개발 종사자 수

특허 미국특허등록건수

인적자본

노동의 양 남녀 고용률

노동의 질 노동 생산성

교육 수준
고등교육 이수율, 

교육지출

사회

통합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

자유
경제적 자유 경제자유지수

사회정치 분야 언론 자유

안전

경제

실업률, 노령자에 대한 

사회지출, 노령근로자 

비율

사회
건강, 자살률, 범죄율, 

도로사망률

역능

경제적 역능 노동 참가율

사회적 역능 노조조직율

정치적 역능 정치체제 민주성

복지/분배
사회지출 사회지출비율

분배 지니계수

저출산‧고령

화

저출산 출산율

고령화 고령화 인구 비율

관용 사회와

신뢰받는 

정부

사회적 자본
신뢰 일반신뢰, 기관신뢰

시민활동 참여정도

관용사회
다문화주의 다문화지수

관용성 타인에 대한 관용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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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 내용 세부내용

외국인 수용성 외국인 비율

정부

정부 효과성 정부효과성지수

법치 법치지수

부패 부패지수

국제사회 기여 ODA

환경 환경

자연자원

에너지 고갈 energy depletion

광물 고갈 mineral depletion

삼림 고갈 net forest depletion

환경위해성

온실가스 배출량 CO2 배출량

쓰레기 배출량 쓰레기 배출량

PM10 PM10
자료: 박명호(2011), 경제사회발 지표의 개발  응용, 한국경제포럼 2(4).

2007년 종합지수 순 는 룩셈부르크가 1 , 스 스가 2 , 스웨덴이 

3 로 나타났다. 

1990년 이후로 종합지수 최상 권은 스 스, 스웨덴, 룩셈부르크, 덴

마크 등이었으며, 한국은 21 에서 22  사이로 움직이고 있어서 큰 개

선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성장동력 역에서 한국의 치는 1990년 20  이후 지속 으로 개

선되어 2007년 14  수 으로 조사되었으며, 성장동력 역에서의 최상

권 국가들은 룩셈부르크,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스 스 등으로 나타

났다.

사회통합 역에서 한국의 치는 1990년 24  이후 개선되지 못한 

채, 2007년에는 26 로 오히려 하락한 모습을 보 고, 사회통합 역에

서 양호한 국가들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구 유럽 국가들과 

스 스이었다.

환경 역에서 한국의 치는 1990년 14  이후 지속 으로 하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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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007년 22  수 으로 조사되었으며, 환경 역에서의 최상 권 국

가들은 스웨덴, 헝가리, 스 스 등으로 나타났다. 

  다. 영국 New Economic Foundation의 Happy Planet Index

국의 think tank인 NEF에서는 기 수명, 경험  만족도, 그리고 생

태  자취 (life expectancy, experienced well-being, and ecological 

footprint)를 이용하여 Happy Planet Index (HPI)를 작성하고 있는데, 

산식은 다음과 같다. 

 Ecological footprint
Exp × Li feexp  

2012년에는 151개국을 상으로 조사하 으며, 코스타리카가 1 , 베

트남이 2 , 콜럼비아가 3 , 그리고 한국은 63 를 기록하 다.

  라. Gallup's Happiness Nations

총조세부담률, 정부소비지출 비율, 실업 여보장률, 사회지출의  

GDP 비율을 이용하여 148개 국가의 상  행복도를 측정하고 있다. 

2012년 12월 재, 노르웨이가 1 , 스 스가 2 , 핀란드가 3 , 캐

나다가 4 , 그리고 한국은 15 를 차지하 다. 

   

  다음 에서는 종합복지지수 작성방법을 소개하고, 자료의 업데이트 

 체자료의 사용에 련된 내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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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 지표에 대한 검토

여기서는 보건부문  복지부문별로 종합지표를 구성하는 개별지표 

 표 인 것들을 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가. 보건부문지표

보건 련지표는 건강상태, 비의료  건강결정요인, 보건의료자원, 그리

고 보건의료 이용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건강상태에는 암발생률, 

아사망률, 주  건강상태, 그리고 잠재수명손실연한이 포함된다. 비

의료  건강결정요인에는 음주량, 흡연량, 과체  등이 포함된다. 보건의

료자원에는 의사수, 간호사수, 병상수 등이 포함되며, 보건의료이용에는 

방 종률과 외래방문일수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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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보건지표의 구성 및 자료원

부문지표 개별지표 영문명 자료원(기준연도) 비고

건강상태

지표

암발생률 Cancer OECD Health Data 
(2010)

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OECD Health Data 
(2010) %, 천명당

주관적 건강상태 Perceived health status OECD Health Data 
(2010)

잠재수명손실연한 Potential year of life loss OECD Health Data 
(2010)

비의료적 

건강

결정요인

지표

음주량 Alcohol consumption OECD Health Data 
(2010) 리터,성인 1인당

흡연량 Tobacco consumption OECD Health Data 
(2010) 그람,성인 1인당

몸무게 Over-weights(subjective) OECD Health Data 
(2010) %, 총인구 대비

보건의료

자원지표

의사수 No. of physicians OECD Health Data 
(2010) 명, 천명당

간호사수 No. of nurses OECD Health Data 
(2010) 명, 천명당

병상수 No. of hospital beds OECD Health Data 
(2010) 개, 천명당

보건의료

이용지표

예방접종 Immunization OECD Health Data 
(2010)

외래방문일수 Consultations OECD Health Data 
(2010) 회, 1인당

주: 잠재수명손실연한이란 연령병 사망자수에 사망이후 일정시점(70세)까지의 잔여연수를 연령별로 합산한 것이다(최병

호 외,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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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복지부문지표

 복지 련부문으로는 경제활력, 재정지속성, 복지수요  충족 황, 

국민행복 등의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활력지표에는 1인당 GDP, 

고용률, 경제성장률, 생산성증가율, 인 이션율(역계열)이 포함된다. 재

정지속지표에는 국가부채비율, 재정 자비율,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

률이 포함된다. 복지 황지표에는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 노인인구비율, 

빈곤율, 실업률, 장애인비율, 국가투명도, 범죄발생률, 양성평등(남녀 고

용률격차, 남녀 임 격차), 온실가스배출량, 식 독발생건수 등이 검토되

었다. 그리고 국민행복지표에는 자살률, 출산율, 평균수명, 주  행복

도, 여가시간, 범죄율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시간과 

범죄율 자료는 입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외하 다.9)  

본 연구에서는 시 간 비교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김용하 외(2011)를 

벤치마킹하여 다음의 개별지표들을 이용하여 복지종합지표를 작성하 다. 

9) 복지부문의 구성지표에 한 자세한 설명은 김용하 외(2011)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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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지표 개별지표 영문명 자료원(기준연도) 비고

경제활력지표

고용률 Employment rates OECD (2010)

경제성장률 Real GDP growth OECD (2010)

생산성증가율 GDP per hour worked OECD (2010)

물가상승률 Consumer Price Indices OECD (2010) 소비자물가

1인당 GDP GDP per capita OECD (2010) 미국 달러,
구매력평가 기준

재정지속지표

국가부채비율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OECD (2010)

재정적자율
General government net 
borrowing or net lending OECD (2010)

국민부담률 Total tax revenue OECD, Revenue 
Statistics(2010)

복지수요지표

노인인구비율 Elderly population OECD (2010)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OECD(late-2000s) 경상소득 기준

빈곤율
Relative poverty 
rate(50%) OECD(late-2000s) 상대빈곤율

실업률 Unemployment rates OECD (2010)

복지충족지표

건강보장률
Out of pocket payment(% of 
total expenditure on health) OECD (2010)

미취학 아동에 
대한 사회지출

SOCX - Childcare and 
pre-primary education 

OECD Social 
Expenditure (2009)

장애관련 사회지출
SOCX - Incapacity 
related

SOECD Social 
Expenditure (2009)

20~64세 
인구대비

국가투명도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Transparency 
International(2010) 0~10점 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 Public social expenditure OECD Social 
Expenditure (2009)

국민행복지표

자살률 Suicides, Mortality rates OECD Health Data 
(2010) 인구 10만명당

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s OECD Health Data 
(2010)

평균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OECD Health Data 
(2010)

주관적 행복도 Life satisfaction OECD 

〈표 3-2〉복지지표의 구성 및 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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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몇 가지 논의

본 연구에서는 기본 으로 김용하 외(2011)의 연구방법론를 따르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에서 차별화하고자 하 다. 첫째, 각 부문의 개

별 구성지표의 입수 시차에 ‘2년 미만’라는 제한을 두어 시성

(timeliness)을 가지도록 하 다. 실제로 1회성 지수의 작성을 염두에 둔 

많은 연구에서는 상당한 시차를 수반하는 지표를 다양하게 포함시켜 종

합지수를 작성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종 인 지수가 해마다 는 

격년마다 작성되어야 할 경우에 5-6년의 시차를 가지는 변수들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다면 작성된 종합지수는 유용성이나 시의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시성의 원칙을 도입하 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조사를 통하여 얻어지는 주  지표들의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는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 동일한 지표값을 몇 년에 걸쳐 반복 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

들 변수를 제외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있지만 두 방법 모두 여 히 만족

스럽지는 못하다. 여기서는 해당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표체계를 구

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으며, 불가피한 경우 1년의 시차를 가지는 변

수들은 분석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원칙 으로 2년 이상의 시차를 가지

는 변수들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시의성을 확보하도록 하 다. 이러한 기

을 용한다면 김용하 외(2011)에서 사용된 ‘장애인비율’, ‘산업재해

발생률’, ‘공 연 소득보장률’, ‘고용보장률’, ‘아동  보육지원율’ 등

의 지표는 자료가 갱신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최종 으로 사용된 부문별 지표는 다음과 같다. 경

제활력지표에는 김용하 외(2011)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용률, 실질경제성장

률, 생산성증가율, 물가상승률, 1인당 GDP(총 5개)가 사용되었다. 재정지속지표

에서도 국가부채비율, 재정 자비율, 국민부담률(총 3개) 지표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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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지수요지표에서는 노인인구비율, 지니계수, 빈곤율, 실업률, 장애

인비율, 산업재해발생률(총 6개)를 사용하고자 하 으나, 장애인 비율과 

산업재해발생률 자료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제외하 다. 

복지충족지표에는 공 연  소득보장률, 건강보장률, 고용보장률, 아

동  보육지원율, 장애 여 보장률, 국가투명도,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

(7개) 에서 건강보장률, 국가투명도,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에 더하여 

아동  보육지원율의 리변수로 미취학 이동에 한 사회지출비율을, 

그리고 장애 여보장률의 리변수로 장애 련 사회지출 비율을 사용

하 다. 그리고 국민행복지수에는 자살률, 출산율, 평균수명, 주  행

복도가 포함되고, 여가시간은 자료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제외하 다. 

그 외에 자료 정비와 련된 몇 가지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보험부담률의 일부 데이터가 수정되었으므로 이들을 업데이트하 다. 

그런데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각각 개별 인 지표로 사용하는 

방법은 조세방식으로 사회보험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부담정도를 

평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의 합인 국민

부담률 단일 정보만을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10)  

여가시간에 한 자료는 간헐 으로 조사되고, 시차도 상당히 길어서 

이번 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와 유사한 문제 은 OECD의 

Your Better Life Index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랑스의 1998/99년

과 한국의 2009년을 비교하고 있어서 10여 년에 이르는 시차가 발생하

므로 시의성이 떨어지게 된다. 

 복지수요지표  장애출 율과 산재발생률은 업데이트가 어려워 제

외하 다. 구체 으로 장애 여의 경우 2006/7년 이후 자료가 부분 으

로 밖에 업데이트되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못하 다. 그 

10) 그런데 부담- 수혜 vs. 고부담-고수혜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가에 해서는 의견이 

모아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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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사회지출  장애 련 지출(  GDP %)로 장애 여 지표를 체하

다. 이들 이외의 자료에 한 자세한 설명은 김용하 외(2011)를 참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표별 분석 방법

  가. 표준화(Normalization)

수집된 개별 구성지표는 척도(scale)와 측정단 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표간 상  요성을 살펴보기 해서 각 지표들을 표 화하는 과정

이 필수 이다. 주로 사용되는 표 화 방법은 상군 가운데 해당 지표의 

최 값과 최소값을 이용하여 상 인 치를 정량 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해당 지표에서의 특정 국가의 수치에서 최소값을 뺀 값에 하여 범

(최 값과 최소값의 차이, range)로 나 어 표 화하는 방법을 주로 사

용한다. 그런데 역기능을 나타내는 지표(역계열)에 해서는 최 값에서 특

정 수치를 뺀 값을 범 (range)로 나 어 표 화해야 한다. 순계열의 경우 

변수변환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max min 
 min

- : 지표 의 번째 관찰치

- max  : 해당 지표의 최대값

- min  : 해당 지표의 최소값

역계열인 경우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max min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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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화 방법과 이에 해당하는 지표는 다음 표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3-3〉표준화 방식에 따른 지표 구분

구분 보건지표 복지지표

순계열

∙건강상태지표: 주관적 건강상태

∙비의료적 건강상태 결정요인지표: 없음

∙보건의료자원지표: 의사수, 간호사수, 
병상수

∙보건의료이용지표: 예방접종, 
외래방문일수

∙경제활력지표: 고용률, 경제성장률, 
생산성증가율, 1인당 GDP

∙복지충족지표: 건강보장률, 미취학 

아동에 대한 사회지출, 장애관련 

사회지출, 국가투명도,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

∙국민행복지표: 출산율, 평균수명, 
주관적 행복도

역계열

∙건강상태지표: 암발생률, 영아사망률, 
잠재수명손실연한

∙비의료적 건강상태 결정요인지표: 
음주량, 흡연량, 몸무게(과체중)

∙보건의료자원지표: 없음

∙보건의료이용지표: 없음

∙경제활력지표: 물가상승률

∙재정지속지표: 국가부채비율, 
재정적자비율, 국민부담률

∙복지수요지표: 노인인구비율, 지니계수, 
빈곤율, 실업률

∙국민행복지표: 자살률

와는 조 으로 한 나라를 상으로 장기간에 걸친 지표 추이를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계열의 추세를 제거한 다음 평균과 표 편

차를 이용하여 표 화시키는 방법을 많이 이용한다.11) 

  나. 가중치(Weight) 결정

개별지표를 종합한 지수를 산출하기 하여 개별지표간 는 부문간 

상  요도를 알아야 한다. 상  요도는 가 치로 나타낼 수 있

는데, 크게는 각 지표에 동일한 가 치를 부여하는 방법과 각각 다른 가

11) 우리나라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할 때 개별지표를 표 화하는 방법으로 평균을 뺀 다음 표

편차로 나 어 정규분포 근사화된 계열을 합성하여 종합지수를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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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지표
부문별 

가중치
개별지표

개별 지표 

비중

A. 
경제활력부문

    
17.6 %

고용률 30.1 
경제성장률 16.3  

생산성증가율 15.0  
물가상승률 17.0  

1인당 GDP 21.7  
소계 (100.0%)

B. 
재정지속부문

     
13.9%

국가부채비율 26.5 
재정적자율 26.9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46.6  
사회보장부담률

소계 (100.0%)

C. 
복지수요부문

     
14.9%

노인인구 비율 19.2 
지니계수 20.9  
빈곤율 28.8  
실업률 30.8  
소계 (100.0%)

D. 
복지충족부문

     
19.0%

공적연금 소득보장률 19.0 
건강보장률 18.2  
고용보장률 16.9  

아동 및 보육지원율 12.3  
장애급여 보장률 9.7  

국가투명도 10.0  

치를 부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12) 여기서는 국가의 복지 수 에 

미치는 향력이 지표마다 다를 것이라는 단 하에 각각에 하여 상

이한 가 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선택하 다. 구체 으로 김용하 외

(2011)의 델 이 방법에 의한 가 치 결정법과 유사하게 사회복지학, 경

제학, 사회학 등의 문가 30명을 상으로 델 이 조사 실시하 으며, 

이들 문가들이 응답한 부문지표와 개별지표의 가 치 평균값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4〉부문 및 항목별 가중치

12) 우리나라 경기종합지수는 가 치를 사용하지 않고 종합지수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1980
년  반 처음 개발될 당시에는 평 체계(scoring system)를 이용하여 가 치를 부여하

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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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지표
부문별 

가중치
개별지표

개별 지표 

비중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14.2  

소계 (100.0%)

E. 
국민행복부문

     
16.2%

자살률 24.7 
조출산율 11.1  

평균수명, LEB 19.6  
주관적 행복도 31.8  

환경오염(CO2발생량) 12.7  
소계 (100.0%)

F. 
보건·의료부문

     
18.5%

건강상태

암발생률 11.0 
영아사망률 7.80  

주관적 건강상태 11.71 
잠재수명손실연한 8.86 

비의료적 

건강결정요

인

음주량 8.43 
흡연량 8.61 
비만 7.93 

의료자원

의사수 7.82 
간호사수 6.68 
병상수 7.25 

의료이용
예방접종 7.39 

외래방문일수 6.68 
소계 (100.0%)

계 100.0% 계(100.0%)



제3장 연구방법∙69

  다. 종합지수의 작성(Aggregation)

1) 부문별 종합지수 산정

부문별 지표를 종합하기 해서는 개별지표를 가 평균하여 구한다. 

구체 으로 세부지표의 가 치와 해당 지표의 표 화한 값을 곱한 다음, 

모두 합산하면 부문별 종합지수가 얻어진다.  

 

: 해당국가의 부문별 최종값

: 각 지표별 표 화된 값

: 각 지표별 가 치

표 화된 지표 잎에 곱해진 수치는 <표 3-3>에 나타나 있는 각 지표별 가

치이다. 

2) 종합복지지수의 산출

종합복지지수는 앞서 산출한 부문별 종합지수를 가 평균하여 얻어

진다. 

 

y: 해당국가의 종합복지지수

x: 각 부문별 표 화된 값

w: 각 부문별 가 치

이와 같이 표 화된 변수에 가 치를 용하여 종합하는 방식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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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쓰이는 방법이다. 

다음 장에서는 개별 부문  종합지수의 작성 결과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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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문지표 산정 결과 

1. 부문별 지표 순위

  가. 경제활력지수

경제활력 부문을 표하는 5개 지표(고용률, 경제성장률, 생산성증가

율, 물가상승률, 1인당 GDP)를 이용하여 부문종합지수를 도출한 결과, 

스 스가 1 , 노르웨이가 2 , 룩셈부르크가 3 , 그리고 스웨덴이 4

로 나타났다. 

경제활력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15

(2008년은 30개 국 에서 12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1인당 GDP와 고용률에서는 20~21 로 순 가 낮은 편이지만, 생산성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최상  그룹에 속하고 있어 종합 으로 15 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력지수에서 하 에 치한 국가는 그리스(32 ), 헝가리(33 ), 

그리고 터키(34 )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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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지표 순위 국가 지표 

1 Switzerland 0.1329 18 Czech Republic 0.1094 
2 Norway 0.1255 19 Slovenia 0.1085 
3 Luxembourg 0.1251 20 Portugal 0.1078 
4 Sweden 0.1248 21 Ireland 0.1076 
5 Netherlands 0.1243 22 France 0.1073 
6 Austria 0.1215 23 Belgium 0.1061 
7 Australia 0.1211 24 Slovak Republic 0.1050 
8 Denmark 0.1209 25 Estonia 0.1050 
9 Germany 0.1207 26 Israel 0.1037 
10 Iceland 0.1203 27 Chile 0.1028 
11 Canada 0.1202 28 Poland 0.1025 
12 Japan 0.1194 29 Spain 0.1004 
13 United States 0.1183 30 Mexico 0.0987 
14 New Zealand 0.1175 31 Italy 0.0963 
15 Korea 0.1164 32 Greece 0.0918 
16 Finland 0.1154 33 Hungary 0.0903 
17 United Kingdom 0.1152 34 Turkey 0.0849 

〈표 4-1〉경제활력지수 국가별 순위 

  
[그림 4-1] 경제활력지수의 분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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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정지속지표

복지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와 련하여 선행연구에 따라 주요 3개 지

표인 국가부채비율, 재정 자율,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

률)을 종합하 으며, 재정지속지표에 포함된 개별지표들은 모두 역기능

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하 다. 따라서 조세 는 사회보장을 통한 복지

재정부담율이 낮은 국가는 순 가 앞서게 되는 반면, 통 인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주로 하 권에 치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분석결

과에 의하면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칠 가 1 , 아일랜드가 

2 , 그리고 호주가 3 를 차지하 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한국은 비교  높은 순 인 4 로 나타났

다. 지난 2008년의 조사에서도 한국은 30개국  4 를 차지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비율, 재정 자율, 조세부담률  사회보험부담률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정의 지속성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 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속지표의 하  3개 국가는 이태리(34 ), 아이슬란드(33 ), 그리

고 노르웨이(32 )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에 30개국  25 에 머물

던 일본은 2010년에도 34개국  24 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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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지표 순위 국가 지표 

1 Chile 0.1056 18 United Kingdom 0.0732 
2 Ireland 0.1013 19 Slovenia 0.0727 
3 Australia 0.0948 20 Germany 0.0665 
4 Korea 0.0926 21 Netherlands 0.0662 
5 Slovak Republic 0.0904 22 Hungary 0.0641 
6 United States 0.0890 23 Turkey 0.0630 
7 Mexico 0.0890 24 Japan 0.0623 
8 Switzerland 0.0862 25 Finland 0.0605 
9 Poland 0.0818 26 Austria 0.0589 
10 Spain 0.0809 27 France 0.0560 
11 Estonia 0.0807 28 Sweden 0.0551 
12 Czech Republic 0.0784 29 New Zealand 0.0530 
13 Portugal 0.0771 30 Denmark 0.0521 
14 Luxembourg 0.0749 31 Belgium 0.0520 
15 Israel 0.0741 32 Norway 0.0515 
16 Greece 0.0740 33 Iceland 0.0490 
17 Canada 0.0737 34 Italy 0.0485 

〈표 4-2〉재정지속지수 국가별 순위 

[그림 4-2] 재정지속지수의 분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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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복지수요지표

재  향후의 복지수요를 나타내는 지표인 노인인구비율, 지니계수, 

빈곤율, 실업률 등을 종합한 결과에 의하면 2008년에 3 던 노르웨이

가 1 를 차지하 고, 체코가 2 를, 그리고 네덜란드가 3 를 차지하

다. 복지수요지표 측면에서 하  국가는 스페인, 에스토니아, 칠 , 미국, 

그리고 터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복지수요 부문에서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11 (2008년

에는 30개 국가  17 )로 나타나서 상 권에 치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노인인구비율과 실업률은 모두 5  이내로 양호한 수 이었지만,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상 빈곤율 등과 같은 분배 련 지

표에서는 20  밖의 하 권에 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장애연 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정책의 확 , 그리고 소

득양극화 해소를 한 복지사회 구 을 한 정책에 역 을 두고 있으므

로 향후에도 복지수요는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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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경제활력지표 순위 국가 경제활력지표 

1 Norway 0.1104 18 Germany 0.0872 
2 Czech Republic 0.1057 19 Poland 0.0850 
3 Netherlands 0.1048 20 Ireland 0.0848 
4 Denmark 0.1036 21 Australia 0.0844 
5 Iceland 0.1034 22 Canada 0.0841 
6 Austria 0.1030 23 United Kingdom 0.0823 
7 Luxembourg 0.1013 24 Italy 0.0740 
8 Slovenia 0.1001 25 Greece 0.0705 
9 Switzerland 0.0958 26 Portugal 0.0689 
10 Finland 0.0941 27 Japan 0.0685 
11 Korea 0.0925 28 Mexico 0.0671 
12 Sweden 0.0918 29 Israel 0.0670 
13 Belgium 0.0912 30 Turkey 0.0654 
14 France 0.0911 31 United States 0.0643 
15 Hungary 0.0910 32 Chile 0.0603 
16 New Zealand 0.0910 33 Estonia 0.0588 
17 Slovak Republic 0.0896 34 Spain 0.0475 

〈표 4-3〉복지수요지수 국가별 순위 

[그림 4-3] 복지수요지수의 분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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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복지충족지수

복지수요 충족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들에는 공 연 의 소득 체율, 

건강보장률, 고용보장률, 아동  보육지원율, 장애 여 보장율, 국가투

명도, 공공 사회지출 비율 등이 있다. 이들 지표를 종합한 결과에 의하

면 덴마크가 1 , 아이슬란드가 2 , 룩셈부르크가 3 , 그리고 네덜란

드가 4 를 차지하 다. 

2008년에 1 던 룩셈부르크가 3 로 내려간 것은 업데이트가 불가

능한 일부 지표가 다른 지표로 체된 향인 것으로 보인다. 

복지충족 부문에서 2008년 30개국  28 로 최하 권에 머물 던 

한국은 2010년도에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31 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 연  소득 체율과 아동  보육지원율 지표에서 권

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공공 사회복지지출 비율, 장애 여, 건강보험 보

장율, 그리고 국가투명도 등에서는 권에 머무르고 있다. 

복지충족지표 측면에서 하  3개 국가는 멕시코, 칠 , 한국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2008년에도 이들은 매우 유사한 순 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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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지표 순위 국가 지표 

1 Denmark 0.1592 18 Hungary 0.1125 
2 Iceland 0.1580 19 Canada 0.1079 
3 Luxembourg 0.1539 20 Portugal 0.1056 
4 Netherlands 0.1536 21 Japan 0.1034 
5 Sweden 0.1421 22 Czech Republic 0.1025 
6 Norway 0.1388 23 Slovenia 0.1020 
7 Austria 0.1366 24 Poland 0.0985 
8 Finland 0.1363 25 Israel 0.0980 
9 Switzerland 0.1254 26 Greece 0.0965 
10 New Zealand 0.1242 27 Italy 0.0945 
11 France 0.1216 28 Slovak Republic 0.0914 
12 Spain 0.1210 29 Estonia 0.0889 
13 Ireland 0.1196 30 United States 0.0867 
14 Germany 0.1171 31 Korea 0.0772 
15 United Kingdom 0.1161 32 Turkey 0.0715 
16 Australia 0.1160 33 Chile 0.0495 
17 Belgium 0.1144 34 Mexico 0.0379 

〈표 4-4〉복지충족지수 국가별 순위 

[그림 4-4] 복지충족지수의 분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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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지표 순위 국가 지표 

1 Australia 0.1298 18 Mexico 0.1182 
2 Denmark 0.1295 19 Germany 0.1180 
3 Austria 0.1288 20 France 0.1165 
4 Spain 0.1284 21 Chile 0.1144 
5 Netherlands 0.1280 22 Belgium 0.1140 
6 Canada 0.1275 23 Czech Republic 0.1127 
7 Norway 0.1274 24 Greece 0.1117 
8 Switzerland 0.1272 25 Slovenia 0.1078 
9 Luxembourg 0.1263 26 Slovak Republic 0.1052 
10 Sweden 0.1258 27 Poland 0.1049 
11 Israel 0.1238 28 Japan 0.1038 
12 Iceland 0.1230 29 Portugal 0.1029 
13 Finland 0.1227 30 United States 0.1020 
14 Ireland 0.1219 31 Estonia 0.0993 
15 United Kingdom 0.1215 32 Turkey 0.0959 
16 Italy 0.1200 33 Korea 0.0941 
17 New Zealand 0.1199 34 Hungary 0.0826 

  마. 국민행복지수

국민들의 행복도를 악하기 하여 자살률, 출산율, 평균수명, 주  

행복도, 그리고 환경오염 등 종합한 결과에 의하면 호주가 1 , 덴마크

가 2 ,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3 를 차지하 다. 반면 환경오염 신 여

가시간을 포함하 던 2008년에는 30개국 에서 노르웨이가 1 , 네덜

란드가 2 , 덴마크가 3 를 차지한 바 있다. 

한국과 헝가리는 국민행복 부문에서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

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나라는 자살률, 출산율 

등의 지표에서 최하 에 머물 고, 주  행복도가 비교  낮게 나타나

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8년의 조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헝가

리와 함께 30개 국가  최하 를 기록하 던 경험이 있다. 

〈표 4-5〉국민행복지수 국가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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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국민행복지수의 분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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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보건지표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보건 련지표는 건강상태, 비의료  건강결

정요인, 보건의료자원, 그리고 보건의료 이용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강상태부문에는 암발생률, 아사망률, 주  건강상태, 그리고 잠재

수명손실연한을 포함하고 있다. 

비의료  건강결정요인부문에는 음주량, 흡연량, 과체  등이 포함된

다. 의료자원부문에는 의사수, 간호사수, 그리고 병상수 등이 포함되며, 

마지막으로 의료이용부문에는 방 종률과 외래방문일수가 포함되었다. 

1) 건강상태 부문

건강상태 부문을 표하는 지표로는 암 발생빈도(cancer),  아사망

률(infant mortality), 주  건강상태(perceived health status,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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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s), 그리고 잠재수명손실연한(potential years of life loss) 등이 고

려되었다. 

[그림 4-6] 건강상태 구성지표별 분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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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의료  건강결정요인

비의료  건강결정요인(non-medical determinants of health)의 구성항목

으로는 주류소비량(alcohol consumption), 담배소비량, 그리고 과체 인구 

비율(주  평가)을 이용하 으며, 여기에 포함된 개별지표들은 모두 역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하 다. 그런데 국 등 몇몇 나라들의 과체

 여부에 한 정보가 OECD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지 않아서 자료가 

존재하는 나라와 변수들만으로 분석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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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비의료적 건강결정요인 구성지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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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자원부문지표 

의료자원(health care resources)을 구성하는 지표로는 의사수, 간호사

수, 그리고 병상수를 고려하 다.13) 

일부 국가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의 정보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있는 정보만을 평균하여 부문종합지표를 작성하 다. 

결측치가 부문  채 종합지수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해서는 

향후 별도의 민감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13) 치과의사수 자료는 약 15개국 정보가 빠져 있어서 최종 으로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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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보건의료자원 구성지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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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병상수,에서 최상위 특이항은 일본임. 

4) 의료이용지표

보건  의료 이용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방 종건수(디 테리

아, 상풍, 폐결핵, 홍역)와 외래방문일수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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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의료이용 구성지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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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의료 종합지수 분석

 다음 표는 보건의료 종합지수를 정리한 것이다. 유효 찰치의 비율

에 따라 다른 가 치를 부여하여 구한 경우와 동일 가 치를 부여한 경

우를 비교해 본 결과, 최종 인 국가순 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좀 

더 엄 한 분석을 하여 Spearman 상 계수를 구해본 결과, 그 값이 

0.990로 나타나 1% 유의수 에서 ‘두 변수가 서로 상 되어 있지 않다’

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다. 

보건의료 종합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7 로 나타났다. 스 스, 노

르웨이, 아이슬란드가 선두그룹을 이루고 있었고, 멕시코, 포르투갈, 칠

는 반 인 보건의료 상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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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부문지수값 순위 국가 부문지수값  

1 Switzerland 0.1238 18 New Zealand 0.1035 
2 Norway 0.1222 19 Canada 0.1031 
3 Iceland 0.1190 20 Poland 0.1025 
4 Israel 0.1171 21 Netherlands 0.1017 
5 Finland 0.1135 22 Belgium 0.1007 
6 Germany 0.1130 23 Italy 0.1006 
7 Korea 0.1097 24 Hungary 0.0999 
8 Australia 0.1097 25 United States 0.0964 
9 Sweden 0.1086 26 Greece 0.0959 
10 Spain 0.1083 27 Slovak Republic 0.0937 
11 Denmark 0.1082 28 Estonia 0.0908 
12 Austria 0.1080 29 Luxembourg 0.0904 
13 Czech Republic 0.1078 30 Ireland 0.0893 
14 Turkey 0.1077 31 Slovenia 0.0891 
15 Japan 0.1075 32 Mexico 0.0852 
16 United Kingdom 0.1045 33 Portugal 0.0834 
17 France 0.1037 34 Chile 0.0775 

〈표 4-6〉보건의료부문지수 국가별 순위(2010년)

[그림 4-10] 보건의료부문 종합지수의 분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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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종합지수 분석

앞서 살펴본 5개 부문별 종합지수인 경제활력지수, 재정지속지수, 복지수요

지수, 복지충족지수, 국민행복지수, 그리고 보건의료지수를 모두 종합하면 

각 회원국들의 종합 인 복지수 을 비교할 수 있는 종합지수를 작성할 

수 있다. 종합지수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가 치는 약 30명 규모의 문

가 델 이 조사를 통해 얻은 가 치를 용하 다. 

이 게 얻어진 KIHASA 복지종합지수(KIHASA Welfare Index)는 

각 부문별 지수에 해당 가 치를 이용하여 가 평균한 값으로, 국가별 

복지수 을 종합 으로 단하는 근거가 된다. 상 권에 속하는 나라로

는 스 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이 있고, 하 권에 속하는 나

라로는 칠 , 멕시코, 터키가 있다. 주로 북유럽을 심으로 하는 복지국

가들의 종합복지 순 가 높게 나타난 반면, 동구권 국가, 미주  아시아 

국가들은 상 으로 순 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4개국 에서 20 이며, 스페인,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벨기에 등과 비슷한 순 인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26 던 을 감안하면 다소나마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

리나라는 경제활력도와 복지재정의 지속성 축면에서는 다른 OECD 국가들

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향후 복지수요의 충족 정도와 국민들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기 해서는 보다 많은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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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종합지수 순위 국가 종합지수 

1 Switzerland 0.6914 18 Spain 0.5865 
2 Netherlands 0.6785 19 Israel 0.5838 
3 Norway 0.6758 20 Korea 0.5826 
4 Denmark 0.6735 21 Slovenia 0.5801 
5 Iceland 0.6727 22 Belgium 0.5784 
6 Luxembourg 0.6718 23 Slovak Republic 0.5753 
7 Austria 0.6568 24 Poland 0.5751 
8 Australia 0.6558 25 Japan 0.5649 
9 Sweden 0.6483 26 United States 0.5567 
10 Finland 0.6424 27 Portugal 0.5457 
11 Ireland 0.6245 28 Greece 0.5405 
12 Germany 0.6224 29 Hungary 0.5405 
13 Czech Republic 0.6165 30 Italy 0.5339 
14 Canada 0.6165 31 Estonia 0.5236 
15 United Kingdom 0.6127 32 Chile 0.5101 
16 New Zealand 0.6092 33 Mexico 0.4961 
17 France 0.5961 34 Turkey 0.4885 

〈표 4-7〉복지종합지수 국가별 순위(2010)

[그림 4-11] 복지종합지수의 분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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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각 부문별 종합지수의 분포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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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왼쪽부터 경제활력부문, 재정지속부문, 복지수요부문, 복지충족부문, 국민행복부문, 그리고 보건의료부문의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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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KIHASA Welfare Index의 요약 (2010년 기준)

종합

순위
국가

경제 

활력

(17.6%)

재정 

지속

(13.9%)

복지 

수요

(14.9%)

복지 

충족

(19.0%)

국민 

행복

(16.2%)

보건 

의료

(18.5%)
1 Switzerland 1 8 9 9 8 1
2 Netherlands 5 21 3 4 5 21
3 Norway 2 32 1 6 7 2
4 Denmark 8 30 4 1 2 11
5 Iceland 10 33 5 2 12 3
6 Luxembourg 3 14 7 3 9 29
7 Austria 6 26 6 7 3 12
8 Australia 7 3 21 16 1 8
9 Sweden 4 28 12 5 10 9
10 Finland 16 25 10 8 13 5
11 Ireland 21 2 20 13 14 30
12 Germany 9 20 18 14 19 6
13 Czech Republic 18 12 2 22 23 13
14 Canada 11 17 22 19 6 19
15 United Kingdom 17 18 23 15 15 16
16 New Zealand 14 29 16 10 17 18
17 France 22 27 14 11 20 17
18 Spain 29 10 34 12 4 10
19 Israel 26 15 29 25 11 4
20 Korea 15 4 11 31 33 7
21 Slovenia 19 19 8 23 25 31
22 Belgium 23 31 13 17 22 22
23 Slovak Republic 24 5 17 28 26 27
24 Poland 28 9 19 24 27 20
25 Japan 12 24 27 21 28 15
26 United States 13 6 31 30 30 25
27 Portugal 20 13 26 20 29 33
28 Greece 32 16 25 26 24 26
29 Hungary 33 22 15 18 34 24
30 Italy 31 34 24 27 16 23
31 Estonia 25 11 33 29 31 28
32 Chile 27 1 32 33 21 34
33 Mexico 30 7 28 34 18 32
34 Turkey 34 23 30 32 32 14

주: 부문명칭 아래의 수치는 부문별 가중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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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1990~2010 기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종합복지지수 추

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13] KIHASA 종합복지지수 추이(199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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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ASA 복지종합지수 값 자체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순 는 외 충격시기를 제외하고는 체로 

20~24 에서 일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는 보건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들만 종합한 결과이다. 보

건부문을 제외하 을 때 우리나라는 22 로 나타나, 보건부문이 포함되

었을 때에 비하여 두 계단 아래에 치하고 있다. 

보건부문을 제외한 경우의 순 는 룩셈부르크가 1 , 네덜란드가 2 , 

스 스가 3 , 그리고 덴마크가 3 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순

를 보이는 국가로는 슬로바키아(19 ), 스페인(20 ), 벨기에(21 ), 

폴란드(23 ), 이스라엘(24 ) 등이다. 

보건부문을 제외하고 볼 때, 종합지표의 순 가 가장 아래인 나라들

은 터키(34 ), 멕시코(33 ), 그리고 칠 (32 )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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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순위 국가

1 Luxembourg 18 Slovenia

2 Netherlands 19 Slovak Republic

3 Switzerland 20 Spain

4 Denmark 21 Belgium

5 Iceland 22 Korea

6 Norway 23 Poland

7 Austria 24 Israel

8 Australia 25 Portugal

9 Sweden 26 United States

10 Ireland 27 Japan

11 Finland 28 Greece

12 Canada 29 Hungary

13 Germany 30 Italy

14 Czech Republic 31 Estonia

15 United Kingdom 32 Chile

16 New Zealand 33 Mexico

17 France 34 Turkey

〈표 4-9〉KIHASA Welfare Index, 보건부문 제외 (20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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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KIHASA 종합복지지수 추이, 보건부문의 영향 (199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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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선이 보건부분을 제외한 경우의 종합지수 추이이고, 점선은 보건부문을 포함한 경우의 추이임.  

3. 몇 가지 논의

이상의 방법을 용함에 있어 아쉬운 은 개별지표별로 특이항

(outlier)이 존재하는 경우 그 향이 과다하게 반 되는 상이 찰되

었다는 이다.  특정 지표에 결측항이 포함된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하

여 구체 인 해결책을 찾아내지는 못하 으나, 이러한 상은 최종 인 

결과  그 해석에 지 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이러

한 문제 이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부문별 구성지표의 타당성에 한 검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부 지표의 경우 타 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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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부문명칭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으

므로, 향후에 이들을 좀 더 체계 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지 까지 보건의료부문의 개별 부문지표와 보건복지종합지표 작성결과

를 살펴보았다. 다음 에서는 본연구의 성과를 정리하고 정책  시사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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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김용하 외(2011)의 연장선상에서 국제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복지 황을 분석하고자 하 다. 특히 여기서는 간헐 으로 발표되는 자료 

보다는 정기 으로 입수가능한 자료를 주로 종합지수를 재구성하 으

며, 시차가 최  2년 이내인 자료들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서 시의성

(timeliness)을 유지하고자 하 다.14)  

5개 부문별 지표인 경제활력지표, 재정지속지표, 복지수요지표, 복지충족지

표, 국민행복지표를 종합하면 각 회원국들의 종합 인 복지수 을 비교

할 수 있는 종합지수를 작성할 수 있다. 종합지수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가 치는 경제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분야의 문가 30여 명을 상으

로 한 델 이 조사를 통해 얻은 가 치를 용하 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활력과 재정지속 부문에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복지충족지표와 국민행복도 지표에서는 최하 권에 속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경제 인 활력도와 복지재정의 지속성에서는 다른 OECD 국

가들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향후 복지수요의 충족 정도와 재 국민

14) 2008년도에 결측항이 있는 경우 이들을 업데이트 하 으며(국가부채비율), 2010년 자료

가 없는 경우에는 2009년 자료를 이용하 다(일본의 국가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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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체감하는 행복도를 제고하기 해서는 보다 많은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이번 정부에서는 출산‧고령화  국민

들의 복지서비스에 한 요구 증 가 향후 복지수요의 속한 증가를 

상할 수 있게 하는 요인임을 인식하고, 재정  제도간 정합성 제고 측면에서 

이에 하여 철 하게 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부문의 종합지수를 새로 도입하 다. 건강상

태, 비의료  건강결정요인, 의료자원, 의료이용 부문을 모두 종합하여 

단일지표화 한 보건의료부문 종합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34개 국가 

 7 로 나타나, 비교  선두그룹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종합복지 수 은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20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 복지국가들이 가장 높은 종합복지 수 을 향유하

고 있었고, 일본과 미국은 높은 소득수 에도 불구하고 종합 인 복지수

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경우 2008년에 26 던 을 감안하면 다소나마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도가 최하 권에 머물고 있어서 이를 

우선 으로 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출산율 제고와 자살률의 하락, 

그리고 주  만족도의 제고방안의 마련이 시 하다고 할 것이다. 

2. 시사점

향후의 연구에서는 국내지표의 추이에 한 분석과 국제비교 연구가 

분리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홀수년에는 국내 동향을, 그리고 짝수년

에는 국제비교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안이 될 것이다. 국내지표에 

한 추이분석을 해서는 좀 더 다양한 지표들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

고,  자료입수에 필요한 시차가 좀 더 짧기 때문에 시의성 있는 분석

이 가능하다. 반면 국제비교의 경우에는 OECD나 세계은행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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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에서 발표되는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게 되므로 지표의 포 범

가 제한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2-3년의 시차가 수반되는 것은 불

가피하다. 

향후의 국내동향을 연구함에 있어 지역별 지표, 성별-연령 별 지표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복지수혜 

상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복지정책을 입안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

기 때문이다. 한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체감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개개

인의 주  평가를 반 하는 것이 필수 이다. 외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주  지표들에 한 조사의 정례화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들 주  지표가 객  지표와 통합되어야만 유용한 종합

인 지표가 작성될 수 있다.

기별지표의 가 치를 결정하는 데에도 기술 인 난 이 따른다. 재 

가자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일가 치 방식은 개별 구성지표의 상

 요성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델 이 방법

으로 가 치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구성요소의 변경이 빈번하다면 

용에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실 인 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주성분분석에 의한 가 치 결정방식인데, 과학 이고 객 인 

방법이라는데 가장 큰 장 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 한 필요한 개별지

표의 개수에 해서는 특별한 지침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  지표와 객  지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가

치가 음수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어려움이 따른다. 주   객

 지표가 혼재된 경우에도 용이 가능한지에 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객  지표와 주  지표를 통합하는 분석기법 외에도, 표 화인자

에 한 검토도 필요하다. 나라마다 제도와 습이 다르기 때문에 지표

의 범 (range) 뿐만 아니라 변동성(분산)에도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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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게 반 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표 화인자의 분모로 

사용되는 범 와 안이 될 수 있는 표 편차와의 유용성에 한 비교

도 필요하다. 

경제성장률, 생산성 증가율, 재정 자율, 인 이션율 등은 해마다의 

변화가 크므로 이동 평균값을 이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국내 복지동향이나 ( 의의) 행복지수를 분석함에 있어서 환경  안

련 지표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녀간 고용률 격차와 

남녀간 임 격차 등은 성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행복지수의 구

성요소로 이용가능할 것이다. 범죄발생률, 온실가스배출량 폐기물발생량, 

1인당 도시공원면  등은 국내의 복지지표를 작성하는데 후보지표로 이

용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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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Country　 Total Public Private 　No Country　 Total Public Private

1 IDN 2.61 1.28 1.33 22 IRL 9.19 6.39 2.80
2 IND 4.05 1.18 2.87 23 ISL 9.29 7.47 1.82
3 CHN 5.07 2.72 2.35 24 ITA 9.29 7.40 1.90
4 RUS 5.07 3.15 1.92 25 NOR 9.41 8.05 1.36
5 TUR 6.07 4.44 1.64 26 JPN 9.46 7.62 1.84
6 MEX 6.17 2.92 3.25 27 OECD 9.47 6.84 2.64
7 EST 6.35 5.00 1.34 28 SWE 9.56 7.74 1.81
8 POL 6.98 5.01 1.98 29 ESP 9.58 7.11 2.47
9 KOR 7.07 4.12 2.95 30 GBR 9.62 8.01 1.61
10 CZE 7.46 6.25 1.21 31 NZL 10.08 8.39 1.69
11 ISR 7.54 4.57 2.98 32 GRC 10.25 6.09 4.16
12 HUN 7.79 5.05 2.74 33 BEL 10.55 7.97 2.57
13 LUX 7.91 6.65 1.26 34 PRT 10.73 7.06 3.67
14 CHL 7.96 3.84 4.12 35 AUT 10.98 8.37 2.61
15 FIN 8.91 6.64 2.27 36 DNK 11.12 9.46 1.65
16 ZAF 8.94 3.94 5.00 37 CHE 11.36 7.41 3.95
17 EU27 8.90 6.50 2.40 38 CAN 11.38 8.08 3.29
18 BRA 9.01 4.24 4.77 39 DEU 11.60 8.91 2.69
19 SVK 9.01 5.81 3.20 40 FRA 11.64 8.97 2.67
20 SVN 9.02 6.57 2.45 41 NLD 11.99 10.39 1.60
21 AUS 9.10 6.23 2.86 42 USA 17.61 8.49 9.13

부록 A: 참고자료

〈부표 1〉건강지출 (대 GDP 비율, 20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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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untry
1970 

무렵

  2010 / 

그 이후
No Country

1970 

무렵

  2010 / 

그 이후

1 ZAF 53.00 52.10 22 DEU 70.50 80.50
2 IND 49.10 65.20 23 GRC 73.80 80.60
3 IDN 51.90 69.00 24 GBR 71.80 80.60
4 RUS 68.30 69.00 25 AUT 70.00 80.70
5 BRA 58.60 73.20 26 KOR 62.10 80.70
6 CHN 62.90 73.30 27 LUX 69.70 80.70
7 HUN 69.20 74.30 28 CAN 72.80 80.80
8 TUR 54.10 74.30 29 NLD 73.70 80.80
9 SVK 69.80 75.20 30 IRL 71.20 81.00
10 MEX 60.90 75.50 31 NZL 71.50 81.00
11 EST 69.70 75.60 32 NOR 74.30 81.20
12 POL 70.00 76.30 33 FRA 72.20 81.30
13 CZE 69.60 77.70 34 ISL 74.30 81.50
14 USA 70.90 78.70 35 SWE 74.70 81.50
15 CHL 　 79.00 36 ISR 71.80 81.70
16 DNK 73.30 79.30 37 AUS 70.80 81.80
17 SVN 　 79.50 38 ITA 72.00 82.00
18 OECD 70.32 79.76 39 ESP 72.00 82.20
19 PRT 66.70 79.80 40 CHE 73.10 82.60
20 FIN 70.80 80.20 41 JPN 72.00 83.00
21 BEL 71.00 80.30 　 　 　 　

0

2

4

6

8

10

12

14

16

18

Total Public

〈부표 2〉출생시 기대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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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untry 2010 No. Country 2010

1 ISL 2.20 22 CHE 3.80
2 FIN 2.30 23 AUT 3.90
3 JPN 2.30 24 AUS 4.10
4 PRT 2.50 25 GBR 4.20
5 SVN 2.50 26 OECD 4.29
6 SWE 2.50 27 POL 5.00
7 CZE 2.70 28 CAN 5.10
8 NOR 2.80 29 NZL 5.20
9 KOR 3.20 30 HUN 5.30
10 ESP 3.20 31 SVK 5.70
11 EST 3.30 32 USA 6.10
12 DNK 3.40 33 RUS 7.50
13 DEU 3.40 34 CHL 7.90
14 ITA 3.40 35 TUR 10.10
15 LUX 3.40 36 MEX 14.10
16 BEL 3.50 37 CHN 15.80
17 FRA 3.60 38 BRA 17.30
18 ISR 3.70 39 IDN 27.20
19 GRC 3.80 40 ZAF 40.70
20 IRL 3.80 41 IND 48.20
21 NLD 3.80 　 　 　

〈부표 3〉영아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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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Country　 Total Women Men 　No. Country　 Total Women Men

1 ZAF 0.80 0.40 1.30 20 ISL 11.80 4.60 18.70
2 GRC 3.20 0.90 5.60 21 USA 12.00 4.90 19.80
3 MEX 4.80 1.50 8.50 22 NZL 12.40 6.40 18.90
4 BRA 5.40 2.30 9.00 23 OECD 12.89 5.92 20.78
5 ITA 5.90 2.50 9.80 24 CHL 13.30 5.00 22.40
6 ISR 6.20 2.80 9.90 25 CZE 13.50 4.40 23.80
7 ESP 6.30 2.70 10.50 26 AUT 13.90 6.00 23.30
8 GBR 6.70 3.00 10.50 27 EST 15.80 5.00 29.30
9 NLD 9.20 5.40 13.30 28 POL 15.90 4.00 29.20
10 PRT 9.30 4.20 15.80 29 FRA 16.20 8.00 25.70
11 AUS 10.60 4.80 16.70 30 CHE 16.90 10.20 24.80
12 DEU 10.80 5.10 17.30 31 FIN 17.30 8.30 26.80
13 IRL 11.00 4.60 17.40 32 BEL 17.70 9.50 26.60
14 CAN 11.10 5.10 17.30 33 SVN 18.60 6.60 32.80
15 NOR 11.20 6.70 15.90 34 JPN 21.20 11.50 31.40
16 LUX 11.30 5.20 17.60 35 RUS 22.40 7.20 42.10
17 SVK 11.30 3.20 20.70 36 HUN 23.30 9.50 40.40
18 DNK 11.60 6.10 18.00 37 KOR 33.50 21.40 49.60
19 SWE 11.70 6.10 17.50 　 　 　 　 　

〈부표 4〉자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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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untry　 2010　 No.　 Country　 2010　

1 IND 10.70 22 NLD 20.90
2 MEX 13.30 23 OECD 21.13
3 ZAF 13.80 24 GBR 21.50
4 SWE 14.00 25 DEU 21.90
5 ISL 14.30 26 KOR 22.90
6 AUS 15.10 27 ITA 23.10
7 USA 15.10 28 AUT 23.20
8 BRA 15.10 29 FRA 23.30
9 CAN 16.30 30 POL 23.80
10 LUX 18.00 31 CHN 24.10
11 NZL 18.10 32 IDN 24.20
12 ISR 18.60 33 CZE 24.60
13 PRT 18.60 34 TUR 25.40
14 SVN 18.90 35 EST 26.20
15 FIN 19.00 36 ESP 26.20
16 NOR 19.00 37 HUN 26.50
17 JPN 19.50 38 IRL 29.00
18 SVK 19.50 39 CHL 29.80
19 DNK 20.00 40 GRC 31.90
20 CHE 20.40 41 RUS 33.80
21 BEL 20.50 　 　 　

〈부표 5〉성인흡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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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untry 2007
2010/

그 이후
No. Country 2007

2010/ 

그 이후

1 EST 7.15 12.48 16 NLD 51.52 75.93
2 CHL 12.18 18.13 17 AUT 62.29 77.50
3 LUX 11.30 24.51 18 HUN 72.75 86.33
4 NOR 56.82 33.85 29 ISR 87.67 86.45
5 KOR 28.70 35.99 20 DEU 65.66 86.89
6 MEX 28.17 37.74 21 IRL 28.65 91.69
7 CHE 43.92 38.70 22 FRA 72.98 94.88
8 AUS 25.95 40.86 23 PRT 75.43 96.78
9 CZE 30.89 44.46 24 GRC 113.87 99.52
10 SVK 32.85 47.07 25 BEL 87.88 102.39
11 SWE 48.78 48.05 26 USA 67.48 103.51
12 SVN 30.68 56.26 27 GBR 53.52 104.92
13 FIN 40.37 56.93 28 CAN 83.94 106.35
14 DNK 34.34 61.85 29 ITA 112.07 126.32
15 POL 50.96 62.68 30 JPN 180.02 210.21

〈부표 6〉일반정부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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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IMD 순위
보건 및 

환경순위

보건의료 

총지출(5)

일인당 

보건의료 

지출

공공분야 

보건의료 

지출(%)

보건의료 

기반시설

출생시 

기대수명

한국 22 28 6.6 1259 54.9 7.2 80
호주 9 9 8.8 4205 67.96 6.95 82

오스트리아 18 7 10.1 5029 76.57 8.92 80
벨기에 23 15 9.7 4564 74.35 9.24 80
캐나다 7 10 10.3 4610 69.84 6.57 81
칠레 25 34 6.9 704 59.43 4.96 78
체코 30 30 6.8 1408 84.67 7.57 77

덴마크 12 4 9.9 6185 84.7 8.23 79
에스토니아 33 32 5.3 938 76.27 5.33 74

핀란드 15 2 8.4 4249 74.75 8.08 80
프랑스 29 14 11.1 5084 78.96 8.17 81
독일 10 8 10.4 4591 76.84 8.33 80

그리스 56 26 9.7 3002 60.86 5 80
헝가리 47 39 7.4 1141 70.27 3.39 74

아이슬란드 31 3 11.7 6285 87.52 8.53 82
이스라엘 17 16 8.7 5191 82.01 4.43 80
아일랜드 24 19 8 2201 57.17 6.96 81
이탈리아 42 25 9 3493 77.41 6.38 82

일본 26 11 8.1 3081 80.92 7.68 83
룩셈부르크 11 17 7.2 8645 91.09 8.04 80

멕시코 38 44 5.9 602 46.66 4.44 76
네덜란드 14 13 9.1 4792 82.07 7.77 80
뉴질랜드 21 12 9 2702 78.74 6.34 81
노르웨이 13 5 8.6 8050 84.2 7.84 81
폴란드 34 42 6.6 912 70.97 2.85 76

포르투갈 40 22 10.1 2390 70.21 6.48 79
슬로바키아 48 33 7.8 1368 66.85 3.75 75
슬로베니아 51 29 7.8 2106 71.36 5 79

스페인 35 20 8.7 2994 72.84 7.87 81
스웨덴 4 1 9.1 4840 81.96 8.09 81
스위스 5 6 10.5 6869 58.96 9.04 82
터키 39 41 5 522 69 5.06 74
영국 20 21 9 3882 82.76 6.74 80
미국 1 18 16 7532 46.52 6 78

〈부표 7〉보건복지분야 국가경쟁력지수 순위, 2011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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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 

기대수명

영아 사망률 

순위

보건의료 보조¹
인간개발지수

보건의료 

문제²
삶의 질

의사 간호사

한국 71.6 6.32 504 220 0.88 6.67 6.32
호주 73.8 9.4 350 92 0.94 7.57 9.4

오스트리아 72.2 9.65 213 128 0.85 8.64 9.65
벨기에 72.5 9.17 248 54 0.87 7.77 9.17
캐나다 73.2 8.9 458 109 0.89 7.21 8.9
칠레 69.9 7.14 617 1262 0.78 6.78 7.14
체코 70.4 7.42 281 120 0.84 7.74 7.42

덴마크 71.8 9.21 290 69 0.87 8.77 9.21
에스토니아 66.8 4.67 298 150 0.81 5.33 4.67

핀란드 72.8 8.78 366 62 0.87 8.42 8.78
프랑스 73.9 8 291 113 0.87 7.07 8
독일 73.2 9.17 278 90 0.88 8.24 9.17

그리스 72.8 5.64 162 273 0.85 8.07 5.64
헝가리 65.7 3.96 320 157 0.8 5.4 3.96

아이슬란드 74.1 8.58 256 61 0.87 8.98 8.58
이스라엘 73 7.61 321 65 0.89 6.98 7.61
아일랜드 73.3 7.96 298 175 0.87 7.92 7.96
이탈리아 74.8 6.96 236 150 0.85 7.35 6.96

일본 75.7 7.3 458 95 0.88 8.11 7.3
룩셈부르크 73.3 9.09 344 87 0.85 7.32 9.09

멕시코 67.3 4.61 496 418 0.75 5.13 4.61
네덜란드 73.3 8.93 269 94 0.89 8.04 8.93
뉴질랜드 73.5 8.71 403 90 0.91 6.84 8.71
노르웨이 73.3 9.63 245 68 0.94 7.87 9.63
폴란드 67.3 4.63 463 173 0.79 6.93 4.63

포르투갈 71.5 5.94 262 179 0.79 7.58 5.94
슬로바키아 67.2 5.56 338 152 0.82 6.79 5.56
슬로베니아 72 5.9 416 125 0.83 5.7 5.9

스페인 73.7 7.83 288 194 0.86 7.58 7.83
스웨덴 73.5 9.02 264 83 0.88 8.27 9.02
스위스 74.9 9.66 264 67 0.87 8.49 9.66
터키 66.1 5.24 628 477 0.68 7.72 5.24
영국 72.3 7.37 368 99 0.85 6.77 7.37
미국 70.2 8.15 412 94 0.9 6.38 8.15

〈부표 7〉보건복지분야 국가경쟁력지수 순위, 201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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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untry 2008 2009 2010 No. Country 2008 2009 2010

1 Australia 27.1 25.8 25.6 18 Japan 28.5 27.0 27.6
2 Austria 42.8 42.5 42.0 19 Korea 26.5 25.5 25.1
3 Belgium 43.9 43.1 43.5 20 Luxembourg 35.5 37.7 37.1
4 Canada 32.3 32.1 31.0 21 Mexico 20.9 17.4 18.8
5 Chile 21.4 17.1 19.6 22 Netherlands 39.3 38.2 38.7
6 Czech Republic 35.0 33.9 34.2 23 New Zealand 33.8 31.6 31.5
7 Denmark 47.8 47.7 47.6 24 Norway 42.1 42.4 42.9
8 Estonia 31.7 35.7 34.2 25 Poland 34.2 31.7 31.7
9 Finland 42.9 42.8 42.5 26 Portugal 32.5 30.7 31.3
10 France 43.5 42.5 42.9 27 Slovak Republic 29.5 29.1 28.3
11 Germany 36.5 37.3 36.1 28 Slovenia 37.1 37.1 37.5
12 Greece 32.1 30.4 30.9 29 Spain  (1) 33.1 30.9 32.3
13 Hungary 40.1 39.9 37.9 30 Sweden 46.4 46.6 45.5
14 Iceland 36.7 33.9 35.2 31 Switzerland 28.1 28.7 28.1
15 Ireland 29.1 27.7 27.6 32 Turkey 24.2 24.6 25.7
16 Israel 33.8 31.4 32.4 33 United Kingdom 35.8 34.2 34.9
17 Italy 43.0 43.0 42.9 34 United States 26.3 24.2 24.8

〈부표 8〉총조세부담률

자료: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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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HDI 순위 HDI값 기대수명
평균 

교육년수

기대 

교육년수

1인당 GNI 

(PPP)

1인당GNI 

순위-HDI 

순위

한국 15 0.897 80.6 11.6 16.9 28230 12
호주 2 0.929 81.9 12 18 34431 16

오스트리아 19 0.885 80.9 10.8 15.3 35719 -4
벨기에 18 0.886 80 10.9 16.1 33357 2
캐나다 6 0.908 81 12.1 16 35166 10
칠레 44 0.805 79.1 9.7 14.7 13329 14
체코 27 0.865 77.7 12.3 15.6 21405 14

덴마크 16 0.895 78.8 11.4 16.9 34347 3
핀란드 22 0.882 80 10.3 16.8 32438 0
프랑스 20 0.884 81.5 10.6 16.1 30462 4
독일 9 0.905 80.4 12.2 15.9 34854 8

그리스 29 0.861 79.9 10.1 16.5 23747 5
헝가리 38 0.816 74.4 11.1 15.3 16581 11

아이슬란드 14 0.898 81.8 10.4 18 29354 11
아일랜드 7 0.908 80.6 11.6 18 29322 19
이스라엘 17 0.888 81.6 11.9 15.5 25849 14
이탈리아 24 0.874 81.9 10.1 16.3 26484 6

일본 12 0.901 83.4 11.6 15.1 32295 11
룩셈부르크 25 0.867 80 10.1 13.3 50557 -20

멕시코 57 0.77 77 8.5 13.9 13245 2
네덜란드 3 0.91 80.7 11.6 16.8 36402 9
뉴질랜드 5 0.908 80.7 12.5 18 23737 30
노르웨이 1 0.943 81.1 12.6 17.3 47557 6
폴란드 39 0.813 76.1 10 15.3 17451 7

포르투갈 41 0.809 79.5 7.7 15.9 20573 1
슬로바키아 35 0.834 75.4 11.6 14.9 19998 8
슬로베니아 21 0.884 79.3 11.6 16.9 24914 11

스페인 23 0.878 81.4 10.4 16.6 26508 6
스웨덴 10 0.904 81.4 11.7 15.7 35837 4
스위스 11 0.903 82.3 11 15.6 39924 0
터키 92 0.699 74 6.5 11.8 12246 -25
영국 28 0.863 80.2 9.3 16.1 33296 -7
미국 4 0.91 78.5 12.4 16 43017 6

〈부표 10〉OECD 국가별 HDI 순위 (2011년)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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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구성지표에 대한 설명

이하에서는 각 부문을 구성하는 지표의 정의를 요약한다. 이들 지표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OECD Factbook, OECD SOCX Data, OECD 

Health Data, Gallup, 그리고 Transparency International 등이다.  

1. 보건의료지표 

(1) 암 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암 발생자 수를 인구규모를 감안하여 표 화 한 값이다. 

(2) 아사망률 

연간 출생한 신생아 1,000명 당 1년 이내 사망한 신생아수의 비율을 

말한다. 산모와 신생아의 경제  사회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보

건지출이 낮은데도 아사망률이 낮게 나타나는 국가도 있어서 높은 의

료비지출이 낮은 아사망률의 필요조건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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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  건강상태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떠한가”라는 한 질문에 하여 “좋다” 는 

“매우 좋다”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4) 잠재수명손실연한

잠재수명손실연한이란 연령별 사망자수에 사망이후 일정시 (가령, 기

수명)까지의 잔여연수를 연령별로 합산한 것인데, 사망률의 안 인 

지표가 된다. 

(5) 음주량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주류 매량을 리터단 로 측정한 것이

다. 음주량이 과도한 경우 심장질환이나 암과 같은 질환을 일으키고,  

폭력, 살인, 자살 등과 같은 사회 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흡연량 

15세 인구 1인당 흡연량을 그램 단 로 나타낸 것이다. 담배로 인한 

사망자는 10명  한 명꼴로 발생하며, 해마다 사망자수는 5백만 명에 

이른다. 흡연과 흡연 련 사망자수 사이에는 한 련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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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만 

15세 이상 인구  비만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최근 들어 비만인구의 

증가는 큰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데, 고 압이나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험인자임이 알려져 있다. 

(8) 의사수

활동 인 의사의 수를 말한다. 캐나다, 랑스, 핀란드,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진료행 를 하는 의사 외에도 보건부문에서 교육 는 

연구를 수행하는 인력을 포함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총 의사수의 5-10%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9) 간호사수

공공  민간부문에서 활동 인 간호사를 말하며, 자  간호사는 포

함되지만 조산원이나 간호보조 인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간호사는 의료

인력  가장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보통 인구 천 명당 간호사

수로 측정한다. 

(10) 병상수

인구 천 명당 병상수(hospital beds)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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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방 종

체 아동 에서 디 테리아, 백일해, 홍역 종을 마친 아동의 비율

을 말한다. 

(12) 외래방문일수

연간 1인당 의사방문 회수를 말한다. 

 

2. 경제활력지표

(1) 고용률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에서 취업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여기에

는 군입 자 는 재소자 등을 제외하고 구한다. OECD 통계에서는 ILO 

기 에 따라 취업인구를 계산하는데, 지난 일주일  최소 한 시간 이상

을 유 으로 일한 사람을 취업인구로 본다. 실업률은 경기변동에 따라 

분모인 경제활동인구가 변화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고용율은 분모가 생

산가능인구이므로 경기변동에 따른 향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2) 경제성장률

불변가격으로 표시한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년 비 증가율을 말한다. 경상 GDP는 한 국가 내에서 가계·기업·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주로 1년) 동안 생산활동을 통하여 얻은 

부가가치를 모두 합한 것이다. 경상 GDP를 기 년 가격으로 환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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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변 GDP이다.   

  

(3) 생산성증가율

여기서의 생산성이란 GDP를 총근로시간으로 나  값인데, 한 시간의 

노동투입으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얻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여

기서의 생산성 증가율이란 노동 단 당 생산성의 년 비 증가율을 말

한다. 

 

(4) 물가상승률

물가수 의 반 인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소비자물자기수의 

년 비 증가율을 말한다. 

(5) 1인당 GDP 

구매력 평가기 으로 계산한 1인당 GDP이다. 경상GDP를 총인구수

로 나  것이며, 미국 달러 단 로 표시한다. 

3. 재정지속지표

한 국가의 세입과 세출은 재정 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데, 

재정의 지속성이란 수지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부 록∙129

(1) 국가부채비율

일반정부의 총 융잔고(Gross Government Liabilities)의 경상GDP에 

한 비율을 말하며, 그 값이 ‘+’이면 흑자이고 ‘-’이면 자를 의미한다. 

(2) 재정 자비율

일반정부 융부채의 경상GDP에 한 비율을 말한다. 

(3) 국민부담률

총조세부담률이라고도 부르며,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다. 조세부담률이란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하는 세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사회보장부담률이란 국민연  과 같은 공 연

기여 과 건강보험 등의 부담  합계의 GDP에 한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는 조세를 재원으로 사회보장재원을 조달하기 때문

에 양자를 구분하면 결과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국가

간 비교가능성을 하여 국민부담률을 사용하 다. 

4. 복지수요지표

(1) 노인인구비율 

총인구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가장 높은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고령인구의 증가는 향후 복지수요의 확

와 더불어 공공 사회지출의 증가를 래하게 된다.  



130∙보건복지 종합지수 연구 

(2) 지니계수 

표 인 소득분배불평등 지표이며, 균등분배선과 로 츠곡선사이의 

면 으로부터 계산된다.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0이면 소득분배가 

균등하고, 1이면 매우 불평등한 것이다. 여기서는 경상소득을 기 으로 

계산한 값을 사용하 다.  

(3) 빈곤율 

빈곤선 미만의 소득을 얻는 가구의 비율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빈곤기

선으로 소득 50%를 이용하 다. 역시 경상소득을 이용하여 계산

하 다. 

(4) 실업률

지난 일 주일동안 한 시간 이상 유 으로 일한 사람을 취업자라고 하

며, 취업자의 경제활동인구에 한 비율을 취업률이라고 한다. 실업률이

란 1-취업률을 말한다. 

5. 복지충족지표

(1) 건강보장률

총의료비 지출 에서 본인부담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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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취학아동에 한 사회지출

미취학 이동에 한 사회지출의 경상GDP에 한 비율을 나타낸다. 

(3) 장애 련 사회지출

장애인 련 사회지출의 경상 GDP에 한 비율을 나타낸다. 

(4) 국가투명도 

국제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는 1995년부터 매

년 부패인지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조사·발표하고 있다. 

매년 각국 문가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각국의 공공부문(주로 공무원 

 정치인)의 부패정도를 발표해 오고 있다. 10  만 을 기 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 으로 7  이상이면 그 사회가 청렴하다고 보고, 3  이하

이면 그 사회가 보편 으로 부패하다고 본다. 

(5)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공공 사회복지지출의 경상GDP에 한 비율을 나타낸다. 

6. 국민행복지표

(1)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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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률

15-49세의 여성에게서 출산 가능한 아동 수를 말하며, 흔히 조출산률

(crude birth rate)라고도 한다. 사망률과 인구이동과 더불어 인구증가를 

결정하는 요한 요소이다.  

(3) 기 수명

출생 시 기 수명을 말하며, 재의 사망률 하에서 신생아가 평균 으

로 몇 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이 지표는 보건의

료부문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많다.  

(4) 주  행복도

OECD에서는 Gallup에서 수행한 World Poll Survey 데이터를 제공

하고 있다. Gallup 조사는 15세 이상 인구로 이루어진 국가별 표본에 

하여 생활만족도 질문을 제시한 다음 0-10의 척도로 측정한 것이며, 

수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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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연구 20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연구 20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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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29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 구조 연구 강혜규

연구 20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이삼식

연구 20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연구 20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연구 20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연구 2011-37-1 출산율예측모형개발 이삼식

연구 2011-37-2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외부)
연구 20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연구 2011-37-4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연구 20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외부)
연구 20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연구 20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연구 2011-37-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외부)
연구 20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연구 20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소정

연구 20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연구 20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연구 20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I) 오영희

연구 20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연구 20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연구 20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편- 이삼식

연구 20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연구 20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이소정

연구 2011-37-19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연구 20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김기홍(외부)
연구 20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정영철(외부)
연구 20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방안 이미정(외부)

연구 20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연구 20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김동진

연구 20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와 정책동향 최은진

연구 2011-39-4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김동진

연구 20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연구 20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연구 20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연구 20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홍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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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4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44-1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상호

연구 20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연구 20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연구 20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0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정기혜

연구 2012-0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FTA중심으로 김대중

연구 2012-03
초‧중‧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연구 2012-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연구 2012-05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2-06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2-07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연구 2012-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연구 2012-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2-10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2-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방안 김동진

연구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욱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보건의료체계의 New Paradigm 구축 연구 신영석

연구 2012-15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연구 2012-16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연구 2012-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2-18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연구 2012-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연구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욱

연구 2012-21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 2012-2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연구 2012-2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대응성 분석 고경환

연구 2012-24 2012년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연구 2012-25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2-2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군인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윤석명‧신화연

연구 2012-27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연구 2012-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연구 2012-29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완

연구 2012-30 중고령자의 소득‧자산분포와 노후빈곤가능성 분석 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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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31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김미곤

연구 2012-3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이현주

연구 2012-33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염주희

연구 2012-34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 (터키) 이현주

연구 2012-35 인구구조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문길

연구 2012-36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2-37 2012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2-38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강혜규

연구 2012-39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김미숙

연구 2012-40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심층분석 김성희

연구 2012-4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2-42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 박수지

연구 2012-43 보건복지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정책과제 정영철

연구 2012-44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2 장영식

연구 2012-45 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세록

연구 2012-46 보건복지분야 조사통계 선진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2-47-1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이삼식

연구 2012-47-2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저출산정책연계방안 이상림

연구 2012-47-4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김현식

연구 2012-47-5 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과 향후과제 이철선

연구 2012-47-6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염주희

연구 2012-47-7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이삼식

연구 2012-47-8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인공수정 시술비 지불보상 현황과 정책방향 황나미

연구 2012-47-9 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최정수

연구 2012-47-10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정은희

연구 2012-47-1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김현식

연구 2012-47-12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이헌창)
연구 2012-47-13 남북한 통합시 인구이동 전망과 대응과제 이상림

연구 2012-47-14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정경희

연구 2012-47-15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 M시 종적연구(II) 오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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