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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스티글리츠 위원회에서는 

국민총생산(GDP)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 목표를 

탐색하였고, 아시아의 저개발 

국가인 부탄에서 국민총행복 

지수를 통해 이를 실현하였다.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는 

부탄의 정책 실험은, 비교적  

부유하지만 국민 개개인은 충분히 

행복하지 않은 한국 사회가  

주목할 만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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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에 대한 비판과 부탄의 실험: 국민총행복지수의 시작

2008년 당시 프랑스 총리였던 니콜라 사르코지의 제안 이후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를 중심으로 199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 및 장 폴 피투시는 ‘경제 성과·사회 진보 측정 위원회(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CMEPSP, 이하 스티글리츠 위원회)’를 구성해 

국내총생산(GDP)이 가지는 지표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탐색하는 데 착수했다. 이렇게 초국가 차원에서 대안적 사회지표를 공식적으로 

탐색한 것은 경제적인 부유함이 개인의 행복을 필연적으로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1974년 이스털린의 지적1) 이후 거의 35년 만의 일이었다. 스티글리츠 위원회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새로운 사회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주요 

축으로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실현 능력(capabilities)’, ‘공평한 할당(fair 

allocations)’을 제안했다. 이 중 주관적 안녕은 개인의 경제 수준이나 환경 등 객관적 

배경에 대한 평가와 감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삶의 질을 직관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 평가되며, 일상 용어인 행복(happiness)과 혼용된다.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제안은 도구적 사회 목적인 경제지표에 주로 주목하던 

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지만 실효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2) 그런데 아시아 변방의 작은 개발도상국가인 부탄에서 국민 행복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GDP를 대신할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GNH)을  

주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선언은 GDP의 실질적인 대안을 탐색하던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총행복(GNH)”을 활용해 불행한 국민이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 실험으로 발전했다. 

부탄 국민총행복지수의 구조

부탄에서 시도된 국민총행복지수의 측정과 분석은 ‘부탄 GNH 연구센터(Centre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국민총행복지수를 

구성하는 9개 영역과 측정 지표, 그리고 다수의 개별 지표를 지수화하는 방법론을 

개발해 국민 불행률 감소를 위한 정책 실험의 실효성을 높였다. 

 | 행복의 조건: 4개의 축과 9개 영역

부탄 국민총행복지수는 정치, 경제, 문화, 환경의 4개 축을 중심으로 개발된  

9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첫째 영역인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은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 
국민 불행률 감소를 위한 
사회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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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에 관한 영역으로 삶의 만족도, 생애 사건들에 

대한 감정적 반응, 영적 수행(spirituality)의 지표를 포함한다. 

둘째, ‘건강(health)’은 피로나 신체적 스트레스 없이 일상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조건으로, 개인의 신체적 상태뿐 아니라 정신건강을 모두 포함한다. 

셋째, ‘시간 사용(time use)’은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며 일, 여가, 돌봄과 수면 등에 사용하는 

시간을 측정한다. 

넷째, ‘교육(education)’은 개발도상국으로서의 부탄이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근간인 인적 자원 개발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저개발국가의 특성을 반영해 공식 교육뿐 아니라 

비공식 교육 체계를 포함한다. 

다섯째, ‘문화 다양성과 회복력(cultural diversity & resilience)’은 축제나 규범, 창작 등 문화적 

전통의 다양성과 힘을 측정한다. 

여섯째,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는 사람들이 정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공공 

서비스 전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관한 영역으로, 선거나 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와 

권리 및 자유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일곱째, ‘지역사회 활성화(community vitality)’는 지역사회, 가족, 친구 등과의 관계와 함께 

자원봉사 활동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개개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덟째, ‘생태 다양성과 회복력(ecological diversity & resilience)’은 거주 지역의 환경적 조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평가, 친환경적인 행동 패턴을 측정하며, 산불이나 지진의 위험까지도 

포함한다. 

마지막 영역인 ‘생활수준(living standard)’은 행복한 삶을 위한 물질적 편안함을 측정하기 위해 

소득, 자산, 주거에 대한 정보를 포괄한다.

각각의 지표값은 15세부터 96세까지의 부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 및 개인 단위 

설문조사를 통해 획득한다. 조사 대상은 다층층화무선추출법으로 선정된 2015년 조사 기준 

8,871명3)이다. 

그림 1  부탄 국민총행복지수의 9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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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ntre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2015. 9.). Summary of 2015 GNH Index.

 | 무엇이 더 중요한가: 지표와 가중치

다수의 지표를 하나의 숫자로 지수화할 때 논의되는 주요 이슈 중 하나는 개별 지표를 최종 

지수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즉, 지표별 가중치를 결정해야 하는데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에서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영역별 개별 지표에 규범적 가중치를, 영역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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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여기에 따르면 일과 잠의 시간 사용 가중치가 가장 

높고 정치 참여와 정부 서비스, 야생 보존이나 도시화, 삶의 만족도와 영성, 소득/자산/주거의 

가중치가 비교적 높게 반영된다. 

표 1  영역 및 지표 구성과 지표 가중치

영역 지표 지표 가중치 영역 가중치 총가중치

1. 심리적 안녕

1.1. 삶의 만족도 1/3 1/9 1/27

1.2. 긍정적 감정 1/6 1/9 1/54

1.3. 부정적 감정 1/6 1/9 1/54

1.4. 영성 1/3 1/9 1/27

2. 건강

2.1. 자기 보고식 건강 상태 1/10 1/9 1/90

2.2. 건강한 날 수 3/10 1/9 1/30

2.3. 장애 3/10 1/9 1/30

2.4. 정신건강 3/10 1/9 1/30

3. 시간 사용
3.1. 일 1/2 1/9 1/18

3.2. 잠 1/2 1/9 1/18

4. 교육

4.1. 읽기 3/10 1/9 1/30

4.2. 학교 3/10 1/9 1/30

4.3. 지식 1/5 1/9 1/45

4.4. 가치 1/5 1/9 1/45

5.  문화 다양성 및 

회복력

5.1. 숙련 3/10 1/9 1/30

5.2. 문화 참여 3/10 1/9 1/30

5.3. 모국어 1/5 1/9 1/45

5.4. 행동강령 1/5 1/9 1/45

6. 좋은 거버넌스

6.1. 정치 참여 2/5 1/9 2/45

6.2. 서비스 2/5 1/9 2/45

6.3. 거버넌스 성과 1/10 1/9 1/90

6.4. 기본권 1/10 1/9 1/90

7. 지역사회 활성화

7.1. 기부(시간 및 돈) 3/10 1/9 1/30

7.2. 안전 3/10 1/9 1/30

7.3. 지역사회 관계 1/5 1/9 1/45

7.4. 가족 1/5 1/9 1/45

8.  생태 다양성 및 

회복력

8.1. 야생 보존 2/5 1/9 2/45

8.2. 도시 이슈 2/5 1/9 2/45

8.3. 환경 책임 1/10 1/9 1/90

8.4. 생태 이슈 1/10 1/9 1/90

9. 생활수준

9.1. 소득 1/3 1/9 1/27

9.2. 자산 1/3 1/9 1/27

9.3. 주거 1/3 1/9 1/27

합계 9/1 - 1/1

자료: Centre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2015. 9.). Summary of 2015 GNH Index.

 | 누가 행복한가: 평가와 해석

개개인이 응답한 9개 영역 33개 지표 점수와 가중치를 활용해 누가 행복하고 누가 덜 

행복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표 2〉와 같이 규범적으로 제안되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행복하기 

위해 개개인이 모든 영역과 지표를 충족시킬 필요는 없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50세의 기혼 

여성인 치미는 시골에 사는 4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그녀는 지역 문화와 전통에 친숙하고, 정부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으며, 자신의 권리가 보호받고 있다고 평가한다. 내년도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계획이고,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며,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잠을 잘 자고,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필요한 만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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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가지고 있고, 야생동물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치미는 영성이나 교육 수준, 기술 

등이 부족하고, 자기 보고식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교육 수준이 낮고, 글을 읽을 줄 모른다. 

게다가 근로시간이 길고, 정부 기능에 만족하지 못하고, 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며, 주거 상태가 

양호하지 않지만 가중 계산된 전반적인 충족 수준이 67.22%로 계산되므로 치미는 부탄 국민 중 

행복한 사람으로 분류된다. 

표 2  부탄 국민총행복의 판단 기준

행복 수준 판단 기준

매우 행복하다 77% 이상 충족

상당히 행복하다 66~76% 충족

비교적 행복하다 50~65% 충족

불행하다 50% 미만 충족

자료: Ura, et al.(2015). p.25.

2010년 부탄 대 2015년 부탄의 국민총행복 수준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는 특정 시점에 부탄 국민들이 어느 정도 행복한지를 평가하는 데 

용이할 뿐 아니라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행복해졌는지 혹은 불행해졌는지, 그렇다면 어느 영역 

어느 지표에서 행복해졌는지 혹은 불행해졌는지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행복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국민총행복지수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headcount of 

people who are not-yet-happy)에 이들의 욕구가 충족된 정도(intensity/average of sufficiency amongst 

those who are not-yet-happy)를 곱한 값과 행복한 사람들의 비율(headcount of people who are happy)을  

합하여, 0에서 1의 범위 내에서 수치화된다. 2015년 국민총행복지수는 2010년 0.743에서 

1.8% 증가한 0.756으로,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행복해졌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구체적인 

지표에서는 소득이나 자산, 주거 등 물질적 조건의 상대적 향상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문화나 

지역사회, 심리적 안녕 등의 영역은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경향은 영역 간 

지표별 균형을 맞춰 최종적으로 국민총행복지수를 높이려는 부탄 정부의 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된다. 

표 3  2010년과 2015년 부탄의 주요 국민총행복 지표 변화

향상된 지표 변화 없음 악화된 지표

서비스

생태 이슈

건강한 날 수

문화적 참여

주거,

야생 훼손

잠

자산

가구 소득

읽기

정신건강

도시화

가치

지식

기술

모국어 사용

일

교육

장애

삶의 만족도

가족

기부

안전

환경 책임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정치 참여

기본권

영성

지역사회 관계

자기 보고식 건강 상태

정부 기능

자료: Ura, et al.(2015). p.49.

국민 불행률 감소를 위한 부탄의 사회 실험과 정책적 함의

우리 사회의 경제 수준은 높아졌지만 국민들은 충분히 행복하지 않다.4) 이러한 불일치를 

풀어낼 단서를 찾아야 한다. 세계행복보고서의 헬리웰 교수팀은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가 

스티글리츠 위원회 등에서 주장해 온 대안적 정책 목표로서의 국민 행복을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활용한 사회 실험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부탄 정부는 2010년 국민총행복지수 발표 이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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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이 행복해지기에는 충분치 않은 소득정책 등의 영역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 2015년 

국민총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 이후 물질적인 조건은 개선됐지만 심리적 안녕이나 

거버넌스, 지역사회 등 사회의 질적 측면은 악화됐다는 2015년 국민총행복지수 결과에 따라 

앞으로 국민 행복을 위해 이들 분야에도 정책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물론 부탄의 실험에 대한 비판도 있다. 국민 행복 자체는 다양한 정책 노력의 최종 결과이지만 

성공적인 정책 수행이 국민 행복을 절대적으로 담보한다고 할 수 없다. 행복하기 위한 객관적인 

조건이 완벽하게 마련됐다 하더라도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는 기대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탄의 국민총행복 체계에서는 글을 읽을 줄 모르거나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응답자가 행복한 

것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다는 데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부탄은 1인당 GDP가 2,700달러5)가 채 되지 않는 저개발국가로, 사회경제적 

조건이 전혀 다른 우리 사회에 이들의 경험을 직접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어느 

국민이 행복하고 어느 국민이 불행한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모호하다. 그럼에도 행복한 국민을 

위한 부탄의 정책 실험은, 비교적 부유하지만 국민 개개인은 충분히 행복하지 않은 한국 사회가 

주목할 만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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