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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한국노동연구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동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

로 ‘일과 행복’ 연구를 주도하였으며, 그 결과는 

협동연구보고서 『일과 행복(Ⅰ, Ⅱ, Ⅲ)』(2015, 

2016, 2017)으로 출간되었다.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행복과 

관련한 국제 비교 연차보고서들이 한국인의 행

복도가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연이어 발표하고, 

경제 발전 수준과 비교할 때 이러한 현상은 설명

하기 어려운 현실임에도 국내의 행복 관련 연구

는 일천하였다. 이는 행복과 같은 주관적 평가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거리낌 또는 경시 풍조와 행

복 연구를 위한 자료의 부재 때문이었다. 연구를 

기획할 당시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을 주창하

한국인의 행복도는 경제 발전 정도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국내에서의 행복에 대한 연구는, 

해외 학계에서 행복경제학 연구가 40년 넘게 진행돼 온 것과 달리 일천한 상태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일과 행복’을 주제로 협동연구를 실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연구의 기획 의도와 주

된 성과를 주제와 핵심적 발견 중심으로 소개하고, 행복경제학 40년의 성과와 행복 연구의 미래를 요약한 

후, 국내 행복 자료 구축과 연구 활성화 및 모든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국가 정책의 방향을 간략히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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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은 2017년 제3차 협동연구보고서(안주엽 외, 2017)의 제1장을 발췌하여 요약하였다.

였지만 과학적 실증분석에 기초하지 않은 정책 

수립은 사상누각에 가까운 것이었다.

‘일과 행복’ 연구는 이러한 당시의 현실적 상

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3년간의 연구로 

기획되었다. 다음 2장에서는 기획 단계에서 인식

한 연구 배경과 당시 설정한 연구 목적을 다소 자

세히 소개하는데, 그 이유는 이스털린 이후 40년

을 넘긴 행복경제학 연구의 진전과 이를 경제학

의 혁명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비춰 볼 때 우리나

라의 행복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

려하면, 국내의 경제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 분

야에서의 행복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여전하며 

연구의 목적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에 투영된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추이와 2015년 제18차 조

사에서 파악된 한국인의 행복도를 개략적으로 

보여 준다. 

4장의 주요 내용은 ‘행복경제학의 지난 40년

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으로, 행복

경제학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향후 연

구 방향을 제시한다.1) 

마지막 장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행복경

제학에 대한 기대와 현재를 포함해 미래 정부에 

대한 국민 행복 측면의 바람을 간략히 제시한다.  

2. 일과 행복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 배경-일과 행복 3개년 협동연구

1) 한국에서는 일천한 행복경제학

행복이란 무엇인가? 동서양의 철학적 고찰에

서 시작된 이 질문에 동서고금의 사람들이 “행

복은 ( )이다”라 답해 왔으니 ‘무엇’에 해당하는 

것은 무수히 많다.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든 행

복은 삶의 궁극적 목적이고, 삶은 이러한 궁극

적 목적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행복(happiness)의 정의를 다루는 이론은 크

게 행복을 긍정적 감정의 조건으로 보는 감정상

태론(emotional state theory), 행복을 쾌락으

로 보는 쾌락론(hedonism), 행복을 자신의 삶

에 대한 만족으로 보는 만족론(life satisfaction 

theory)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의 두 이론은 행

복을 느낌(feeling)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고, 세 

번째 이론은 판단(judgment)의 시각에서 바라

보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행복을 주관적 안녕

(subjective well-being)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데, 이는 행복이 만족과 긍정적 감정의 조건을 모

두 내포함을 의미한다(Haybron, 2013).

철학적 고찰에 이어 행복에 관한 실증연구는 

상당 기간 심리학의 영역에만 존재하였는데, 상

대적으로 최근에서야 경제학에서도 행복을 주

요 주제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Easterlin(1974)

이 행복의 개념을 경제학적 시각에서 다루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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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경제학(Economics of Happiness)이 시작되

었고 Scitovsky(1976)의 『즐거움 없는 경제학

(Joyless Economics)』이 발간되었지만 당시에는 

추종자가 거의 없었다.2) 1997년 이코노믹저널

(Economic Journal)3) 이후 자기 선언적 주관적 

행복의 측정과 이의 결정 요인을 중심으로 하는 

행복경제학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관심이 일기 시

작하였고, 이후 주요 학자들(오즈월드, 블랜치플

라워, 레이야드, 프라이, 클라크, 스투처 등)이 본

격적으로 행복경제학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4)

특히 프라이는 2000년대 취리히연구모임을 

이끌며 행복경제학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해 오

다 2008년, 『행복: 경제학의 혁명(Happiness: 

A Revolution in Economics)』을 중간 성과물

로 발간하였는데, 이 책의 서문에서 효용 개념의 

온전한 대변수(proxy)로서의 측정 가능한 행복

(또는 만족도), 인간이 물질적 가치에서 더 나아

가 비물질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새로운 직관, 통

상적 경제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현상에 대한 정

책 대안의 제시라는 측면에서 가까운 미래에 행

복경제학이 경제학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경제학 

혁명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5)

해외에서는 행복경제학 연구가 40년 넘게 이

어져 왔지만 국내에서의 행복에 대한 연구는 상

대적으로 제한적이었고, 여전히 일천한 것이 사

실이다. 연구를 시작할 당시 행복을 명시적으로 

내세운 연구는 5건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행복과 

관련된 일반 서적이 서점가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6) 이러한 현상의 밑바닥에는 

행복 또는 주관적 안녕이라는 주관적 평가를 분

석 대상으로 삼기를 꺼리거나 경시하는 경제학

자들의 풍조가 깔려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렇지만 한편에서는 (주관적) 삶에 대한 만족도에 

초점을 맞추고 생활 만족도, 결혼 만족도, 여가 

만족도, 직무 만족도, 은퇴 만족도 등 다양한 측

면의 만족도와의 관계 속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

를 바라보고 있다. 

당시 경제학 분야에서 행복에 대한 본격적인 

2) 당시 경제학자들의 주관적 안녕에 대한 반감이 팽배하였음에도 일부 학자들[추가하여 Hamermesh(1977)나 Freeman(1978) 등]

이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이러한 연구들을 호기심을 자극하는 ‘지적 수집품’ 정도로 여기는 풍토였으며, 1990년대까지 상당 기간 행

복경제학의 암흑기가 진행되었다.

3) 1993년 런던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행복경제학에 관한 논문들을 엮은 것이다.

4) 안주엽 외(2017)의 클라크(Clark)에 따르면, 이코노믹저널에 지금까지 게재된 논문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 20편 중 저자의 논문을 

포함한 4편이 ‘행복’이란 단어를 명시적으로 제목에 사용하였으며, 저널 오브 퍼블릭 이코노믹스(Journal of Public Economics)에서도 

최다 인용 논문 4편 중 2편이 ‘주관적 안녕’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Diener 외(2016)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에 주관적 안녕에 대

해 1만 4천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저널 오브 이코노믹 리터러처(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에 게재된 논문 중 많이 인용되는 

논문 중 하나는 Frey & Stutzer(2002)의 리뷰 논문으로 ‘경제학자들은 행복에 관한 연구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데, 

이에 대한 대답은 ‘아주 많이 배웠다’라 할 수 있다.

5) 그는 또한 행복 연구의 이유 또는 목적으로 행복 결정 요인의 확인, 행복의 본질에 대한 이해, 경제이론과 예측에 대한 검증, 행복의 효과 

변별, 행복의 인과관계, 역설적 관찰에 대한 설득, 경제정책의 개선을 들고, 행복의 결정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 및 

이웃 등의 사회적 관계 등 개인 삶에서의 비물질적 측면, 유전적 요인, 개성, 사회통계학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요인 등을 들고 있다

(pp. 3-13).

6) 최고로 행복한 나라 덴마크와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부탄의 소개와 행복에 대한 철학적이거나 인문사회학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것으

로, 일반 대중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였다는 것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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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미진했던 또 다른, 더 근본적인 원인은 행

복을 분석할 자료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당시 가

용한 만족도 관련 실태조사로는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

부터 매년 실시한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이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한 ‘한국복

지패널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05년부

터 매년 실시한 ‘한국고용교육패널조사’, 여성가

족부가 2005년과 2010년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가족실태조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이 2008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노인실

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1년부터 3

년 주기로 실시하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한국

행정연구원이 2013년 실시한 ‘사회통합실태조

사’ 등이 있는데, 행복을 명시적으로 내세우지는 

않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위시한 다양한 만족도

를 조사하였다.7)

2) 한국인의 낮은 행복도

한국인은 (얼마나) 행복한가? 유엔의 ‘세계행

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나 OECD

의 ‘더 나은 삶 지수(How’s Life?-Better Life 

Index)’ 모두 한국인의 행복도가 10점 만점에 6

점 미만으로, 한국의 경제 수준에 걸맞지 않게 현

저히 낮다고 보고했다.8) 이들 보고서에서 또 하

나 주목할 점은 상당수 국가가 행복 또는 주관적 

안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고, 이러한 관심이 

광범위한 협의와 자료 수집 및 실험에 바탕을 두

고 국가 간 정책 평가를 비교하기에 충분한 자료

를 구축하였으며,9) 유엔이 2012년 연차총회에서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The International 

Day of Happiness)로 정하는 등 국민 행복을 위

해 상당한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이다.10)

당시 우리나라 정부 역시 국민 행복에 지대

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다. 대선 공약으로 

‘국민 행복 10대 공약’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행

복’을 명시적으로 내세웠고, 이를 이어받은 『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

정과제』(2013년 2월)는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고용률 

70% 로드맵』(2013년 6월)에서는 ‘일하고 싶으

7) 이들 실태조사의 개략적 구성과 조사에 포함된 만족도 문항에 대해서는 안주엽 외(2015, pp. 11-14)를 참조, 해당 실태조사의 자세

한 정보는 각 조사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대부분의 실태조사에서 만족도를 1~5점의 5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최근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는 0~10점까지의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8) 유엔의 2015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5.98점으로 158개국 중 47위로 보고되었으며, OECD의 2015년 ‘더 나은 삶 지수’에서는 삶

에 대한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5.8점으로 35개 회원국(평균 6.6점) 중 28위로 보고되었다. 후자는 전자의 행복도 점수를 사용하는

데, 사용 방식이 다소 다르다. 

9)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정부, 한국의 박근혜 정부,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 아랍에미리트를 들고 있다. 특히 아

랍에미리트는 “모든 국민의 최상의 행복을 위하여…국정과제의 설정과 집행에서 행복과 안녕을 중심에 두고 있다”고 하였고, 2014

년 ‘두바이계획 2021(Dubai Plan 2021)’에서는 “두바이계획의 첫 번째 목적은 국민의 행복 달성에 있다”고 천명하였다.

10) 행복과 관련한 국가 차원의 노력은 부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부탄은 ‘국민총행복이 국민총생산보다 중요하다’는 국왕 왕추크의 주

창을 시작으로 ‘가치 있는 개발’을 국가 개발의 지침으로 공식화하고, 헌법 서문에서 국민의 화합, 행복과 안녕의 고양을 엄숙히 선언

하고, 국민총행복 추구를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의 진전을 위한 노력을 정부 정책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안

주엽 외(2017)의 ‘제9장 부탄의 국민총행복’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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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 행복 시대’를 기치

로 ‘일자리는 국민 행복의 전제 조건’이며, ‘일자

리는 삶의 기반이자 일을 통해 안정감과 만족감

을 느낄 때 국민 행복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

하였다. 그러나 ‘일과 행복’의 3년차 연구가 진행

되던 2017년 박근혜 정부는 탄핵으로 막을 내렸

고,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

부 전체 기간 중 삶의 만족도는 3.4점대에서 거

의 변화가 없었다. 

나. 일과 행복 3개년 협동연구의 목적

‘일과 행복’ 협동연구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제

시한 연구 목적은 크게 다음의 6가지로 요약된

다. 첫째, 행복경제학의 주요 논의를 검토하여 다

양한 경제학적 요인과 행복의 관계를 밝히는 틀

을 만든다. 둘째, 한국노동패널조사 등 기존 실

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일과 여가 및 이와 관련

된 다양한 요인과 정책이 행복(또는 삶의 만족도)

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행복포럼을 통

해 관련 전문가들과 행복경제학의 흐름 및 일과 

행복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행복경제학

의 이론 및 실증분석의 저변을 형성하여 노동경

제학의 시각에서 행복경제학의 연구 기반을 확

대한다.11) 넷째, 기존 실태조사 자료의 한계를 극

복하여 일과 행복과 관련된 적확한 지표와 관련 

변수를 변별하기 위한 실태조사 모듈을 개발하

고 이를 ‘일과 행복에 관한 패널조사’(가칭)와 한

국노동패널조사에 적용하여 더욱 과학적인 실

증분석을 실시한다.12) 다섯째, ‘2017 일과 행복

에 관한 국제학술대회(Te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k and Happiness, Seoul 

Korea)’(가칭)를 개최하여 국내외 연구자 간의 

소통을 통하여 국내의 일과 행복 연구를 진작한

다.13) 마지막으로 3개년에 걸친 연구와 국제학

술대회를 통한 행복경제학의 다양한 결과로부터 

국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모색

한다.

3. 일과 행복 3개년 협동연구의 주요 내용

가. 삶의 만족도 추이

협동연구는 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

부터 실시하여 온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

용한 분석으로 구성되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제1차 조사부터 전반적 삶의 만족도를 다음의 설

문항(그리고 5점 척도의 응답항)으로 파악하여 

11) 실제 별도의 행복포럼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행복 세션 구성)와 국제학술대회 및 연구진의 다양한 

세미나 참여를 통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였다.

12)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 조사(2015년)의 ‘삶의 인식 부가조사’에서 이를 구현하였고, 2016년 제2차 연도 연구에서 이를 활용한 

분석 결과들을 2016년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에서 ‘일과 행복’ 세션을 구성하여 발표하는 한편 연구보고서(일과 행복 Ⅱ)에 담았다. ‘

일과 행복에 관한 패널조사’(가칭)는 연구 예산의 제약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13) 2017년 8월 31일과 9월 1일(8월 30일 사전 콘퍼런스) 개최된 ‘일과 행복 국제 콘퍼런스(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k and Happiness)’는 프랑스, 일본, 호주, 부탄, OECD의 행복 전문가 6명의 기조연설과 원탁회의, 국내외에서 응모를 통해 선

별된 12편의 논문 발표로 구성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콘퍼런스 초록이나 안주엽 외(2017, pp. 310-312)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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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14)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스럽다 (2) 만족스럽다 (3) 보통

이다 (4) 불만족스럽다 (5) 매우 불만족스럽다 

[그림 1]은 제1차 조사(1998년)부터 제17차 조

사(2014년)까지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 추이를 보

여 준다.15) 패널조사가 시작된 시점이 외환위기

가 시작된 시점과 일치하여 제1차 조사에서 삶의 

만족도는 3점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으

나,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삶의 만

족도가 상승하기 시작하여 제6차 조사(2003년)

에서는 3.2점을 넘어섰고, 제11차 조사(2008년)

에서는 3.3점, 제14차 조사(2011년)에서는 3.4

점에 이르렀지만 그 이후 거의 변화가 없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그림에서 주목할 점은 남성과 여

성 간 삶의 만족도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인데, 이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행복하다

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부합하지 않는다.16)

나. 행복도 측정

OECD(2013)는 제3장(주관적 안녕의 측정,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에서 행복의 

측정과 관련해 각국의 국가통계기관이 여섯 개의 

모듈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7) 일과 행복 

협동연구 제1차 연도의 연구진은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추가할 설문의 

모듈을 만들었고, 2015년 실시된 제18차 조사에

서 다양한 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한 ‘삶의 인식 부

가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OECD의 지침을 견지

하였지만 패널조사의 전체적 부담을 고려하여 제

2차 연도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설문항 6개

를 포함하였다(설문항의 내용은 <글 상자> 참조).

14) 이에 추가하여 전반적 삶을 구성하는 (1) 가족의 수입 (2) 여가생활 (3) 주거환경 (4) 가족관계 (5) 친인척관계 (6) 사회적 친분 관계

의 여섯 가지 요인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항(‘다음 내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일 만족도와 일자리 

만족도를 두 개의 설문항(‘주된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와 ‘주된 일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

하고 계십니까?’)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구성하는 9개의 요인-(1) 임금 또는 소득 (2) 취업의 안정성 (3) 하고 있는 일의 내

용 (4) 근로환경 (5) 근로시간 (6) 개인의 발전 가능성 (7)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8) 인사고과의 공정성 (9) 복지후생-에 대한 만족도

를 설문항[‘주된 일과 관련하여 (이러한 각각의 요인들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으로 파악하고 있다. 모든 응답항은 5

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5) 설문에 대한 응답항을 역순으로 구성하였다. 즉 1점(매우 불만족스럽다)에서 5점(매우 만족스럽다)까지 점수가 높아질수록 만족도

가 상승한다.

16) 인구학적 특성과 가구 총소득을 통제한 실증분석에서는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에 추가로 가구 경제의 특성(자산과 부채, 주택의 유형과 입주 형태 등)까지 통제하면 이러한 성별 차이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게 된다. 인구학적 특성과 가구 총소득, 경제활동 상태만을 통제한 실증분석에서도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가구 경제의 특성을 추가로 통제하면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별 차이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게 된다. 자

세한 내용은 안주엽 외(2015)의 제2~4장 및 제5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17) 이에는 핵심 측도(core measure), 삶에 대한 평가(life evaluation), 정서(affect), 행복 안녕(eudaimonic well-being), 영역 평가

(domain evaluation), 시간사용조사에서 경험적 안녕(experienced well-being)이 포함된다. 부록에서는 각 모듈에 대한 목적, 내

용, 설문, 근원, 소요 시간, 산출물, 면접자에 대한 지침 등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주요 설문항에 대해서는 안주엽 외(2015, pp. 

418-423)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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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행복도의 추이

전체 남성 여성 조사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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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연도 원자료(1998년 표본). 안주엽, 이경희, 길현종, 오선정, 김주영, 김종숙, 김난숙. (2015). 일과 행복(Ⅰ). p. 27에

서 재인용. 

<글 상자> ‘삶의 인식 부가조사’의 행복도 측정 설문항과 응답항

(1)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0(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0(완전히 만족한다) 

(2)   하시는 일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0(전혀 가치가 없다)~10(매우 가치가 있다) 

(3)   밑(0)에서 꼭대기(10)까지 숫자가 매겨진 사다리를 생각하세요. 맨 꼭대기(1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

한 최선의 상태를, 맨 아래(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악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귀하는 지금 현재 

사다리에서 몇 번째 칸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최악의 상태 10

    9

  ... ...

 최악의 상태 0

(4)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0(전혀 행복하지 않는다)~10(매우 행복하다) 

(5) 5년 전,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0(전혀 만족하지 않았다)~10(완전히 만족하였다) 

(6) 5년 후, 전반적인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0(전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10(완전히 만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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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인의 행복도

[그림 2]는 전반적 행복도의 분포를 보여 준다. 

행복도가 높은 수준(8점 이상)인 한국인이 18%, 

행복도가 낮은 수준(4점 이하)인 한국인이 13% 

정도로 나타나며, 남성과 여성 모두 행복도는 평

균 6.1점으로 성별 차이가 전혀 없다.18) 

연령대별 행복도의 평균은, [그림 3]에서 보듯 

30~34세 연령층이 가장 높은 수준(6.7점)이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50~64세까지

는 6.0점 전후, 65세 이상은 5.7점)을 보이는 한

편 청년층은 6.1~6.3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연

령별 행복도가 U자 형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

들과는 상이한데, 이는 불충분한 연금제도와 자

녀 교육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은퇴 후 소득 흐

름이 좋지 않아 노령층 빈곤율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

근 세대로 올수록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상승

(교육 연한이 65세 이상은 7.2년에 불과하지만 

30~34세 연령층에서는 14.3년)하였고 교육 수

준이 행복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부 설명된다. 인구학적 특성과 가구 총소득 및 

그림 2. 행복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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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 조사(2015년) 원자료. 안주엽, 길현종, 김주영, 김지경, 오선정, 정세은. (2016). 일과 행복(Ⅱ). p. 41에서 재인용. 

18) 삶의 만족도에 대한 실증분석(주 15 참조)과는 달리 행복도 실증분석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구 총소득과 가구 경제의 특성(추

가하여 경제활동 상태)을 모두 통제하였을 때에도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안주엽 외(2016) 보고서의 제2~4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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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경제의 특성(추가하여 경제활동 상태)을 모

두 통제한 실증분석에서는 행복이 연령에 따라 

U자 형(저점은 59세)을 보인다.

라. 일과 행복

일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

한가? 이는 일과 행복 연구의 핵심 주제이고, 이

에 대한 긍정적 결과가 기대되었다. 그리하여 일

하고 싶은 사람이 모두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

이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최우선의 정책임을 

주장하려는 의도가 연구의 근원적 배경이었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질문에 그리 긍정

적인 답을 주지 않았다. 실업자의 행복도(5.4점)

가 취업자(6.2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사실

이지만, 비경제활동인구의 행복도(6.0점)는 취업

자에 비해 그리 낮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

히 여성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19) 취

업자를 종사상지위로 구분하여 본 결과, 여성이 

상용직으로 일할 때 행복도는 6.4점으로 비경제

활동인구(6.1점)에 비해 어느 정도 유의하게 높

은 수준이지만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일할 때 

행복도는 각각 5.9점, 5.7점으로 비경제활동인

구보다 오히려 낮으며, 이러한 임시직과 일용직

의 부정적 효과는 실증분석(인구학적 특성과 가

19)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행복도는 6.1점으로 취업 여성의 6.2점과 거의 유사한 수준인 반면, 남성은 취업자의 행복도(6.3점)가 비경

제활동인구의 행복도(5.8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다.

그림 3. 연령대별 행복도

전체 남성 여성

5.0

7.0

6.5

6.0

5.5

전체 청년 중년 장년 고령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65세
이상

6.4

5.8

6.2

6.0

6.7

6.5

5.8

5.65.6

6.3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 조사(2015년) 원자료. 안주엽, 길현종, 김주영, 김지경, 오선정, 정세은. (2016). 일과 행복(Ⅱ). p. 4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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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총소득 및 가구 경제의 특성을 모두 통제)에서

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20)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특히 가사와 육아 등의 

비시장노동(home production)을 전담하는 경

향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단순히 일을 하는 것

이 행복 수준을 높인다기보다는 괜찮은 일자리에

서 일하는 것이 행복 수준을 높이는 경향을 보인

다는 점에서, 향후 여성 인력을 경제활동인구화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일·가정 양립이

나 더 나아가 일·생활 균형을 포함한 일자리의 질

을 개선하는 정책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 행복경제학 40년과 미래21)

가. 행복경제학 40년의 성과

 안주엽 외(2017)에서 클라크(Clark)는 주관

적 변수 전반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관심 증가와 

주관적 안녕의 측정에 관한 관심의 증가가 지난 

40년 동안 경제학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라

고 지적하고, 행복경제학은 ‘무엇이 사람을 행

복하게 만드는가?’,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하는

가?’, ‘경제학적으로 풀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의문

20) 남성의 경우, 모든 종사상지위가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하는 남성이 일하지 않는 남성에 

비해 행복도가 높다.

21) 안주엽 외(2017)의 제1장 “행복경제학의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Andrew Clark)을 발췌하여 요약하였다.

표 1. 경제활동 상태와 행복도

행복도 행복도 결정 요인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6.1 6.1 6.1 

경제활동 상태

 취업 6.2 6.3 6.2 

   임금근로 6.3 6.3 6.2 

     상용직 6.4 6.5 6.4 0.0925 *** 0.3032 *** -0.0693   

     임시직 5.9 5.9 5.9 -0.1117 ** 0.1289   -0.2407 ***

     일용직 5.5 5.4 5.7 -0.2086 *** -0.0358   -0.2405 **

   비임금근로 6.2 6.2 6.2 

     고용주 6.2 6.2 6.2 0.0486   0.2231 *** -0.0373   

     자영업자 6.2 6.0 6.2 0.0013   0.0910   -0.0447   

 비취업 6.0 5.8 6.0 

   실업 5.4 5.3 5.6 -0.5157 *** -0.4363 *** -0.5425 ***

   비경제활동인구 6.0 5.8 6.1 (기준 상태)

주:   1) ***, **, *는 추정치가 각각 유의 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행복도 결정 요인은 인구학적 특성, 건강 상태, 가구 소득, 가구 경제의 특성을 포함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 조사(2015년) 원자료. 안주엽, 길현종, 김주영, 김지경, 오선정, 정세은. (2016). 일과 행복(Ⅱ). pp. 122, 124, 

129에서 재인용.



42  |  이달의 초점

보건복지포럼 (2018. 11.)

점의 해결’ 등 세 영역에서 행복과 관련된 데이터

를 사용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22)

이후 최근 20년간 이 세 영역에서 진행된 연구

를 정리하고 있는데, 첫째 영역의 행복 결정 요인

에 대해 개인 차원의 요인, 종합적 요인, 사회적 

비교, 적응 순으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개인 차원의 요인 중 가장 주목을 받아 

온 것은 소득이다. 횡단면 자료에서는 요인을 개

인 차원의 요인, 종합적 요인, 사회적 비교, 적응

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행복과 정(+)의 상관관계

를 갖지만, 이러한 효과는 소득이 낮은 경우에 더 

크다.23) 다음으로 주목을 받는 요인은 실업으로, 

횡단면 자료(실업 상태와 취업 상태인 사람을 비

교)와 패널 자료(취업 상태에서 실업 상태로 바뀌

는 과정을 추적) 모두에서 행복과 부(-)의 상관관

계를 갖는다. 

연령과 행복은 U자 형 관계가 있고 여성의 삶

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다고 자주 보고되지만 그

러한 양상을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

견이 다양하다. 그 외 개인 차원의 요인으로 건

강, 가정생활, 교육 수준이 주목을 받아 왔는데, 

건강과 결혼은 행복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

며, 자녀와 행복의 관계는 소득과 본인의 연령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정(+)의 효과를 가지며, 

교육 수준은 소득도 높이지만 일반적 기대치도 

높이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순효

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결과가 도출된다.24)

둘째, 주관적 안녕 또는 행복은 우리가 사는 

사회의 종합적 요인과 체계적인 상관관계를 가

지는데,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분석된 것은 1인

당 국내총생산(GDP)이지만 행복과의 관계는 그

리 강하지 않다. 또한 개인적 실업 상태뿐 아니라 

종합적 차원의 실업률 역시 행복과 부(-)의 상관

관계를 갖는다.25) 단순히 국민소득의 수준뿐 아

니라 소득분배에도 관심을 가져 왔는데, 사회의 

불평등과 행복 간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 연구

들이 많지만 아직 더욱 엄밀한 연구가 필요한 분

야이다.

그 외 환경 및 정부의 특성(정부의 규모, 정부

의 질, 직접민주주의, 조세의 누진성 등)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 다른 사람의 행동(범죄, 신뢰, 부패, 

이타주의 등)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에 대한 연구

들이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분석들이 개인 차원

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

22) 첫째 영역은 행복의 원인(결정 요인)을 밝히는 것이고, 둘째 영역은 행복의 결과(효과)를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영역에서는 

경제학적으로 풀기 어려운 의문점으로 ‘자영업자가 피고용자보다 더 행복하다면, 우리 대부분이 고용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한 사회에 불평등이 얼마만큼 존재해야 하는가?’, ‘인플레이션은 실업에 비해 얼마나 해로운가?’ 등을 예로 들고 있다. 

23) 개인 차원의 요인, 그리고 특히 소득과 관련된 연구는 너무 방대하여 일부 연구만을 언급하고 있다.

24) 자기 보고식 건강 상태 측정이 가져오는 정확도 문제를 고려하여 객관적 지표(건강 문제의 횟수, 병원 방문, 입원 일수, 장애 등)를 고

려하여도 이러한 건강과 행복 간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혼자가 독신, 이혼자, 사별자보

다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모두 높은 것은 결혼생활이 행복을 가져온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애초에 ‘행복한 부류의 사람’이 결혼할 가

능성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독신일 때 행복한 사람이 결혼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5) 삶의 만족도를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상충관계(trade-off)를 분석하면, 인플레이션 1%포인트보다는 실

업률 1%포인트의 영향이 더 크며, 이 둘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단순합한 오쿤의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는 이러한 사실

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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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쓰일 수는 있지만, 익숙해짐에 따른 효과의 

일시성과 특정 개인의 행복 증진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상 때문에 

숙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적 비교를 통하여 개인 차원의 요인

과 종합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가장 주목을 받은 요인은 소득인데, 본인

의 소득과 타인의 소득, 과시적 소비, 개인의 실

업과 지역의 실업률, 개인의 건강과 준거집단의 

건강 등 다양한 상대성이 개인 차원의 요인과 행

복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논의한 개인 차원의 요

인 및 종합적 요인과 행복의 관계는 일정 시점

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이러한 관계가 시간 흐

름에 따라 개인의 적응으로 사라진다면, 개인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의 목적을 고려할 

때 효과의 지속성 여부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

른다. 예를 들어, 개인이 시간 흐름에 따라 더 높

은 수준의 소득에 적응해 가면 이러한 소득정책

이 행복을 높이는 효과는 일시적인 것이 되어 원

래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외 주요 생애사(실직, 결혼과 이혼, 출산, 배우자 

사별 등)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행복에 미치는 효

과, 즉 적응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아직 

보편적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행복의 

적응에 대해서는 대규모 패널 자료를 이용해 연

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역인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라는 주제는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를 거꾸로 보는, 즉 행복의 결정 요인 대신 

행복의 결과에 관한 연구이다.26) 예를 들면, ‘소

득이 높으면 행복하다’는 명제 대신 ‘행복한 사람

이 소득이 높은가?’라는 명제로 바꾸어 이를 분

석하는 것이다.27)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들을 종

합하면, 행복은 개인의 성과에 긍정적 효과(미래

의 더 높은 생산성과 소득 등)를 가져올 뿐 아니

라 타인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28)29)

마지막 영역은 경제학의 난제를 풀기 위해 상

충관계의 개념을 행복 자료에 적용하는 것인데, 

행복의 결정 요인 중 두 가지 상충되는 변수를 포

함한 모형을 추정하고 이들 추정치로부터 현안

이 되는 값을 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새로

운 차를 갖기 위해 어느 정도의 돈을 포기할 것

인가?’ 또는 ‘일주일에 한 시간 추가로 일하기 위

해 얼마의 보수가 필요한가?’라는 명제는 그림자 

가격(shadow price) 또는 그림자 임금(shadow 

wage)을 구하는 것인데, 통상의 실증분석으로는 

밝히기 어렵다. 그림자 임금의 경우 실증분석모

26) 주관적 안녕을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이 있지만, 이는 경제학자들이 주관적 평가(사람들이 하는 말)보다는 행위(사

람들이 하는 일)라는 객관적 척도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수의 주관적 평가에 ‘실질적 정보’가 일정 부분 존재

할 것이며, 이러한 주관적 자료를 이용해 미래의 관찰 가능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의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  

27) ‘소득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와 ‘행복이 소득을 불러오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28) 행복한 사람이 이직 또는 은퇴할 확률이 낮고, 이는 미래의 건강 상태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 현재의 행복은 미래의 가정생활(결

혼 또는 이혼과 출산 등)을 예측하는 데도 유용하다.

29) 행복은 한 개인으로 하여금 타인이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적 행동에 긍정적 효과를 미침으로써 타인의 행복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치

는데, 대표적인 예로 기부, 자원봉사, 투표 및 정치 참여 등의 행위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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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행복도) =   (소득) + (근로시간) + (그 외 

결정요인들) + 

으로 설정하고 이를 행복 자료를 이용하여 추

정한 후 동일한 수준의 행복도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과 근로시간의 관계를 이용하면 1시간의 그

림자 임금은 / 이 되므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다.30) 이러한 방식을 이용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소득의 한계효용( )이 높은 사람은 노동시

장에서 더 늦게 은퇴하며 보수파에 투표할 가능

성이 높다. 이러한 개인 차원의 요인뿐 아니라 종

합적 요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근로시간 대신 소음공해와 공기오염 또

는 녹지 접근성을 사용하면 이들의 그림자 가치

(shadow value)를 구할 수 있다. 이 분야에서는 

훨씬 더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나. 행복 연구의 나아갈 길

이러한 행복경제학 40년의 성과를 검토하고 

최근 첨단에 있는 연구들을 볼 때 향후 행복경제

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음 여덟 가지로 요약

된다. 

첫째, 다양한 국가에서 광범위한 자료를 구

축하여 국제 비교를 통한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금까지의 연구는 행복의 평균값에 치

중하였지만 향후에는 행복의 분포에 주목할 필요

가 있는데,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

한 실정이다. 행복의 분산이 낮을수록 이상적인

데, 낮은 분산은 행복 수준이 낮은 사람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사회복지정책이 이들에게 

초점을 맞출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의 효과를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한 국가의 GDP 성

장은 행복 수준(평균값)과의 관련성은 낮지만 이

의 낮은 분산과는 체계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분위회귀모형(quantile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면, 행복과 전반적 상관관계가 

없는 요인이 행복 분포의 특정 지점에서 강한 상

관관계를 보이는 경우 이들 집단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셋째, 지금까지의 행복 연구가 주로 성인의 현

재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오래된 과거의 

사건(예를 들면, 어린 시절이나 가족)과 현재 성

인의 행복 간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와, 더 나아가 

어린 시절(현재 미성년)의 행복 자체에 대한 연구

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어린 시절의 행복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행복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

이 되기 때문인데, 어린 시절과 가족에 대한 집중 

분석을 위해서는 가족 배경, 어린 시절의 결과, 

인생 전반에 걸친 행복 등을 측정하는 출생코호

트(birth cohort) 자료가 필요하다. 

넷째,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나타난 행복 결정 

요인들은 외재성을 띤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한 

내생성(각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을 가진다. 

30) 상이한 개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예측하자면 개인별 분석이 필요하지만 자료상 한계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 집단(예

를 들면, 남자와 여자, 노년층과 청년층 등)의 행동 예측은 여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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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히 외생성을 가진 사건이 행복에 미치는 효

과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소득에 대해서는 복권 

당첨, 학력에 대해서는 의무교육 종료 등을 외재

적 요인으로 분석한 연구가 일부 있지만, 온전히 

외재성을 가진 변수(예를 들면, 자연재해나 테러 

등)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다섯째, 동태적 분석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패널 자료 구축에 따라 개인의 고정효과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졌지만 이들 대부분이 단순한 모

형을 사용하였다면 앞으로는 시차종속변수를 사

용하거나 결정 요인에 각기 다른 시간프로파일

(time profile)을 적용하는 등 더욱 복잡하고 엄

밀한 모형으로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행복에 대한 효과의 비대칭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소득 상승이 행복

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소득 하락이 미치는 부

정적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패널 자료의 고정효과모형 분석은 적

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31) 

일곱째, 행복과 관련성이 있는 희귀한 자료의 

분석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요 사

례를 보면, 행복과 두뇌활동의 상관관계를 파악

하기 위한 신경학적 증거 활용을 통해 행복이라

는 주관적 평가에 내재된 편견이나 오류를 최소

화하는 것과, 행복과 유전자의 상관관계를 파악

하는 유전학의 역할 역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

다.32)

마지막으로, 행복 측정을 위한 다양한 척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들 간 

비교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통해 ‘최상의 

척도(the best measure)’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상당 기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5. 나가며

3년의 여정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앞

으로의 연구 방향, 행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의 구축 방안, 모든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

기 위한 행복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국가 정책 방

향을 간략히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첫째, 행복의 결정 요인(무엇이 사람을 행복하

게 만드는가?)과 행복의 성과(행복한 사람은 무

엇을 하는가?)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

적인 연구를 기대한다. 이는 이전 장에서 이미 논

의한 바 있으므로 더 이상 부연하지 않는다. 

둘째, 이러한 지속적 연구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현안으로서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설

문을 개발하는 한편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

가 실시하는 모든 실태조사에서 이를 전폭적으

로 채택함과 아울러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

31) 실업에서 취업으로 상태가 변할 때의 긍정적 효과와 취업에서 실업으로 이행할 때의 부정적 효과 역시 그 크기가 다를 것이다. 이러

한 현상은 개인의 손실회피성향(loss aversion) 때문이며, 이러한 성향 역시 개인차가 클 것이다.

32) 행복은 유전학적으로 미리 결정되어 있는가?’라는 명제는 이미 행복이 결정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에게 발생하는 사건과 행

복의 상호작용(개인의 고정효과는 아니다)을 의미한다. 불리한 유전자를 가진 개인(예를 들면, 실업 또는 빈곤의 가능성이 높은 유전

자를 가진 사람)의 행복도가 낮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부정적 사건(실업 또는 빈곤)을 경험할 때에만 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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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4차 산업혁명과 급속한 세계화 및 저출

산·고령화사회의 도전에 직면하여 현 정부를 포

함해 미래의 모든 정부가 모든 국민의 행복 증진

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국정 방향을 설정할 것을 

조심스레 기대한다. 현 정부가 국민 행복을 전면

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목표로 국민 행복 또는 이를 추구하

기 위한 조건들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

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향후 국정 운영의 

성과를 성장 차원에서뿐 아니라 행복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든 국민

의 행복을 증진하는 더욱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일과 행복이라는 시각에서 모든 

국민이 생애에 걸친 노동과 여가 수준의 적정성

을 추구함으로써 생애 행복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동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불비한 

법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일과 삶의 균형(work-

life balance)의 개념으로 압축되는 일하는 문화

와 노는 문화가 행복을 지향하는 바람직한 방향

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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