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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서울시민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로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고용 형태(창업자/임금근로자)와 
사회적(사회자본) 및 심리적 요인(자기효능감)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이다. 서울시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
한 실증 연구 결과, 심리적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경제적 요인(가계소득 수준), 사회적 요인 순으로 나타났
다.  고용 형태 역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요인이었는데, 임금근로자가 창업자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임금
근로자의 경우 경제적 요인이외에 자기효능감과 규범, 비공식네트워크 참여도, 비영리기관 신뢰도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창업자는 경제적 및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중에서 규범만이 유의하였다. 끝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과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지향하는 정책 실무자들을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
였다.

Abstract  It is about the study of life satisfaction with type of employment(entrepreneur/paid employee), social 
factor(social capital), and psychological factor(self efficacy) in Seoul. The empirical results using Seoul Welfare 
Panel showed that psychological factor was the most powerful, and economic (household income levels) and 
social factor were in order. Type of employment was also significantly affected on life satisfaction, and paid 
employee's life satisfaction was higher than entrepreneur's one. In case of paid employee, 
psychological(self-efficacy) and social(norms, informal networks of participation, non-profit trust) factor in 
addition to the economic factor were significantly. In case of entrepreneur, economic and psychological factor 
and only norm among social factors were significant. Finally, The implications for politicians and local public 
officials were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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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창출이란 목적으
로 다양한 정부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창업’은 일
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하
지만 일자리 형태를 선택하는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고
용 형태에 따른 삶의 질, 즉 삶의 만족도가 최종적인 선

택 기준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측면이 삶의 만
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오랫동안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OECD 국가간 삶의 만족도의 비교 결
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경제
성장률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13]. 이것은 삶
의 만족도가 경제적 요인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크
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추측케 하는데, 아직까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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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폭넓은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사람들의 삶
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 형태 즉, 고
용 형태와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근의 정
책적인 관심도를 고려해 볼 때 연구의 양적, 질적 수준이 
매우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경제적 요인이외에 심
리적(자기효능감), 사회적(사회자본) 요인들의 상대적 영
향력을 살펴 봄으로써 삶의 만족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
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삶의 만족도의 설명 변수로서 고
용 형태(창업, 취업)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각각의 고용 
형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 양상을 살펴보고, 끝으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문헌연구

2.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조작적 정의들은 자아존중 정도, 생활능력, 생
활의 질, 복지, 행복 등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2]. 최성재는 ‘한 개인이 현실에 적응해 나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관적 감정 상태로서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활동
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미래의 삶과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 전망 정도’로 보았다[12]. Neugarten 등은 삶의 만족도
를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의 기쁨, 생활
에 대한 의미와 책임감, 자신의 목적 성취, 긍정적 자아상
과 자아가치를 느끼고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8]. 이상의 개념들을 종합하면, 
삶의 만족도란 ‘개인이 당면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와 주
관적 느낌의 복합체로 사회 경제적 지위와 활동에 대해 
갖는 만족 정도’라고 할 수 있다. 

2.2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2.1 고용 형태(창업자/임금근로자) 

일반적으로 창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되어져 왔는데[14,16], 이것은 창업자들이 임
금근로자들보다 대체로 자아 성취를 위해 좀더 많은 자
유나 자율권, 기회를 가지기 때문이다[26,27]. 이러한 자
율성과 업무의 유연성은 일과 가정의 균형에 있어서 임
금근로자보다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심리적 웰빙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30,21]. 

Schjoedt와 Shaver는 실증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창업

을 선택하는 데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35]. Noorderhaven 
등은 15개 유럽국가들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떻게 삶의 
불만족과 직무 불만족이 창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결과는 삶에 대한 불만족과 직무(직장내 
민주적 방식관련) 불만족 모두가 창업을 증가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9]. 

2.2.2 사회자본

Putnam은 사회자본의 개념을 ‘개인의 사회네트워크 
즉, 시민참여 네트워크의 연결 및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
는 호혜성의 규범과 신뢰’로 정의하였는데[31,32], 많은 
연구들이 Putnam의 정의와 구성요소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4,17]. 

Putnam은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 친구, 애인 등과의 
좋은 관계가 행복의 전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사회자본이 개인 및 집단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주장하였다[32]. Blanchflower와 Oswald는 평균 
이상의 소득자 중에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교육 및 소득
보다 삶의 만족에 더 중요하다고 보고하였으며[15], 
Rodrik은 사회자본이 경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삶의 만
족을 향상시킨다고 보았다[33]. 박희봉‧이희창은 개인적 
삶의 만족에 사회자본이 영향을 미치며, 특히 경제 및 사
회적 요인보다 사회자본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실
증을 통해 제시하였다[9].

2.2.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자원을 모두 동원한
다는 의미를 포괄한다[19,23].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나 이해의 부족과 같이 자기 내부에서 문
제를 찾아 극복하려고 하는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
람은 환경의 어려움이나 자원 부족과 같은 자기 외부의 
일에 문제의 원인을 돌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로 박영신 
등의 연구결과에서는 청소년의 관계에 대한 효능감이 삶
의 만족도를 무려 25%이나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7]. Judge 등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삶의 만족도와 
강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24,25]. 이밖에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사회
적 지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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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본수(명) 백분율(%)

고용형태 (0)임금근로자(상용임시직) 2013 73.40

(1)창업자(고용자/자영업자) 731 26.60

가계소득
수준

(1)100만원 미만 88 3.20

(2)100-200만원 미만 445 16.20

(3)200-300만원 미만 587 21.40

(4)300-400만원 미만 511 18.60

(5)400-500만원 미만 410 14.90

(6)500만원 이상 703 25.60

교육수준

(1)초등학교 이하 103 3.80

(2)중학교 158 5.80

(3)고등학교 815 29.70

(4)2년제 대학 255 9.30

(5)4년제 대학 1176 42.90

(6)대학원 석사 이상 237 8.60

연령

(1)20대 425 15.50

(2)30대 860 31.30

(3)40대 771 28.10

(4)50대 474 17.30

(5)60대 이상 214 7.80

성별 (0)여성 889 32.40

(1)남성 1855 67.60

2.2.4 개인적 특성

삶의 만족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적인 요인은 경제적 요인이다. Diener 등은 국가 간 
비교를 통해 1인당 소득과 주관적인 웰빙이 긍정적인 관
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19]. 성별과 관련해서
는 남성의 경우가 여성보다 높다는 결과[10]와 성별에 따
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6]가 혼재되어 보고되고 
있다. 연령의 경우도 관계가 없다는 것[5]와 관계가 있다
는 것[3]이 모두 보고되고 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1,11]가 일
반적이다. Helliwell, Diener 등 및 Banachflower와 
Oswald는 다양한 인구통계 특성 중에서 기혼자, 고소득
자, 여성, 백인, 고학력자, 자영업자, 퇴직자, 종교인이 상
대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제시하였다[22,18,15].

3. 연구방법

3.1 연구 질문

본 연구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경제
적 요인이외에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을 포함하여 상대적
인 영향력을 파악하고, 특히 고용 형태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질문은 첫째, 고용 형태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
이가 있는가, 둘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셋째, 창업자 및 
임금근로자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
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3.2 연구 대상 및 표본 특징

본 연구는 2008년에 수행된 서울시복지패널 1차 데이
터 중 20세 이상의 응답자 중에서 상용/임시직 종사자(임
금근로자)와 자영업자/고용주(창업자)인 2,744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는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 인구통계(전체=2744)

[Table 1] Demographics(N=2744)

3.3 변수 측정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인 삶의 행복도의 관점에서 ‘귀
하의 생활에 대한 귀하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고 생각하는 숫자에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10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사회적 요인으로 사회
자본의 첫 번째 변수는 ‘신뢰도’로, 중앙/지방정부 및 기
업에 대한 신뢰도와 비영리단체(자선, 교육 기관 등)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규범’은 사회적 이타심, 호혜
성, 공동체 의식 등을 포괄하는 9개 문항의 평균값을 이
용하였다. ‘네트워크’는 각종 모임 및 단체의 참여도로 
측정하였는데, 시민단체, 교육 및 학술관련 단체, 정치 및 
지역사회 단체 등과 관련된 공식네트워크 참여도와 동창
회, 동호회, 종친회, 종교단체와 관련된 비공식네트워크 
참여도로 구분하였으며, 각각 해당 문항들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심리적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은 Rosenberg 
척도[34]로 구성된 문항들에서 역기술 문항을 제외한 5개 
문항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경제적 요인으로 가계소득 
수준을 이용하였고, 성별, 연령, 교육수준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 변수들의 신뢰도, 평균, 표준편차,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4. 연구결과

4.1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설명력

사회자본 및 자기효능감과 고용 형태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표본 전체를 대상으로 한 표 3의 전체 결과를 보면, 
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의 영향력(β=.200, p≤.01)이 
가장 컸으며, 경제적 요인인 가계소득 수준, 그리고 사회
적 요인인 규범, 비영리신뢰도, 비공식네트워크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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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 삶의 만족도 - 6.61 1.66 1

2 고용 형태+
- .27 .44 -.09**

3 규범 .81 3.66 .54 .20** -.02 1

4 비영리신뢰도 .84 3.17 .59 .09** -.04* .18** 1

5 정부/기업신뢰도 .90 2.78 .79 .01 -.01 .07** .54** 1

6 비공식네트워크 .81 2.19 .87 .09** .06** .10** .06** .08** 1

7 공식네트워크 .88 1.47 .62 .01 .03 .04* .07** .09** .52** 1

8 자기효능감 .84 3.71 .52 .28** -.05* .38** .04* -.02 .13** -.02 1

9 성별+ - .68 .47 .06** .09** .02 -.06** -.04* .22** .05* .04 1

10 연령+
- 3.70 1.15 -.10** .29** .06** .02 .05* .08** .03 -.07** .14** 1

11 교육수준+ - 4.08 1.28 .19** -.19** .10** .03 -.04 .16** .15** .20** .13** -.40** 1

12 가계소득+ - 4.03 1.52 .19** -.01 .10** .03 .01 .19** .12** .15** .06** -.07** .41**

*:p≤.05, **:p≤.01 +:[표 1]의 각 항목에 붙여진 숫자로 코딩됨. 삶의 만족도는 10점 척도, 나머지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됨

[표 2] 변수들의 신뢰도, 기술통계, 상관관계
[Table 2] Reliability, descriptive analysis, and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나타났으며, 모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밖에 연령(부
(-)의 영향)을 제외한 통제변수들은 모두 삶의 만족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고용 형태 역시 유의(β=.053, p≤.01)한 것으로 나
타나 창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
고 볼 수 있다. 

[표 3] 회귀분석 결과
[Table 3]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전체(β) 임금근로자(β) 창업자(β)
고용 형태 .053** - -

성별 .041* .037 .042
연령 -.051* -.038 -.083*

교육 수준 .054* .061* .025
가계소득 수준 .113** .111** .116**

규범 .090** .092** .091*
공식네트워크 -.032 -.039 -.017
비공식네트워크 .043* .054* .023
비영리신뢰도 .076** .072** .088

정부/기업신뢰도 -.030 -.027 -.040
자기효능감 .200** .214** .162**

F 36.06** 30.11** 7.49**
Adjusted R

2 .123 .126 .082

*:p≤.05, **:p≤.01 

구체적으로 임금근로자와 창업자의 삶의 만족도 평균
을 비교한 결과(표 4)를 보면, 임금근로자의 만족도가 상
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의 설명 변
수 중에서는 비영리신뢰도, 비공식네트워크, 자기효능감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창업자는 이 중 비공식네
트워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표 4] 임금근로자와 창업자의 평균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means

임금근로자 창업자
t값 유의

확률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삶의 만족도 6.69 1.67 6.36 1.62 4.62 .00

규범 3.67 .54 3.64 .54 1.07 .28

비영리신뢰도 3.19 .59 3.13 .61 2.08 .04

정부/기업신뢰도 2.81 .72 2.81 .75 .33 .74

비공식네트워크 2.16 .85 2.27 .94 -3.09 .00

공식네트워크 1.47 .61 1.50 .65 -1.41 .16

자기효능감 3.73 .52 3.67 .50 2.48 .01

*삶의 만족도는 10점 척도, 나머지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됨

4.2 고용 형태별 삶의 만족도

표 3에 임금근로자와 창업자의 삶의 만족도 차이를 가
져오는 설명 변수들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가 나타나있다. 임금근로자의 삶의 만족도에는 자기
효능감, 가계소득과 사회자본 변수 중 규범, 비공식네트
워크, 비영리신뢰도, 그리고 교육수준이 유의하였다. 창
업자의 경우엔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고, 가계소득 수준, 규범 순이며, 
연령은 부(-)의 영향을 미쳤다.

5. 결론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
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과 고용 형태에 따라 삶의 만족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 :창업자와 임금근로자 비교를 중심으로

2973

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각 고용 형태별 삶의 
만족도 설명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다차원적인 설명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였다는 것과 고용 형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다차원적 변수들을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요인이외에 사회적 요인
(사회자본)과 심리적 요인(자기효능감)도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요인이며, 이 중 심리적 요인(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경제적(가계소득 수준), 사회적(규범, 
비영리신뢰도, 비공식네트워크) 요인 순이었다. 그리고 
창업자 또는 임금근로자로서의 고용 형태도 삶의 만족도
에 차이를 가져오는 유의한 변수임을 보여주었는데, 임금
근로자가 창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임금근로자의 삶의 만족도는 자기효
능감, 가계소득, 규범, 비영리기관 신뢰도, 교육, 비공식
네트워크 순으로 영향을 받았다. 창업자의 경우에는 자기
효능감, 가계소득, 규범, 연령 순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미쳤다. 요약하면 자기효능감, 규범, 그리고 가계소득 
수준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며, 임금근로자의 삶의 만족도는 창업자에 비해 
사회적 요인(사회자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
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창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실무자들은 창업
자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
요가 있다. 왜냐하면 잠재 창업가의 창업 결정은 기존 창
업가들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설명 변수 중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인 자기효능감은 서
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지역 사회 문화와 관련되며, 정
책적으로 이러한 문화 조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규범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
는 중요성이 밝혀진 바, 사회적 이타심, 호혜성,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위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끝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및 심리적 변수
들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복지 향상에 경제적 
도구이외에 다양한 심리, 사회적 요인들이 활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는 지역적 확대를 통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
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임금근로자와 창업자간의 
인구통계 차이와 이로 인한 사회․심리적 특성 차이가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위
계적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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