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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먹고 사는 수준을 넘어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

정보를 살펴보더라도 근로여건 만족도, 녹지환경 만족도, 의료서비스 만족도, 소득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여가활동 만족도,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등 다양한 만족도 지표를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

체 통합데이터베이스 및 e지방지표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만족도 지표의 연관

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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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먹고 사는 수준을 넘어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의 일과 생활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는 용어가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1]

이러한 사회 현상과 맞물려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은 물론 규모가 큰 민관기관에서도 삶의 질과 관련된 구성원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러한 조사는 단체나 

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어 응답자인 구성원이 

속한 지자체나 기관의 특성이 구성원들의 만족도(행복도)에 어떠한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1]  

국가에서 제공하는 통계정보를 살펴보더라도 근로여건 만족도, 

녹지환경 만족도, 의료서비스 만족도, 소득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여가활동 만족도,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등 다양한 만족도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2]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통합데이터베이스 및 e지방지표를 이용하

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만족도 지표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The Proposed Scheme

1. 데이터

근로여건만족도, 녹지환경 만족도, 의료서비스 만족도, 소득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여가활동 만족도,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삶의 

만족도 관련 데이터는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

만족의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성별에 따른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의 비율을 나타낸

다. 데이터 구성은 아래 <표 1>과 같다.[3-4] 

행정

구역

별

특성

별(1)

특성

별(2)

2018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서울

전체 계 % % % % %

성별
남자 % % % % %

여자 % % % % %

...

Table 1. Data format

2. 연관성 분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통합 데이터베이스 및 통계청 

e지방지표 데이터에서 필요한 지표를 추출하였다. 지표데이터가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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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데이터 중에서 가장 최신 데이터인 2018년 통계 데이터를 사용하였

고, 분석을 위하여 추출한 지표는 아래 <표 2>와 같다. 

구분 지표명

독립

변수

행정구역(광역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근로여건만족도, 녹지환경 만족도, 의료서비스 

만족도, 소득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여가활동 만족도,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종속

변수
삶의 만족도

Table 2.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분석 기법은 회귀분석과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기법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은 통계적 분석 기법으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연관성을 수치화하여 나타낼 수 있고, 의사결정나무는 데이터마

이닝 기법으로 분류와 예측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적용결과

에 대하여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 연구에서는 

C5.0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데이터분석을 수행하였다.[5]

III. Conclusions

본 연구는 지자체별 삶의 만족도를 포함한 다양한 만족도 지표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통합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중에서 독립변수를 선정하고, 2018년 데이터만을 

사용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에는 다양한 독립변수를 추가

하고 년도별 분석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별 삶의 질 특성을 추출할 수 있다면 지자체별

로 유형화하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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