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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스털린은 1974년의 연구에서 소득의 증대가 행복의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상식을 뒤집는 ‘이스털린의 역설’을 발표하였

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이 역설이 적용되고, 소득수준의 증가가 더 이상 행

복의 증대를 가져오지 못하는 만족의 포화점(saturation point) 근처에 있다

면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젼으로 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중

간정책 목표는 상당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의 증대가 국민의 평균적인 행복을 증대시키지 못한다면 국민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중간목표는 소득이나 GDP의 증대가 아닌 다른 목

표를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수준이 소득증대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한 분석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이런 측면

에서 본 논문에서는 소득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

가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이 우리나라에서도 존재하는가

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2차 자료인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발표된 서

울시의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수준과 행

복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소득수준과 행복도 사이의 관계를

선형과 이차항으로 추정하여 이스털린 역설이 적절한가를 분석하였다. 논

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은 행복도를 결정하는 유의한 변수이다. 개인의 행복감을 결정

하는 많은 개인적, 사회적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통제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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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은 가장 유의한 변수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행복도는 소득수준에 비례하지 않는다

는 횡단면적인 의미에서의 이스털린 역설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소득수준에 따른 행복도의 증가수준은 일반적인 한계효용 체감의 현

상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낮은 수준에서는 급속히 행복도를 증가시키는 역

할을 하지만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는 그 효과가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또한 이스털린 역설의 보다 엄밀한 검증을 위해 이차함수를 통

한 추정을 실시하였다. 소득과 행복도 수준과의 관계가 이차함수를 통해

보다 정확히 추정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실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소득증가가 행복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아

닐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평균적으로 행복도의 증가와 GDP성장률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제한된 표본이기는 하지만 이용가능한 자료만으로 분석해 보았

을 때, 우리나라 국가경제 전체의 GDP 성장률은 국민들의 세부적인 행복

감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 논문은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스털린 역설의 타

당성 여부를 비교적 방대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긴 시계열자료를 통해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소득

의 증가가 국민의 행복도와 어떤 관련을 갖는지를 검증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 이스털린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장기 시계열 상으로 소득과

행복의 증가가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의 장기간에 걸친 일관된 소득과 행복도에 대한 조사자료의 구축이 필수적

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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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서베이 자료가 좀 더 긴 기간에 대해 구축된다면 이스털린의

역설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후일의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주제어 : 소득, Easterlin's Paradox, 행복

학번 : 2013-2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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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 비

전을 제시하면서, 시대적 소명으로 지금까지의 국가중심 발전모델에서 벗

어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의 선순환을 지향한다고 공표함으로써 “행복”의

개념을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관련하여 “행복한 국민”을 만들기 위하

여 첫째, 창조경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

을 해소하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둘째, 경제·사회적 불평등

을 보정하면서도 제도적 건강성을 유지하고, 셋째, 신뢰 공동체 속의 안락

한 삶을 보장하고, 넷째, 국민을 중심에 둔 통합형·소통형 정부를 운영하는

것을 행복을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상기에서 보다시피, 박근혜 정부 또한 고용창출, 시장경제질서 등 행복의

구체적인 접근은 결국 경제적 관점, 소득적 관점에서 출발하는 인식을 보

여주고 있다.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행복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의 하나이다. 행복

은 주관적 복지(subjective well-being), 웰빙, 삶의 질 등 다양한 표현이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행복의 정의 간에는 높

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행복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대

부분의 국가에서 정책의 목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에서와 같이 국민

의 행복 증대가 아니라 경제발전 혹은 GDP로 대표되는 소득증대에 맞추

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제적인 발전이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묵시적인 신념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즉,

행복이라는 측정이 어려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복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소득을 대용변수(proxy)로 사용하여 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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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소득의 증대가 행복의 증대와 직

결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정책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

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행복을 증대시키지 못하는 국정운영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수준이 소득

증대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한 분석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하겠다.

Easterlin은 1974년의 연구에서 소득의 증대가 행복의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상식을 뒤집는 이스털린의 역설을 발표한다. 이

후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설은 많은 국가에서 역설이 아

니라 사실인 것으로 간주된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연간 소

득이 75,000달러가 넘으면 그 이상의 소득증가는 행복감을 증대시키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한다. 이 역설이 사실이라면 이는 경제성장

이 더 이상 행복의 주 도로(main route)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여

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들은 더 이상 국가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그보다는 건강이나 복지, 가정생활에 관련된 환경을 개선하는 쪽

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스털린의 역설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2차 자료인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발표된 서울시의 ‘서

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여 이스털린의 역설이 우리나

라에서도 성립하는지를 분석한다. 이 자료는 일정한 표본을 대상으로, 가장

긴 기간 동안 동일한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을 모은 것으로, 일관성

이나 표본선정의 객관성, 시계열 자료의 길이 등의 면에서 이용가능한 자

료들 중 본 연구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그 대상이 서울시

민에 국한된다는 한계는 있지만, 서울의 인구 규모, 대표성이나 층화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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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을 적용한 적절한 표본설계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표본

으로 간주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기초로 이스털린의 역설이 우리나라

에도 적절한 것으로 분석된다면 서울시의 정책 또는 이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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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제1절 행복

1. 행복의 개념

행복은 사회학, 윤리학, 심리학, 의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어지

는 주제이지만 그만큼 정의가 용이하지 않으며, 다양한 차원에서 설명되고

있다. 행복의 사전적인 의미는 ‘복된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로 정의되고 있다. 정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행복이란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느낌,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객관적으

로 측정하거나 조작적인 정의를 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학문적으로 행

복이라는 단어는 주관적 복지(subjective well-being; SWB)라는 용어가 널

리 사용되고 있다. 이스털린(Easterlin, 2010) 자신도 측정하는 국가에 따라

생애 만족도(life satisfaction) 혹은 재정적 만족도(financial satisfaction) 등

으로 표현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둘을 포함한 주관적인 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주관적 복지의 개념도 학자에 따라 정의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다.

대표적으로 Diener(1984)는 주관적 복지를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정서

적인 요소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다. 인지적 평가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

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관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지정도를 의미한다.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정서,

삶의 만족 등의 요인들로 구성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Szalai는 주관적 복

지를 ‘개인이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느끼는 행복감 또는 만족감’으로 정의

하였다. 세부적으로 건강상태, 직업에서의 만족감, 경제문제, 결혼생활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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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부, 자녀 및 이웃과의 관계, 사업상의 문제, 일반적 정치상황을 포괄하

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Veenhoven(1993)은 ‘자신의 삶의 질적 수준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판단하

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주관적 복지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 사회

전체가 경제적으로 번영한가, 안전과 자유, 복지가 완벽한가를 파악하는 집

합적 수준과 개인의 직무만족, 자아존중감, 생활만족으로 구성되는 개인적

인 차원에서 파악하였다.

주관적 복지라는 용어 이외에 주관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은 웰빙

(well-being)이라는 용어도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

다. 웰빙이라는 용어는 학문적이라기 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 생활이라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개념적으로는 삶의 만족, 행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라는 용어도 계량적인 측정의 목적으

로 많이 사용된다. 여기에는 주거, 교통과 같은 사회적인 조건, 물질적인

만족감, 정치적인 권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포괄하

는 개념으로 간주된다.

주관적 복지, 웰빙, 삶의 질 등은 비교적 모호하면서 측정하기 어려운 행

복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도구들로 이해되며,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

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행복과 동의어로 파악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으로 보인다.

2. 행복의 영향요인과 측정

행복이라는 용어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는 것은 행복을 파악하는 방

법도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행복이 돈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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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해하는 경우는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행복이 마음에

의해 결정된다고 파악하는 경우는 심리학적 혹은 윤리적 접근이 적절하다

고 할 것이다.

행복이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은 분명하며, 학자들

마다 행복의 조건으로 다양한 요인들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모두가 공

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행복의 요건으로는 재정적인 안정, 물질적인 만족

감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조건은 경제적인 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행복은 소득과 비례할 것이라는 묵시적인 신념이 생겨

나게 되었다. 이스털린이 행복과 소득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했

을 때 그 주장이 역설(paradox)로 불리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행복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행복한 상태를 위해서는

상하수도나 주택, 교통 등 주거환경, 소득을 포함한 경제환경, 복지, 의료시

설 등 사회적 환경, 교육환경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며, 이를 종합하여

행복수준이 결정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 중 일부 주거환경이

나 경제환경, 교육환경 등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선이 어려운 항목들을 주

어진 것으로 간주하면, 개인의 행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소득을 기반으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가능하고 근

로시간이나 교육여건 등 행복에 필요한 요소들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

는 측면에서 행복은 소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개인의 행복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이해되는 소득이 실제 행복감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

고, 시계열 상으로 그 영향력이 어떠한 변화를 거쳐왔는지에 대한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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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우리나라에서 이스털린의 역설의 성립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제2절 행복과 소득의 관계에 관한 논의

1.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

1974년 이스털린은 “경제성장이 인간의 운명을 개선하는가?” 라는 질문

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유명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러한 결론은 그 당시 이용가능한 행복에 관한 조사자료에 기초하고 있었

다. 그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국가간의 비교에서 부유한 국가에 사는 국민

들이 가난한 나라에 사는 국민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으며, 미국

의 경우 1944년부터 1970년 사이에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지만 국민

들의 평균적인 행복도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후로 경

제적인 부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도가 증가하지

않는 현상은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로 알려지게 되었다.

1974년의 연구에서 이스털린은 1946년부터 빈곤국과 선진국, 자본주의,

사회주의 국가 등 30개 국가의 행복도를 측정하였다. 이들 국가들에서 경

제적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결과였다. 그러나 동시에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추가적인 소득의 증가는 행복도를 증대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1971년부터 1991년까지 20년 동안 소득은 83%가 증

가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도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역

설적으로 그 당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 국민의 행복지수가 1

등이었고, 소득이 높지 않은 도미니카, 자메이카, 쿠바 등의 행복지수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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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내로 대단히 높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상대적

으로 부유하지 못한 부탄은 절대적인 저소득에도 불구하고 한때 행복지수

는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Daniel Kahneman

and Angus Deaton(2010)은 2008-2009년까지 미국의 45만명을 대상으로 수

행한 연구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감은 증가하지만 연간 소득이 75,000

달러가 넘어가면 증가한 소득이 행복감의 증대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보

고한 바 있다.

이스털린의 역설은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단기 혹은 횡단면적인 소득

과 행복의 양의 관계가 장기 혹은 시계열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이는 소득과 행복 사이에 양의 관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전통적인 생각

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해 많은 반론이 제기된 바 있으며, 현재

도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스털린의 역설은 ‘행복-소득에 관한 역설

(happiness-income paradox)’로도 불리우며,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장기의

기간에서 행복은 국가의 소득 증가에 따라 증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

고 있다. 이러한 증거는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사회주의에서 자본

주의로 이동한 동유럽, 보다 광범위한 선진국에서도 존재한다는 연구결과

도 발표된 바 있다.(Easterlin et al. 2010) 또한 사람들의 행복감은 경제수

축기에 감소하고 확장기에 증대한다는 사실도 보고된 바 있다.

이스털린은 이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역설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0년의 분석에서는 17개 라틴 아메리카 국가와 17개의

선진국,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동한 11개의 동유럽 국가, 아시아, 라

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9개의 개발도상국까지 범위를 확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사대상이 된 이들 국가는 성장률이 상당히 낮은 국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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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이전의

연구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스털린의 연구결

과에 의하면 소득과 행복 사이의 관계는 양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보

여주며, 장기 뿐 아니라 단기적인 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고 있

다.

세부적으로 이스털린은 행복에 대한 측정치로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17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재정

적 만족도(financial satisfaction)라는 항목을 사용하였다.1) 또한 재정적 만

족도에 대한 질문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사용되었지만, 질문과 응답의

범주는 몇 차례 변화하였으며, 따라서 생활만족도 자료는 시계열자료에서

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재정적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비해 복지에 대한

덜 포괄적인 측정치이지만 이는 경제적인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이스털린은 주장하고 있다. 재정적 만족도는 소득변화, 1인당 실질 GDP와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주관적인 복지

(subjective well-being; SWB)라는 용어는 재정적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모

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이스털린의 연구결과, 17개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1994-2006년까지 10

년에서 12년간의 기간 동안 연간 GDP성장률과 1-5까지 절대적인 척도

(scale)로 측정한 평균적인 재정적 만족도(financial satisfaction)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1-3% 수준이었다. 오늘날 선진국의 성장률 평

균인 1-1.5% 보다 높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높건 낮건, 최소자승법(OLS)을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 GDP에

대한 재정만족도의 장기변화의 계수는 0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1) 뒤에 행복의 측정치에 대해 동일하지 않은 항목을 사용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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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무관련성은 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성장률

과 복지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묵시적인 신념과는 다른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이스털린이 이전에 주장했던 행복-소득 관계의 연구결

과와 일치하는 결론이다.

또한 보다 많은 37개 국의 2005년까지 이용가능한 12년에서 34년까지의

기간(평균 22년) 동안 전세계적인 표본에 대한 삶의 만족도(1-10점) 자료

분석을 통해 이스털린은 경제성장률과 삶의 만족도의 개선 사이에는 유의

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1인당 GDP 성장률은 약간의

음에서 6%까지 분포하지만 회귀계수는 여전히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던 것

이다.

선진국,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가 이전된 그룹, 개발도상국 그룹

의 회귀분석은 기울기 값이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으며, 3개 중 2개는 음

의 부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높은 경제성장률이 재정적, 삶

의 만족도를 빠르게 높인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스털린은 주장

하고 있다.

[그림 2-1]라틴아메리카 17개국의 경제성장률 vs 재정적 만족도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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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Easterlin(1974, 1995, 2001)의 일관된 주장은 소득과 사회적인 비교

에 대한 쾌락의 적응을 통해 소득증가의 단기적인 영향은 사라지고 장기

수준으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주장이 소득증가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크기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주장하는 논문들은 Easterlin

and Angelescu(2009), Easterlin and Sawangfa (2010), Easterlin et al.(2010)

등이 대표적이다.



- 12 -

2. 역설에 대한 논쟁

이스털린의 최초 논문이 발표된 이후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많은 연구

들이 제시되었다. 대표적으로 Stevenson and Wolfers (2008), Deaton(2008),

Inglehart et al. (2008), Diener et al. (2013), Veenhoven and Vergunst

(2013) 등은 실증적 증거들을 통해 이스털린의 역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소득증가와 행복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결과는 두 변수 사이에 장기적인 관계가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007년에서 2011년까지 Gallup World Poll 자료를 이용한 Diener et. al.

(2013)의 연구에서, 이들은 1인당 GDP 이외에 가계소비의 변화자료를 사용

하여, 이스털린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성장과 행복 사이에 존재하는 양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5년의 기간에 불과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행복 사이에 관계가 없다는 이스털린의 역설을 반

증하는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관계를 확

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스털린 측은 다시 Stevenson and Wolfers(2008) 측이 역설을 부정하는

단기적인 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따라서 역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Easterlin 2013).

경제성장과 행복 사이의 시계열적 무관련성에 반대하는 두 가지 형태의

증거들이 있다. 첫째, 최소한 횡단면적으로 행복과 소득간에 양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행복의 경제학에 관한 문헌들에 의하면 이러한 양의 관계

는 잘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2006 Gallup World Poll 자료에 의해 Angus

Deaton이 2008년 발표한 논문이 대표적이다.2) 이는 “두 배의 GDP는 인생

2) Deaton A (2008), “Income, health, and well-being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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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의 지속적인 증가에 연관된다”는 제목으로 행복-소득 역설에 대한 반

대의 증거로 흔히 인용된다. 그러나 이스털린은 횡단면적인 결과와 시계열

의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반박한다. Deaton's 의 횡단면적 결과는 동의하

지만 시계열적으로 확인된 이스털린 역설의 정확한 반증이 되기는 어렵다

는 것이다.

시계열의 결과에 대해서도 상반되는 연구들이 발표된 바 있다. 즉, 시계

열 분석에 기초한 경우에도 행복과 소득 사이의 관계는 사실 양이라는 것

이다. 그러나 이를 주장한 대표적인 논문 중 하나인 2003년 Hagerty and

Veenhoven의 연구3)는 Easterlin에 의해 비판을 받았으며4) 이 비판은 받아

들여져 연구자들 스스로에 의해 수정된 바 있다.5)

한편으로 World Values Surveys 자료를 사용한 Inglehart et al. (2008)의

논문에서는 1980년대 이후 행복도는 소득과 함께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

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다.

이스털린 역설에 대한 비판적 연구의 다른 갈래는 Ronald Inglehart 등

의 연구이다.6) 이들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의 측정치는 결정요소가 다르다

고 주장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경제적인 조건이며, 행복은 정치적인 상황이

라는 것이다. 이들은 “많은 사회주의를 벗어난 국가들은 경제몰락과 함께

Evidence from the Gallup World Poll”, J Econ Perspect 22:53-72.
3) Hagerty MR, Veenhoven R (2003), “Wealth and happiness revisited: 

Growing national income does go with greater happiness”, Soc Indic 
Res 64:1-27.

4) Easterlin RA (2005), “Feeding the illusion of growth and happiness: 
A reply to Hagerty and Veenhonven”, Soc Indic Res 74(3):429-443.

5) Hagerty MR, Veenhoven R (2006), “Rising happiness in nations 
1946-2004: A reply to Easterlin”, Soc Indic Res 79:421-436.

6) Inglehart R, Foa R, Peterson C, Wetzel C (2008), “Development, 
freedom, and rising happiness: A global perspective (1981-2007)”, 
Perspect Psychol Sci 3:26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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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된 민주화를 경험하며, 결과적으로 행복은 높아지지만 삶의 만족도는

하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와 행복을 동일한 것으로 측정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삶의 만족도와 행복은 전형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

으며 이스털린의 역설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각 국가의 민

주화 수준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스털린은 행복과 생활만족도가 다르지 않은 증거를 제시하

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진 남아프리카의 경험을 지적하고

있다. 이스털린에 의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 첫 번째 민주적 선거

가 실시되기 직전인 1994년 5월에 행복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설문이 포함

된 서베이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다.

[표 2-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인의 행복감 조사표

〈표 2-1〉은 5개 중 상위 두개 그룹 흑인들의 측정치를 보여준다. 이스

털린은 두 측정치가 민주적 선거가 시작된 1994년 시기에 대단히 높게 나

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선거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만족도 수준은 그 후 이전 시기로 돌아왔다. 또한 상승과 하락의 크기는

두 측정치에서 거의 같다. 이는 행복과 생활만족도가 함께 움직인다는 강

력한 증거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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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비판적인 시각은 시계열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Stevenson and

Wolfers의 2008년 논문이 대표적이다.7) 이들은 주관적인 복지와 1인당

GDP 사이에 국가에 관계없이 분명한 양의 관계가 있으며, 부유한 국가에

서 행복감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못하는 소득의 포화점(saturation point)

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은 상대적인 소득비교

에 비해 절대적인 소득수준이 행복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

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 대해 이스털린은 이들이 삶의 만족도와 GDP 사

이에 양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단기적으로만 파악하고 있으며, 관계가 없

는 장기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생활만족도와

GDP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확장기와 수축기에 다양하게 나타나며8), 미시적

인 수준의 증거에 의하면 실업이 행복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9)을 미쳐서

소득이 행복수준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인 평균으로 보면 이러한 관계는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스털린에 의하면 재정적 만족도에 대한 평균편차 시계열만을 분석하면

GDP의 변화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단기적인(그의 연구

에서는 1998-2003년이나 2003-2006년) 기간만을 분석한다면 행복과 소득은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축기와 확장기 전 기간에 대해 고려하

면 행복과 소득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7) Stevenson B, Wolfers J (2008), “Economic Growth and Subjective 
Well-Being: Reassessing the Easterlin Paradox”, Brookings Paper Econ 
Activ 2008 (Spring):1-87.

8) DiTella R, MacCulloch RJ, Oswald AJ (2001), “Preferences over 
inflation and unemployment: Evidence from surveys of happiness”, Am 
Econ Rev 91:335–-341.

9) Frey BS, Stutzer A (2002), “Happiness and Economics: How The 
Economy and Institutions Affect Well-Being” (Princeton Univ Press, 
Princeton). Layard R (2005),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Penguin Press, New York). Oswald AJ (1997), “Happiness and economic 
performance”, Econ J 107:1815-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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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이스털린의 연구결과에 반대되는 연구자료는 지속적

으로 발표되고 있다. 67개국의 최대 46년간의 World Database of

Happiness의 자료를 사용한 Veenhoven and Vergunst(2013)의 논문에서,

이들은 Easterlin (2011)이 17개국의 라틴 아메리카의 자료를 사용하면서 독

립변수로 생애만족도(life-satisfaction)가 아닌 재정만족도(financial

satisfaction)를 사용하였음을 지적하면서, 보다 광범위한 자료에 대해 생애

만족도를 사용하는 경우 이스털린의 역설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

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이스털린의 역설에 대한 검증은 많은 다른 학자들

의 반론과 이스털린의 역설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의 대응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그 결과는 연구자에 따라, 그리고 사용하는 자료의 길이나 원천에 따

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용가능한 새로운 자료가 나타남

에 따라 새로운 논쟁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주

장이 일방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시기에

따라, 연구대상에 따라 그 결과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전체적인 연구의 결과들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행복과

소득 사이에 양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소득-행

복 관계에서 유의한 관계는 미미한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결론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Oswald 1997; Veenhoven and Hagerty 2006; Clark and

Senik 2011; Veenhoven and Vergunst 2013) 이들의 실증적인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득증가는 행복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행복을 구성

하는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소득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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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3. 부탄의 행복지수(GNH)와 시사점

2010년 유럽 신경제재단(NEF)의 국가별 행복지수 조사는 전세계를 놀라

게 한 바 있다. 세계 143개를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에서 부탄이라는 국가

가 국민 100명 중 97명이 행복하다고 응답하여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

조사에서 한국은 68위의 순위를 보인 바 있다.

부탄은 인도와 중국 사이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 대부

분이 해발 2,000ｍ 이상 고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면적도 우리나라의 10분

의 1 수준이며, 70만명 정도의 인구로 구성된 작은 국가이다. 1인당 국내총

생산(GDP)도 2,000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매우 가난한 나라인

것이다.

이 나라가 행복지수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된 배경에는 부탄에서만 통용되

는 국민총행복(GNHㆍGross National Happiness) 지수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72년 전 국왕이었던 지그메 싱계 왕추크 왕이 단순히

경제발전만을 의미하는 GDP를 포기하고 선택한 정부의 정책목표이다.

부탄은 당시 국민의 행복을 위해 4대 목표를 설정했다. 첫째는 성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사회, 경제 개발의 추구, 둘째는 환경 보

호, 셋째는 문화 진흥, 넷째는 좋은 통치가 그것이다. 또한 행복 측정 공식

을 도입하여 국가의 목표인 경제, 문화, 환경, 정부 등 4개 항목과 심리적

복지, 건강, 문화, 시간 사용 등 9개 영역에 대해 72개의 척도를 적용하여

국민들의 행복도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행복을 구체적으

로 달성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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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우리나라의 현재 국정 비전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표나 측정방식 등은 소득증대를 중점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

라의 현실과는 대단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탄의 사례는 정책입안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을 증

진시키기 위해 경제발전이나 소득의 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이 Daniel Kahneman and

Angus Deaton(2010)이 얘기한 임계점(saturation point, 미국의 경우 연

75,000달러)을 초과한 상태, 혹은 이스털린 역설이 적용되는 사회로 접어들

었다면 정책목표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GDP, 즉 국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방향은 더 이상 국민

들의 행복 증대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행복한 국민,

행복한 사회 건설을 위하여 주로 시행했던 정책들을 보면, 행복주택이나

청년창업지원사업 등 결국 경제적인 관점에서 소득증가 및 소득창출에 주

안점을 두고 시행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문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정책수립 즉, 소득 이외에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적 고려 내지는 정

책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도 이제 측정 가능한 국민 행복

지수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대한 해답 찾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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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자료

본 연구의 표본자료는 서울시의 “2013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기본으로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2003년부터 15세 이상의 서울시민을 대상

으로 “서울시민의 생활이나 살림살이를 비롯하여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설문조사의 결과물이다. 발표된 가장 최근의 조

사인 2013년의 경우, 서울의 2만 가구, 약 5만여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도시정책지표 12개 분야, 42개 영역, 217개 지표

로 구성되었다. 연구가 이루어진 2015년 상반기 현재 공개적으로 이용가능

한 결과물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이며, 본 연구에서는 그 조사결

과를 사용하였다.

제2절 변수의 설정

1. 독립변수

본 논문의 목적은 “소득이 행복과 단조적인 양의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스털린의 역설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으로 기본적

인 독립변수는 소득이다. 서울 서베이에서는 “귀댁의 지난 1년 동안

(2012.10.1~2013.9.30) 세금납부(공제)전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

까? (가족구성원의 모든 수입(임대료, 이자수입, 연금 등)을 합하여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을 통해 직접적인 소득의 크기를 15단계로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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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비교적 정확한 소득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가구의

경제소득 수준(소득, 자산 등 포함)의 최하층을 1로, 최상층을 10으로 구분

한다면 귀댁의 경제소득 수준은 어디쯤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물음을 통해 주관적인 소득수준을 파악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민들이 계층구분으로 파악하는 주관적인 소득수준과 함

께, 소득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확인한 두 변수를 각각 독립변수로 사용하

여 그 결과를 비교한다. 추가적으로“귀하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위치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6단계의 답을 독립

변수로 사용한 결과를 비교한다.

물론 이 문항은 경제적인 부분 이외에 정치, 사회적인 지위를 포함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의 경우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지위간에 밀접한 관

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2. 종속변수

서베이에서는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를 크게 건강, 재정, 주위의 관

계, 가정, 사회 등 다섯 가지 분야로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는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을 통해 11점 척도로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로

“귀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100점 만점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

오”라는 문항을 통해 주관적인 행복도를 확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어떻게 차

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더하여, 세부적으로 소득수준이 건강에 대한 행



- 21 -

복감, 재정에 대한 행복감, 주위와의 관계에 대한 행복감, 가정생활에 대한

행복감, 사회생활에 대한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3. 통제변수

(1) 환경, 사회요인

행복을 의미하는 주관적 복지에 대한 Szalai(1980)의 정의에 따르면 행복

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전의 연구들

에 기초하여, 소득 이외에 개인이 느끼는 행복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첫째, 도시위험도 항목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도시위험인식은 서울서

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서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다음과 같은 항목

에 대해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에서는 위험을 크게 자연적위험, 사회적위험, 범죄위험, 기

술적 위험으로 구분하여 질의하고 있다. 자연적 위험은 “화재나 홍수, 산사

태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사회적 위험은 “밤늦게 걸어 다닐 경우”, 범

죄위험은 “강도, 소매치기, 성추행 등 다양한 범죄 피해”, 기술적 위험은

“건물, 엘리베이터 추락, 다리붕괴 등 여러 유형의 건축물 사고”로 측정하

고 있다. 이에 대한 응답은 ‘매우 위험하다(5점)-보통이다(3점)-전혀 위험하

지 않다(1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 주민의 위험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이지은 등(2014)의 연구에 의하면, 도시위험인식은 주민행복감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들 네 가지 위험항목에 대한 응답의 평균치를 도시위험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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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문항 처리

독 립

변수

귀댁의 지난 1년 동안(2012.10.1~ 2013.9.30) 세금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가족구성원의 모

든 수입(임대료, 이자수입, 연금 등)을 합하여 말씀해 주십

50만원 미만부터 700

만원 이상까지 15단

계

수로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시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계층에 대한 인식과 계층간의 이동가

능성 항목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고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속해 있는 것으로 믿는 계층과 노력에 의해 상위계층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높다면 행복감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계층이동 가능성, 주

관적 계층인식에 대해 서베이에서는 각각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개인이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

까?”, “귀하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위치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

시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측정한다.

(2) 인구통계 요인

기타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며, 성별, 응답자의 연령,

학력, 결혼여부 등이 포함된다. 먼저 성별은 여성을 기준변수로 하여 0으로

측정한다. 연령은 응답자의 나이에 따라 10대부터 50대까지 5단계로, 학력

은 중졸 이하부터 대학원 이상의 5단계로 측정한다. 결혼은 미혼을 기준변

수 0으로 하고, 그외의 경우는 1로 측정한다. 주택소유 여부는 월세 및 기

타를 기준변수 0으로, 자가소유와 전세를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본 논문에 사용된 변수들은 다음의 [표 3-1]과 같다.

[표 3-1] 본 논문의 연구에 사용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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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

우리나라 가구의 경제소득 수준(소득, 자산 등 포함)의 최

하층을 1로, 최상층을 10으로 구분한다면 귀댁의 경제소득

수준은 어디쯤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1단계 리커트 척도

종

속

변

수

행

복

수

준

1.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

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1) 자신의 건강상태------------ ( )점

2) 자신의 재정상태------------ ( )점

3)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 )점

4) 가정생활---------------- ( )점

5) 사회생활(직장,학교,종교,취미,계모임)-( )점

11단계 리커트 척도

2. 귀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100점 만점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00점 만점에 ( )점

통

제

변

수

귀하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위치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

각하십니까?
6단계 척도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개인이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5점)...매우

낮다(1점)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인

구

통

계

요

인

응답자의 성별 남성(1), 여성(0)

응답자의 나이 10대(1)..60대 이상(6)

응답자의 최종 학력
중졸이하(1)..대학원이

상(5)

기혼, 미혼(독신, 이혼, 사별=기준) 기혼(1), 기타(0)

자가주택소유, 전세, 월세/기타(=기준) 자가(1), 기타(0)



- 24 -

제3절 연구모형

1. 다중회귀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이스털린 역설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스털린 역설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적용

된다면 행복수준은 소득수준과 선형적으로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에 대해 최

소자승추정법(OLS)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전체적으로 독립변수는

소득, 종속변수는 행복지수가 된다. 추가적으로 소득 이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다음의 회귀식을 분석한다.

         ⋯ 

단,  = 행복지수(happiness index),

 = 소득(income),

 = 통제변수(control variable)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 소득은 개인의 행복과 단조적인 선형관계에 있지 않다.

가설2 : 소득과 개인의 행복은 이차함수 형태의 관계를 가진다.

물론 소득수준은 개인의 행복에 중요한 요소이다. 절대적으로 소득수준

이 낮은 구간에서는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이 대단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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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의 수준은 소득과 비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스털린이 주장한

바와 같이 소득이 일정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추가적인 소득증가에 따른

한계효용이 높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득증가는 행복도에 기여하지 못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스털린의 가설이 적용된다면 소득이 낮은 구간

에서는 소득과 행복도는 선형관계로 추정될 것이다. 그러나 소득에 대해

한계효용이 체감하는 구조를 갖는다면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구간에서는 소

득-행복의 관계는 선형이 아닌 2차 함수의 형태로 더 잘 추정될 것이다.

서울서베이에서는 세부적으로 행복을 건강행복, 재정행복, 관계행복, 가

정행복, 사회행복 등으로 세분화하여 측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

서도 소득이 이러한 세부적인 개인의 행복도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다.

이스털린의 역설이 우리나라에도 맞는다면 횡단면적으로 소득과 이러한

행복감 사이에는 단조적인 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

다.

이스털린의 역설은 소득과 행복 사이의 선형관계는 일정수준까지만 존재

하며, 그 이후로는 소득증가가 행복도를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적 높은 소득수준에서는 소득-행복

관계가 선형이 아닌 고차함수 형태로 평평해지거나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 소득수준에 따른 행복도의 평

균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차함수로 추정을 실시한다.

  

여기에서 는 소득수준을 나타내며, 가 음(-)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된다면, 소득과 행복도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관계를 갖



- 26 -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양의 효과가 포화점

에 도달하였으며, 더 이상의 소득증가는 행복도를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이

스털린의 역설을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인 분석의 틀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3-1] 논문의 분석 틀

2. 분석자료

(1) 자료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2차 자료에 해당하는 ‘서울서베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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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책지표조사’의 조사결과를 사용한다. 이 조사는 서울시민의 생활이나

살림살이를 비롯하여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

경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에서 매년 10월 실시한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서울의 2만 가구를 대

상으로 이루어진다. 실제 조사는 가구주에 대한 항목과 가구원에 대한 조

사항목으로 구분되며, 그 결과는 분석대상일 현재 2005년 조사결과부터 이

용가능하며 가장 최근은 2013년까지의 결과가 발표되어 있다.

(2) 변수의 조작

① 독립변수

본 연구는 소득의 증가가 주관적인 행복감과 비례하는가를 확인하는 것

이다. 따라서 독립변수로는 소득수준을 사용한다. 이와 관련한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의 설문으로는 “귀댁의 지난 1년 동안 세금납부(공제)전

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가족구성원의 모든 수입 (임대료,

이자수입, 연금 등)을 합하여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항목의 답변을 사용한

다. 이에 대한 응답은 ‘① 50만원 미만, ② 50～100만원 미만, ③ 100～150

만원 미만, ④ 150～200만원 미만, ⑤ 200～250만원 미만, ⑥ 250～300만원

미만, ⑦ 300～350만원 미만, ⑧ 350～400만원 미만, ⑨ 400～450만원 미만,

⑩ 450～500만원 미만, ⑪ 500～550만원 미만, ⑫ 550～600만원 미만, ⑬

600～650만원 미만, ⑭ 650～700만원 미만, ⑮ 700만원 이상’ 의 15단계로

측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15단계 응답을 기본적인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한편, 2013년의 이전 기간인 2005년부터 2012까지는 소득설문에의 응답

당식은 15단계의 선택형이 아닌 절대금액을 표시하는 형태였다. 즉, ‘귀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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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난 1년동안 세금납부(공제)전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가족구성원의 모든 수입(임대료, 이자수입, 연금 등)을 합하여 말씀해 주십

시오)’라는 형태의 답변에 대해 사후적인 분석을 위해 각 금액별로 ① '100

만원 미만', ② '100- 200만 미만', ③ '200- 300만 미만', ④ '300- 400만 미

만', ⑤ '400- 500만 미만', ⑥ '500만원 이상' 의 6단계로 구분한 바 있다.

따라서 2013년과 그 이전 기간과의 추가적인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는

2013년의 15단계 소득구간을 그 이전 기간의 구분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6

단계로 조작한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한편, 주관적인 행복감은 절대금액으로 측정한 소득금액에 의해서도 영

향을 받지만, 개인들의 소득수준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경제

소득의 수준에 따라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이와

관련된 설문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는 귀댁의 경제소득 수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경제 소득수준(소득, 자산 등 포함)의 최하층을 1로, 최상층을 10으로 구분

한다면, 귀댁의 경제소득수준은 어디쯤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탄

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절대적인 소득수준과 개인의 행복감은 비례하지 않

을 수 있다. 소득의 절대금액은 높지 않아도 주위의 비교대상이 되는 이웃

들의 소득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소득 자체가 개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

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스스로가 판단하는 경제소득의 상대적인

수준이 소득의 절대금액보다 행복감에 더 큰 영향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인 경제소득 수준에 대한 10단계의 답

변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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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속변수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종속변수는 행복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다. 이에

대해 조사자료에서는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

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항목을 통해 행복수준을 측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 ‘자신의 재정상태’, ‘주위, 친지, 친

구와의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직장, 학교, 종교, 취미, 계모임 등)’ 등

의 하위항목에 대한 행복도를 점수화하여 측정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2013

년의 설문에서는 그 이전과 달리 각 행복도를 종합한 ‘귀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라는 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응답을 확인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이들 세부항목에 대한 응답을 종속변수로 하여 소득수준

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동시에 이를 종합한 100점 만점의 행복도에 대한 분

석도 함께 실시한다. 2012년까지의 조사결과에서는 행복을 종합적인 점수

로 측정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시계열 상의 비교를

위해서는 세부 하위항목의 행복도를 평균한 값을 사용하여 자료의 일관성

을 확보하였다.

③ 통제변수

본 논문에서 통제변수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요인

및 주관적 계층인식과 계층간 이동가능성, 도시위험인식 등을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주택소유 여부 등을

사용하였다. 성별은 여성을 기준(=0)으로 하여 더미변수로 측정하였고, 연

령은 응답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15세 이상 응답자를 ‘① 10대, ② 20대,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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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학력은 응답자의

최종학력으로 ‘① 중졸이하, ② 고졸이하, ③ 대졸 이하, ④ 대학원 이상’으

로 측정하였다.

혼인상태는 응답자의 혼인상태를 기혼과 미혼으로 구분하고, 미혼을 기

준으로(=0) 더미변수 측정을 하였다. 주택소유는 응답자의 입주형태로서 자

가, 전세, 월세/기타로 분류하고, 자가를 기준(=0)으로 더미변수 측정을 하

였다.

분석은 SPSS Statistics 17.0 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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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구    분 빈도(응답자 수) 구성비(%)

성별 여성(0)
남성(1)

24,639
22,745

52.0
48.0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3,199
6,745
8,934

11,027
9,181
8,298

6.8
14.2
18.9
23.3
19.4
17.5

학력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 이상

7,459
16,888
22,479

558

15.7
35.6
47.4
1.2

주택
소유

자가
전월세/기타

27,168
20,216

57.3
42.7

제4장 분석결과

제1절 응답자의 특성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된 서울시의 “2013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는 서울의 2만 가구, 15세 이상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논문에서는 이 표본 전체를 기초로 변수 값을 확인하였다.

이 중 앞서 설명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통제변수에 대한 답이 정확히

이루어져 결측값이 없는 응답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서울시

민이라는 지역적인 한계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47,384명이라는 방대한 표

본의 응답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의 외적타당성은 일정 수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다음의 [표 4-1]과 같다.

[표 4-1] 분석대상 응답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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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여부

미혼
기혼/기타

12,303
35,081

26.0
74.0

주관
적 

계층
인식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

18
1,067

12,367
24,748
8,293

891

0.0
2.3

26.1
52.2
17.5
1.9

계층
간 

이동
가능
성

매우 높다
다소 높다
보통이다
다소 낮다
매우 낮다

2,249
12,658
15,128
16,085
1,264

4.7
26.7
31.9
33.9
2.7

분석에 사용된 설문의 응답자의 성비는 여성이 52%, 남성이 48%로 거의

대등한 비율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응답

의 특성상 10대의 비중은 6.8%로 나타났으며, 40대가 2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0대와 20대 비중의 합은 약 23%, 50대 이상의 비중은

35.9%로 중년층인 30-40대가 42.2%로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인구비중을

고려하면 표본의 분포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51.3%, 그 이상이 49.7%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응답자 중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57.3%로 전/월세나 기타의 비중 42.7%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미혼자의 비중은 26%, 기혼 및 기타의 비중은 74%로 나타나 연령대별

특성과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본인의 주관적인 계층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

인 52.2%가 ‘중하’라고 응답하여 스스로의 계층인식이 객관적인 평가보다

낮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한편 계층간의 이동가능성은 낮게 보는 비

중이 36.6%로 높게 보는 사람들의 비중 31.4%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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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종

속

건강행복도

재정행복도

관계행복도

가정행복도

사회행복도

평균행복도

절대적 행복도

47,384

47,384

47,384

47,384

47,384

47,384

47,384

7.20

6.32

7.02

7.10

7.00

6.93

73.00

1.387

1.400

1.295

1.255

1.274

1.036

12.008

10

10

10

10

10

10

10

0

0

0

0

0

0

0

독

립

15단계 소득

주관적 소득수준

47,384

47,384

8.69

5.30

3.017

1.324

15

10

1

1

제2절 회귀분석 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본 논문의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다음의 [표 4-2]와

같다.

[표 4-2]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응답자들이 느끼는 평균적인 행복도는 6.93으로 비

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대적으로 건강행복도가 7.20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부문은 재정행복도의 6.32로 큰 차이를 보였다.

재정행복도의 표준편차도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나 개인간 차이가 많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특성상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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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측정한 절대적 행복도는 평균 73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독립변수인 15단계로 측정한 소득구간의 평균은 8.69로 나타나 평균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400만원에 약간 미달하는 값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0단계로 측정한 경제소득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응답의 평균은 5.3으로 나

타나 우리나라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비교대상에 따

라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본다면 서울시민들 스스로의 경

제소득 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객관적인 수치보다는 약간 낮은 것으

로 생각된다.

2. 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설명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를 확인하였다. 설명변수 중 분산팽창지수가 가장 큰 것은 연령변수로 값

이 2.374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혼인의 2.277을 제외하고는 모두 1 정

도의 수준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임계치인 10보다 아주 작은 값으로 나타나

서 설명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① 15단계 소득수준

우선 독립변수로 15단계로 측정한 소득수준과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각

부문별 행복수준과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3]과 같다.

[표 4-3] 세부 행복항목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15단계 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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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계수(값) 유의성    

건강

행복

도

도시위험도

성별

나이

교육

혼인

주택

계층인식

계층이동성

소득

-.114(-27.540)

.0153(.698)

-.332(-51.796)

.117(26.407)

.007(1.107)

-.002(-.342)

-.025(-5.697)

.054(12.830)

0.127(28.032)

.000

.000

.000

.000

.268

.732

.000

.000

.000

0.191
1242.0

(0.000)

재정

행복

도

도시위험도

성별

나이

교육

혼인

주택

계층인식

계층이동성

소득

-.061(-13.962)

.006(1.377)

-.058(-8.595)

.118(25.369)

.055(8.314)

-.005(-1.068)

-.138(-29.634)

.142(31.993)

0.108(22.604)

.000

.000

.169

.000

.000

.000

.286

.000

.000

0.105
620.0

(0.000)

관계

행복

도

도시위험도

성별

나이

교육

혼인

주택

계층인식

계층이동성

소득

-.091(-20.771)

-.007(-1.479)

-.133(-19.693)

.075(16.096)

.012(1.824)

-.006(-1.226)

-.063(-13.525)

.113(25.372)

.159(33.237)

.000

.139

.000

.000

.068

.220

.000

.000

.000

0.101
589.8

(0.000)

가정

행복

도

도시위험도

성별

나이

-.041(-9.383)

.005(1.079)

-.164(-24.248)

.000

.139

.000

0.102
599.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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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혼인

주택

계층인식

계층이동성

소득

.066(14.204)

.067(10.187)

-.016(-3.383)

-.067(-14.328)

.110(24.621)

.179(37.532)

.000

.068

.220

.000

.000

.000

사회

행복

도

도시위험도

성별

나이

교육

혼인

주택

계층인식

계층이동성

소득

-.099(-22.632)

.011(2.594)

-.145(-21.470)

.084(18.048)

.027(4.055)

-.013(-2.697)

-.060(-12.776)

.073(16.353)

.168(35.156)

.000

.009

.000

.000

.000

.007

.000

.000

.000

0.100
587.5

(0.000)

먼저, 건강행복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소득은 가장 중요한 양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위험도에 대한 인식이나 연령,

계층인식도 등은 건강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정행복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도 교육과 함께 소득은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계층이동가능성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계행복도에서는 소득, 계층간의 이동가능성이 가장 의미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계층에 대한 인식이나 연령 등은 부정적인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가정행복도 항목에서는 역시 소득, 계층이동성, 교육변수가 가장 높은 설

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층인식이나 도시위험도에 대한 인식

은 행복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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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계수(값) 유의성    

행복

평균

도시위험도

성별

나이

교육

혼인

주택

계층인식

계층이동성

소득

-.104(-24.796)

.008(1.918)

-.213(-32.883)

.119(26.523)

.042(6.714)

-.010(-2.255)

-.091(-20.247)

.126(29.399)

.187(40.916)

.000

.055

.000

.000

.000

.024

.000

.000

.000

0.172
1094.6

(0.000)

행복

값

도시위험도

성별

나이

교육

혼인

주택

계층인식

계층이동성

소득

-.064(-14.950)

.005(1.092)

-.192(-28.864)

.077(16.790)

.053(8.177)

-.029(-6.361)

-.101(-22.082)

.119(27.251)

.173(36.913)

.000

.27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33
806.9

(0.000)

사회행복도의 경우에도 소득, 교육, 계층이동성의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령, 도

시위험도 인식, 계층에 대한 인식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적인 행복수준을 나타내는 5가지 하위 행복의 평균과 100점을

만점으로 하는 절대적인 행복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4-4]

와 같다.

[표 4-4] 행복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15단계 소득수준)



- 38 -

구분 변수 계수(값) 유의성    

건강

행복

도

도시위험도

성별

나이

교육

혼인

주택

계층인식

계층이동성

-.117(-27.985)

.016(3.690)

-.352(-55.004)

.136(30.999)

.011(1.680)

-.019(-4.419)

-.036(-8.088)

.050(11.634)

.000

.000

.000

.000

.093

.000

.000

.000

0.183
1177.9

(0.000)

이상의 결과를 종합한 전체적인 행복도의 평균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살

펴보면, 역시 소득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계층간의 이동

가능성, 교육 등이 긍정적인 결정요인으로 나타난다. 반면, 연령, 도시위험

도 인식, 계층에 대한 인식 등의 순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절대적인 값으로 표시한 행복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의 경우에도 소득은

가장 큰 긍정적 요인이며, 계층간 이동가능성, 교육 등이 다음으로 많은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역시 연령, 계층에 대

한 인식, 도시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주관적 소득수준

다음으로 소득수준에 대한 응답자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독립변수로 사용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4-5]와 같이 나타났다.

[표 4-5] 세부 행복항목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주관적 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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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077(17.636) .000

재정

행복

도

도시위험도

성별

나이

교육

혼인

주택

계층인식

계층이동성

소득

-.068(-15.828)

.005(1.239)

-.069(-10.480)

.128(28.245)

.055(8.515)

-.010(-2.135)

-.119(-25.851)

.129(29.161)

.178(39.394)

.000

.215

.000

.000

.000

.033

.000

.000

.000

0.124
747.9

(0.000)

관계

행복

도

도시위험도

성별

나이

교육

혼인

주택

계층인식

계층이동성

소득

-.095(-21.620)

-.007(-1.491)

-.157(-23.233)

.098(21.120)

.016(2.432)

-.026(-5.622)

-.071(-15.143)

.106(23.453)

.119(25.793)

.000

.136

.000

.000

.015

.000

.000

.000

.000

0.093
536.8

(0.000)

가정

행복

도

도시위험도

성별

나이

교육

혼인

주택

계층인식

계층이동성

소득

-.044(-10.062)

.005(1.089)

-.192(-28.317)

.093(20.076)

.072(10.880)

-.041(-8.913)

-.083(-17.617)

.104(22.929)

.105(22.691)

.000

.27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85
491.6

(0.000)

사회

행복

도

도시위험도

성별

나이

-.103(-23.292)

.011(2.579)

-.171(-25.266)

.000

.010

.000

0.088
506.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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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혼인

주택

계층인식

계층이동성

소득

.109(23.507)

.031(4.729)

-.035(-7.674)

-.072(-15.327)

.066(14.683)

.109(23.654)

.000

.000

.000

.000

.000

.000

본인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10단계 소득수준을 사용하는 경우, 우선 건강

행복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교육, 소득, 계층간 이동가

능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소득단계를

사용한 경우와 순위는 달라졌지만 연령, 도시위험도 인식, 계층인식도 등이

행복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정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계층간 이동가능성, 교육 등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계층에 대

한 인식이나 도시위험도, 연령 등은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계행복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역시 소득, 계층간 이동가능성, 교육

등이 가장 중요한 긍정요인으로, 연령, 도시위험도, 계층에 대한 인식이 부

정적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가정행복도는 소득, 계층이동성, 교육변수가 가장 중요한 긍정요인이며,

연령, 계층인식도, 도시위험도 등은 행복도를 결정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행복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교육과 소득이 가장 중요한 긍정요인

이며, 다음으로는 계층의 이동가능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연령은 행복감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다

음으로는 도시위험도 인식, 계층에 대한 인식 등이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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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계수(값) 유의성    

행복

평균

도시위험도

성별

나이

교육

혼인

주택

계층인식

계층이동성

소득

-.110(-25.944)

.008(1.869)

-.241(-37.169)

.145(32.636)

.047(7.403)

-.033(-7.453)

-.098(-21.630)

.116(26.827)

.151(34.098)

.000

.06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63
1028.3

(0.000)

행복

값

도시위험도

성별

나이

교육

혼인

주택

계층인식

계층이동성

소득

-.070(-16.211)

.005(1.037)

-.216(-32.736)

.100(22.146)

.057(8.773)

-.049(-10.881)

-.105(-22.715)

.109(24.758)

.152(33.553)

.000

.3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29
777.4

(0.000)

앞의 분석과 동일하게 전체적인 행복수준을 나타내는 5가지 하위 행복의

평균과 100점을 만점으로 하는 절대적인 행복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4-6]과 같다.

[표 4-6] 행복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주관적 소득수준)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표현한 행복도의 평균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

펴보면, 긍정적 요인으로는 소득, 교육, 계층간 이동가능성의 순으로 나타

났다. 부정적 요인의 순서를 살펴보면 연령이 전체적인 행복수준을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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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가장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다음으로는 도시위험도에 대한 인식,

계층에 대한 인식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행복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긍정요인은

소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계층간 이동가능성과 교육이 순서만 다를 뿐

핵심적인 요소인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부정적 요인은 연령, 계층에 대한

인식, 도시위험도의 순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소득을 15단계로 측정하는 경우나 소득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정도로 측정하는 경우나, 행복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긍정요인은

소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수준과 계층간의 이동가능성도 행복

감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연령은 행복감을 결정하는데 가장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

며, 계층에 대한 인식, 도시 위험도에 대한 인식 등이 행복감을 높이는데

장애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소득은 행복감을 증대시키는데 가장 중요하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득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행복감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스털린의 역설은 ‘아니다’라고 말

하고 있다.

이스털린의 역설에 대한 검증은 이러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서는 확인되

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스털린의 역설을 확인해보

고자 한다.

(3) 평균값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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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엄밀하게 이스털린 역설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득수준을

15단계로 구분한 2013년의 경우 각 소득그룹별 평균적인 행복수준을 측정

하였다. 세부적인 행복 수준 5개 항목의 평균을 15단계 소득그룹별로 측정

하여 표시한 것이 [그림 4-1]에 점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림 4-1] 소득과 평균적인 행복수준과의 관계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에서는 소

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적인 행복감은 급격히 증대하게 된다. 그러나 소

득수준이 7단계인 ‘월 '300~350만원 미만’에서 10단계인 ‘월 450~500만원

미만’까지에서는, 소득의 증가는 행복감을 거의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후 15단계까지 소득이 증가하는 동안 행복감은 증가

하지만 그 증가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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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 추정치

R Square F df1 df2 Sig. 상수 b1 b2

선형

이차식

.824

.979
61.0

285.6
1
2

13
12

.000

.000
5.699
5.044

.128

.359 -.014

소득수준과 평균행복도 사이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선형

회귀분석과 이차항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7]에 제시되어 있다.

[표 4-7] 소득과 행복수준의 선형/이차항 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과 행복수준 사이의 관계를 선

형으로 추정한 경우 는 약 82.4%이지만, 이차항으로 추정한 경우는 약

98%까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형의 유의성까지 고려하

면 소득과 행복 수준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2차식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소득증가가 지속적으로 개인의 행복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행복도가 가장 높아지는

포화점(saturation point)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추가적

으로 증가하는 소득 자체가 행복도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함으로써 우리나

라에서도 이스털린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복도를 100점 만점의 절대적인 값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그림 4-2]와 [표 4-8]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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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 추정치

R Square F df1 df2 Sig. 상수 b1 b2

선형

이차식

.843

.985
69.688
393.41

1
2

13
12

.000

.000
60.377
53.968

1.321
3.583 -.141

[그림 4-2]에는 앞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선형회귀선과 이차항 회귀분석의

결과를 나타내는 곡선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림 4-2] 소득과 절대적인 행복수준과의 관계

[표 4-8] 소득과 절대적 행복의 선형/이차항 회귀분석 결과

절대적인 행복의 값을 사용한 결과도 앞의 결과와 동일하지만 둘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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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 추정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이차항의 부호는 앞의 경우보다 더 큰 음수(-)를

보이고 있다. 즉, 두 값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위쪽으로 더 볼

록한(convex) 형태의 함수가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에 따른 행복의

포화점을 보다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13년의 15단계 소득구간을 그 이전의 측정방식과 마찬가지로 6단

계로 재구분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이 분석은 소득측정을 보

다 세밀하게 하는 것이 이스털린 역설의 검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4-3]과 [표 4-9]에 제시되어 있

다.

[그림 4-3] 6단계 소득구분과 평균적인 행복수준과의 관계

[표 4-9] 6단계 소득과 행복수준의 선형/이차항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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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Square F df1 df2 Sig. 상수 b1 b2

선형

이차식

.911

.988
41.07
120.2

1
2

4
3

.003

.001
5.526
4.954

.309

.738 -.061

회귀분석의 결과는 전체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차항의 계수

는 -0.061로 절대적 행복을 기준으로 측정한 값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

다. 이는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소득에 대한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1차항의 계수값

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2차항의 부호가 음수(-)이기는 하지만 15단계 소

득수준을 기준으로 측정한 경우에 비해 절대값이 작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은 6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측정치의 갯수가 적어 주어진

소득구간 내에서는 포화점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다.

자명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소득구간의 측정이 세분화될 수록 이스

털린 역설에 대한 검증은 보다 정교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100점 만점의 절대적인 행복수준에 대해 6단계 소득구분에 따

른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4-4] 6단계 소득구분과 절대적인 행복수준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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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 추정치

R Square F df1 df2 Sig. 상수 b1 b2

선형

이차식

.925

.989
49.58

139.80
1
2

4
3

.002

.001
58.5
53.1

3.20
7.24 -.577

[표 4-10] 6단계 소득과 절대 행복수준의 선형/이차항 회귀분석 결과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작기는 하지만  
의 값도 커지고, 이차항 계수

의 절대값이 크게 나타나서 행복의 평균적인 값보다는 절대적인 수준의 행

복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나며 이스털린 역설이 적용될 수 있는 가

능성이 더욱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득증가가 행복도증가에 단조적으로 양의 효과를 갖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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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GDP
성장률

건강
행복도

재정
행복도

관계
행복도

가정
행복도

사회
행복도

행복도
평균

2006 5.03% -0.08% 1.13% -0.06% -1.00% 0.63% 0.06%

2007 7.99% 1.87% 3.89% 0.40% -0.01% -0.08% 1.09%

2008 5.87% 2.87% 3.30% -0.45% -0.46% 0.84% 1.13%

2009 4.27% 0.74% 2.90% 1.19% 0.81% 1.42% 1.36%

2010 9.86% 0.23% 3.56% 0.03% -0.34% 0.56% 0.72%

2011 5.32% -0.56% 0.41% 0.58% 0.99% 0.88% 0.46%

2012 3.36% 2.36% 0.85% 0.99% 0.98% 1.00% 1.25%

2013 3.77% 1.23% 3.82% 1.22% 0.78% 2.00% 1.75%

GDP성장률과의 
상관관계　 -0.151 0.455 -0.573 -0.513 -0.691 -0.318 

이스털린 역설은 횡단면(cross-sectional) 분석보다는 시계열 자료를 사용했

을 때 더 잘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 전체적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

라 행복도가 증가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이스털린 역설을 검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러나 장기간의 국민행복도 자료가 부재한 자료

의 한계상 본 논문에서는 제한적으로 GDP성장률과 행복도의 증가율에 대

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은행 통계시스템에서 구한 2005년부

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GDP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장률을 계산하고 이에

대해 행복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4-11]과 같다.

[표 4-11] 경제성장률과 행복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표본의 숫자가 8개로 적기는 하지만, GDP성장률은 재정행복도의 변화와

만 양의 관계를 가질 뿐, 다른 모든 행복도 측정치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인 행복도의 수준과도 -0.318로 음의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GDP성장률은 사람들에게 재정에 대한 만족

감은 높여주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삶의 질을 의미하는 행복도를 높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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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한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모든 인간의 목표가

삶의 행복이라면 경제성장률 향상이나 국민소득의 증가라는 것은 전체적인

행복의 증대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절대적인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13년 현재 서울시민의 경우 GDP 성장에 따른 재정만

족도의 증가는 추가적인 행복도의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는 소득수준에 도

달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4-5]에 나타나 있다.

[그림 4-5] GDP성장률과 행복도 증가율과의 관계

앞의 분석과 이 결과를 조합하면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

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정확히는 표본추출된 서울시민)의 수준이

이스털린 역설에서 말하는 ‘소득증대가 더 이상 행복도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하는’ 포화점 근처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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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 추정치

  F 표준오차 sig. 상수 b1 b2

2005
선형

이차식

.894 

.991

33.645

170.961

.233

.077

.004

.001

5.184

4.503

.323

.834 -.073

2006
선형

이차식

.866

.990

25.935

154.075

.293

.091

.007

.001

5.063

4.201

.356

1.003 -.092

2007
선형

이차식

.864

.990

25.511

150.532

.288

.090

.007

.001

5.062

4.216

.347

.982 -.091

2008
선형

이차식

.862

.989

24.990

140.161

.330

.106

.007

.001

4.860

3.911

.394

1.121 -.104

2009
선형

이차식

.839

.989

20.906

135.457

.349

.105

.010

.001

4.991

3.963

.381

1.152 -.110

2010
선형

이차식

.878

.979

28.745

70.652

.289

.137

.006

.003

5.056

4.253

.370

.972 -.086

2011
선형

이차식

.787

.968

14.797

45.461

.421

.188

.018

.006

5.007

3.823

.387

1.276 -.127

2012
선형

이차식

.881

.998

29.637

900.899

.257

.035

.006

.000

5.257

4.477

.335

.920 -.084

추가적으로 이상의 분석을 확장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소

득과 행복도 사이의 관계를 선형과 이차함수 모형을 사용해서 추정하여 보

았다. 이는 GDP 성장률과 개인들의 행복도 사이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존

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확인에 추가하여, 주관적인 평가소득의 증가에 따

른 주관적인 행복도의 측정치(6점 척도로 측정한)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를 시계열 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표 4-12]와

[그림 4-6]에 정리되어 있다.

[표 4-12] 연도별 소득-행복도의 선형/이차식 추정모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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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연도별 소득-행복도의 선형/이차식의 설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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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6단계로 구분한 소득수준과 행복도 사이의 관

계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소득-행복도

사이의 관계는 선형모형으로 추정하는 경우 연도별로 2011년의 78.7% 부

터 2005년의 89.4%까지의 설명력( 
)을 보이는 반면, 2차식으로 추정하는

경우는 설명력이 최대 99.8%까지 높아지고 있다. 다만 분석에 사용된 설문

이 이전의 소득구분을 6단계로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측정하고 있어 소득

구간들 사이의 정확한 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제한된 범위의

자료로 분석한 결과는 소득과 행복도는 선형관계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6]은 이러한 관계를 시각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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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논의

본 논문에서는 소득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가

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이 우리나라에서도 존재하는가를

확인하였다. 이스털린 역설의 타당성은 정책적인 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가

지고 있다. 평균적인 국민들이 이스털린이 말한 ‘소득증가에 의해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 소득의 포화점(saturation point) 근처에 있다면 성장이나

경제발전을 통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은 더 이상

소구력을 갖지 못한다. 그보다는 국민들의 행복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정책의 순위를 변경해야 할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논문에서는 ‘2013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 조사)’결

과를 기초자료로 소득수준과 행복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소득

수준과 행복도 사이의 관계를 선형과 이차항으로 추정하여 이스털린 역설

이 적절한가를 분석하였다.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소득은 행복도를 결정하는 유의한 변수이다. 행복감을 결정하는 많

은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통제변수를 도입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은 가장 의미있는 변수의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행복도는 소득수준에 비례하지 않는다

는 횡단면적인 의미에서의 이스털린 역설이 존재한다. 소득수준에 따른 행

복도의 증가수준은 일반적인 한계효용 체감의 현상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낮은 수준에서는 급속히 행복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는 그 효과가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득과 행복도

수준과의 관계가 이차함수를 통해 정확히 추정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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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득을 실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소득증가가 중요한 행복의

결정요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평균적으로 행복도의 증가와 GDP성장률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

인다. 표본의 숫자가 제한적이어서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용

가능한 자료만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국가경제 전체의 GDP 성장률은 국

민들의 세부적인 행복감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 논문은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스털린 역설의 타

당성 여부를 비교적 방대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긴 시계열자료를 통해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소득

의 증가가 국민의 행복도와 어떤 관련을 갖는지를 검증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

이스털린은 일관되게 일부 국가에서 경제성장과 평균적인 행복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이며, 경제성장률은 장

기적으로는 행복도를 증가시키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Easterlin &

Angelesco 2009)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일관된 소득과 행복도에 대한 조사자료의 구축

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서울시의 서베이 자료가 좀 더 긴 기간에 대해 구축된다면 이스털린의

역설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후일의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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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74, Easterlin asserts that the 'happiness-income paradox'

(known as the Easterlin's Paradox) which means at a point in

time happiness varies directly with income, but over time

happiness does not increase when an individual’s income

increases (Easterlin 1974, 1995). If this is true, the government's

policy goals aims to increase GDP for the promotion of people's

happiness should be altered. Easterlin's paradox intimates if a

nation's income reaches a certain degree, the additionally

increased income does not attribute the promotion of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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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has examined the Easterlin's paradox is valid in

Korean society. We use the 'Seoul Survey Urban Policy Indicators'

published from the year 2005 to 2013 to check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happiness. Also,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DP growth rate and overall level of

happiness.

We run OLS regression model to check the linear relationship,

in addition to that, run the quadratic regression model to verify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happiness.

Our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come is significant variable to decide the degree of

happiness. Many factors should affect the happiness of

individual's. We use various control variables and find that

income is most significant variable to the happiness

Second, there may exist Easterlin's paradox in terms of the

cross sectional meaning. In other words, if income reaches a

certain level, the happiness does not go with the additional

income. The speed of happiness increase shows the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of income. In quadratic regression model for strict

verification of Easterlin's paradox, we found the quadratic

function is more appropriate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happiness. This means increasing income may not the



- 65 -

important variable for the promotion of happiness to the

higher-income people.

Third, GDP growth rate does not contribute to the increase of

happiness on average.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we can conclude that the

Easterlin's paradox is partially valid in Korea.

This study has some meaning in that testing the validity of

Easterlin's paradox in Korea using a extensive dataset. Due to the

lack of long time series data accumulated, we can only test

limited relationship of happiness and income.

In later, more time series data will be available, more strict test

of happiness-income paradox can b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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