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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잘 사는 국가는 행복한가?’, ‘소득이 증가할수록 사람들은 더 

행복해졌다고 느끼고 있는가?’ 등 질문과 함께 소득수준과 행복감 

사이 관계 논의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진을 가져다준다는 소득과 행복의 정의 관계 연구가 있는가 하면 

경제성장의 증가가 꼭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스털린 

(Richard Easterlin)의 지적 또한 대표적이다. 개별 국가 내부와 

국가별 분석 모두에서 지적했듯 경제성장은 행복의 상대적 저하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행복 추구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라는 

경험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동전의 양면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그렇다면 개인의 객관적 소득과 주관적 행복도 사이에는 어떤 독립적 

개체로서의 개인 차원 효과와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관계 

효과,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환경요인들이 작용하고 움직이고 있는가? 

 

1978년부터 근 40년간 중국은 연평균 10% 가까이 되는 실질 

GDP 성장을 달성하는 거시경제 변화를 가져오면서 지속적인 

고속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한정된 자원과 정책지원을 경제발전 

여건이 유리한 일부 지역에 집중시켜 그 지역을 먼저 발전시켰던 

점진적 개혁개방이 시행되어 지역의 경제적 발전 격차를 보여와 한 

국가 내에 산업화와 탈산업화, 근대화와 탈근대화가 함께 혼재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 국가 내부를 대상으로 

중국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의 상대적 효과를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원의 양과 차이를 빚어내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차별적인 개혁개방으로 각기 다른 근대화 변화 과정을 

겪고 있는 지역 차이가 개인소득과의 상호작용으로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분석에는 2013년 중국종합사회조사(China General Social Survey)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위계선형모형 수준 간의 상호작용을 시행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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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속적인 고속경제성장 환경요인으로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보편적 기대를 품고 있는 중국은 성장이 행복의 증진으로 

이어져 차별적 경제적 성장으로 인하여 지역 격차가 나타나는 

복합적인 사회 양상에도 개인 수준에서 소득의 증가가 바로 행복의 

증진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둘째,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진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가구소득에 

대해 그 효과를 조절하는 집단수준 변수인 지역의 평균가구소득의 

수준 간 상호작용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국은 개인의 가구소득효과가 

준거집단인 성(省) 단위별 지역주민들의 평균가구소득 수준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미래 경제성장 상황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대적 박탈감보다 유효하게 나타나 지역평균가구소득 변수와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터널효과(tunnel effect)가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개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자원의 양과 차이를 빚어내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개인수준 변수인 로그가구소득과 집단 

수준 변수인 지역인구증가율의 상호작용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국 

거버넌스의 차별적 개방, 개발 정책은 산업화 진척과 연동되어 지역 

격차를 가져와 노동인구의 이동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지역수준의 

인구증가율은 소득수준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별적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인구증가가 급격하게 이루어 

지는 지역일수록 개인로그가구소득이 행복에 대한 양의 효과는 증가 

함을 보였으며 같은 단위의 개인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인구증율이 

높은 성(省)급 지역일수록 행복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어 : 행복, 소득, 개혁개방, 지역 차이, 상호작용효과, 위계선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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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창립을 계기로 중국은 ‘전민 

소유제(全民所有制)’의 사회주의체제 국가건설을 시작하였으며 집체소유제 

(集體所有制)의 과도적 토대를 기초로 1978년 등소평(鄧小平)은 중국 

대륙에서 개혁개방정책(改革開放政策)을 실시하였다. ‘實事求是(실사구시)’ 

방침에 따라 ‘흑묘백묘(不管黑貓白貓，捉到老鼠就是好貓) 이론’을 전환점 

으로 하여 중국은 시장경제체제 도입의 경제성장 중심에 사회건설 박차를 

가하였다. 구소련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모식에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생산율의 대폭 증가를 안아오면서 중국의 경제는 

비약적인 도약을 하여왔다.  

 

인민들의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경제성장 중심의 우위 

정책 강조에서 개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행복감에 시선을 돌려 

사회구성원의 역능감을 느끼고 소외되지 않는 통합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화로운 사회건설(和諧社會)’ 움직임들이 보였다. 다시 말해, 물질적인 

부를 누리는 것과 동시에 주관적 행복감 연구에 역점을 두어 중국 내에서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하는 다소 규범적인 질문에 대한 사회학적 대답을 

찾기에 시선을 돌리었던 것이다. 

 

‘잘 사는 국가는 행복한가?’ ‘소득이 증가할수록 사람들은 더 

행복해졌다고 느끼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중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들에서도 소득수준과 행복도 사이 관계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진을 가져다준다는 소득과 행복의 정의 관계 

연구(Diener, 1985; Ball and Chernova, 2008; Di Tella et al, 2003; Hagerty 

and Veehoven, 2006; Sacks, Stevenson and Wolfers, 2008, 2013; Inglehart et 

al, 2008)가 있는가 하면 경제성장의 증가가 꼭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2- 

않는다는 Richard Easterlin(Richard Easterlin, 1976)의 지적 또한 대표적이다. 

 

이스털린(Easterlin)은 미국이 1960년대 이래 1인당 국민소득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있었음에도 행복감은 반세기 이상 거의 변화하지 

않음을 예제로 짧은 특정 시기 한 사회 내 고소득층 사람들은 저소득층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시간이 흘러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사회 전반이 더 부유해지면 개인 수준의 평균적인 행복감은 

높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Easterlin, 1974). 절대적인 소득수준에 

의해서만 인간의 행복감이 결정된다는 가설이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였던 

것이며(Easterlin, 1995) 1960년 이후 경제 성장으로 소득 증가가 

이루어졌지만, 실제 자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실증분석으로 개인의 효용은 현시된 행위에 의해 추정되는 재화와 용역에 

의존한다는 효용함의(utility function) 가정에 의문을 던져주었다. 아울러 

국가별 분석에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행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부유한 국가의 경우에는 소득이 행복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연구(Frey and Stutzer, 2002) 또한 찾아볼 

수 있었으며 데이비스(Davis)와 그의 동료들도 소득이 개인의 행복 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행복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지만 한 국가의 복지 

수준과 같은 외형적 지표 격차로 한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과 행복 수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Davis et al., 1982).  

 

그러나 상기 경제성장의 증가가 꼭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의견과 반대로 다시 개별 국가 내부를 관찰하였을 때 또 다른 연구들은 한 

사회 내에서 짧은 특정 시기 소득수준이 늘어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밝혔다(Diener et al., 1985). 한 사회 내에서 

고소득층 사람들은 저소득층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며 개인수준에서는 소득, 

자산과 행복감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스털린의 주장과 상반되는 논의로 소득이 행복감에 주는 긍정적 영향을 

반영한 연구에는 개인들 사이뿐만 아니라 경제가 발전한 국가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다는 설명도 건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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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으며(Di Tella, MacCulloch and Oswald) 잘 사는 국가에도 삶의 질의 

포화점(satiation point)이 없다는 반론도 거론되었다(Deaton, 2008). 20세기 

후반 이후 경제적 성장이 행복의 향상을 동반한다는 베인호번(Veenhoven)과 

헤거티(Hagerty) 의견과 같이 많은 연구 결과에서 이처럼 소득이 행복과 

정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Angus Deaton, 2000; Diener, 

Horwtz, Emmons, 1985; Ball and Chernova, 2008; Hagerty and Veehoven, 

2003; Sacks, Stevenson and Wolfers, 2008). 

 

결국, 개별 국가 내부와 국가별 분석 모두에서 지적했듯 경제성장은 

행복의 상대적 저하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행복 추구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라는 경험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동전의 양면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어떤 사회는 경제성장을 통하여 행복의 증가를, 또 일부 사회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행복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표면적 사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이스털린의 역설과 같은 주장은 국가수준에서의 경제성장과 국민의 

평균적인 행복감 사이의 관계에만 주목한 것이므로 이로서 개인들 간에도 

소득과 행복이 무관하다고 단순이 주장하게 되면 표면적 현상에 매혹된 

‘생태학적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된다.  

 

상기 문헌리뷰에서도 지적했듯 한 나라 안에서는 대체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고, 개인수준에서는 소득이나 

자산과 행복감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됨과 

아울러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향상은 국가의 평균적 행복감을 

증대시킨다는 것도 경험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분석을 

위해서는 다차원 데이터를 이용한 다수준양적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소득의 증가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행복의 감소를 안아오는지 의견이 다분한 현 시점, 짧은 기간 동안 

시장개방, 개혁, 복지 변화의 발전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서로 다른 산업화 

속도에 따른 차별적 경제성장이 진척된 중국의 경우 행복은 소득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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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한 국가 내부를 대상으로 중국의 행복에 대한 소득의 상대적 

효과를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원의 양과 차이를 빚어내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차별적인 개혁개방으로 각기 다른 근대화 

변화 과정을 겪고 있는 지역 차이가 개인소득이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목하고자 한다. 압축적 경제성장이라는 큰 배경이 

가져온 사회적 영향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은 점진적 

발전과정을 겪은 서구 사회와 달리 거버넌스의 차별적인 개방, 개발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산업화 지척과 연동되어 지역 격차를 가져와 노동인구의 

이동현상을 동반하였다. 이런 거시적 사회변화 속에서 증가하는 소득에 

따른 중국인의 행복감 변화는 어떤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등 질문과 함께 

글에서는 2013년 중국종합사회조사(China General Social Survey)를 이용한 

위계선형모형 수준 간의 상호작용을 사용하여 해답을 찾으려 하였다.  

 

1978년부터 개혁개방 근 40년간 연평균 10% 가까이 되는 실질 GDP 

성장을 달성하는 거시경제지표 변화를 전제로, 중국은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보편적인 기대를 품고 있는데 먼저 글의 시작에서 개인 수준에서 

소득의 증가가 바로 행복의 증진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개인의 가구소득에 대해 그 효과를 조절하는 

집단수준 변수인 지역평균소득 변수와의 수준 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에 

포함시켜 공동분배에서 효율분배로의 제도적 전환을 겪으면서 절대소득보다 

상대소득의 효과로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이 작동하는지 

아니면 터널효과(tunnel effect)가 작용하는지를 알아가고자 한다. 한 걸음 

나아가 개인수준변수인 개인의 가구소득에 대해 그 효과를 조절하는 

집단수준 변수인 지역 인구증가율과의 수준 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에 

포함시켜 행복에 대한 가구소득 효과가 거시적 구조요인을 반영하는 지역 

인구증가율의 차이로 인하여 유의미하게 달라지는지를 시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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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자원 및 선행연구 검토 
 

 

좋은 사회, 좋은 삶, 행복에 대한 고민은 어느 세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꾸준히 관심받는 대상이었다. 탈산업화, 탈근대화사회로의 배경 

전환은 정서적 행복감에서 시작된 사람들의 관심 주제가 점차 개인의 

행복을 측정하는 개인적 접근의 삶의 질, 나아가 사회적 통합을 강조하는 

사회 구조적이고 이론적인 모델로서의 사회의 질인 인지적 행복감 

논의로까지 진화하였다. 

 

행복이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서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에는 

행복이라는 추상적 현상을 측정 가능한 변인으로 구체화하여 유엔(UN)이 

발표한 행복 지수와 갤럽(Gallup)이 제시한 긍정경험지수(Positive 

Experience Index),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관적 웰빙 측정 등 

관련 지수 탐색들이 지속되면서 경험과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행복 

지표화 선행연구검토에 앞서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 ‘행복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한 정의를 시작으로 이론 검토를 진행하려 한다. 

 

 

제 1 절  ‘행복(幸福)’의 개념화 및 측정 

 

20세기 중기 서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행복도 결정요인 연구는 

건강학,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에 폭넓게 걸쳐있는 바 

행복에 대한 내용 정의도 다양했다. ‘행복은 정확히 무엇일까?’라는 질문과 

함께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행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달라진다. 행복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기에 그만큼 

정의의 범위가 넓고 논쟁적이며 내용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어서 단일 

개념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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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사전적 의미를 검색하면 ‘복된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하거나 그러한 상태’로 정의되었다. 이렇듯 

행복은 스스로가 삶을 어떻게 느끼고 평가하는가 문제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Kalmijin and 

Arends 2010, 148) 

 

행복의 의미를 둘러싼 뿌리 깊은 논쟁은 주관적 행복감과 객관적 

행복감 사이의 충돌이다. 주관적 행복감은 ‘주관적으로 좋은 심리상태’를 

말하며 개인 스스로가 행복의 정도에 대한 측정을 진행하여 설문 조사를 

통한 자기보고 방식에 근거한다. 이와 달리 객관적 행복감은 즐거움이나 

만족의 원천, 대상을 고려하여 행복은 인간이 인간의 존재로서 마땅해 

도달해야 할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는 상태여야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자기실현적 인지적 평가로 구성된다. 이른바 이성에 따른 덕행을 통해서만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로 자아실현 내지, 보다 고차원적인 

삶의 의미 실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객관적 행복은 개인 역량 발현의 

징표로 간주된다.  

 

그러나 객관적 입장의 행복감은 본질적으로 행복을 판정할 객관적 

기준이 다양하게 제시되며 그 기준들이 충돌하면서 보편적인 기준을 내세울 

순간 ‘도덕적 간섭주의’ 혹은 ‘중립성의 원리’에 위배되는 규탄을 받게 된다. 

17세기 18세기 계몽시대를 거치면서 행복은 사회적 또는 지적 엘리트,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 남녀노소 모두 원칙적으로 획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즐겁거나 만족스러운 심리상태로 정의되어서 행복하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현재 삶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하였다. 쾌락적 

안녕(hedonic well-being), 즉 하루하루 느끼는 감정적 경험마저도 삶에 

대한 평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던 것이다(Graham 2011). 

 

그 측정방법을 살펴보면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은 서베이를 통하여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있었다. 갤럽조사식으로 “전반적인 삶을 고려할 때 

당신은 얼마나 행복합니까?”에 “아주 행복, 보통, 아주 불행”이라는 해답의 



 

 -7- 

전반적인 삶에 대한 행복감,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을 고려할 때 당신은 

얼마나 만족하십니까(0~10점)?”라는 질문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감, 

아울러 “0점부터 10점까지의 사다리가 있다면 당신은 현재 몇 번째 계단에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한 캔드릴사다리 방법 등으로 측정되고 

있다. 갤럽이나 캔드릴의 설문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주관적 평가를 

대답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다.  

 

행복에 대한 연구에서 종속변수의 단순함은 종종 논란을 

불러일으킨다(Schyns, 1998). 그렇지만 주관적으로 보고 되는 단일차원의 

행복 문항의 구성 타당도는 많은 연구에서 이미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샌드빅과 그의 동료들(Sandvik, Diener and Seildlitz, 1993)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자기보고식 행복 문항, 주관식으로 답변하는 질문지 등과 

대안적 문항, 그리고 타인에게 관찰된 연구참여자의 감정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모두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역시 높아 기존에 행복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단일 차원의 자기보고식 문항의 타당성을 보였다.  

 

본 글에서는 자기실현적 인지적 평가 이념을 행복에 영향 주는 

요인으로 고려하나 데이터 사용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 분석을 통한 논증을 

제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 계량화 측정 지표로는 행복을 “전반적인 삶을 

고려할 때, 당신은 얼마나 행복합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 기준으로 정의하려 한다. 단일 차원의 행복 측정 문항으로써 2013년 

중국종합사회조사(CGSS)에는 갤럽 식으로 조사된 행복 5점 척도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 2 절  소득수준과 행복감 사이의 관계 

 

행복이 무엇인가의 질문에 뒤따르는 물음은 ‘행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다. 지구촌의 다수 국가가 자체 국민의 삶의 질, 행복감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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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의 하나로 소득의 증가, 경제성장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경험적 연구에 의하여도 소득은 행복 수준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지목되고 있다(Davis, Fine-Davis & Meehan, 

1982).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성장이 바로 행복의 증진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이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의식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태여서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의 증가는 곧바로 행복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비례관계에 있다고 여겨지지만, 대조적으로 경제가 

충분하게 성숙한 단계에 도달한 경우에는 물질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충족된 

상태에서 경제성장이 주는 행복감 향상 폭이 전보다 작아지게 되며 소득의 

한계효용 체감으로 국민의 평균적 소득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더 

행복해졌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앞선 논의는 소득의 증가가 인민의 행복을 증진해 준다고 여겨지던 

데로부터 경제성장의 증가가 꼭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1974년 

리처드 이스털린(Richard Easterlin)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화제를 일으켰다. 

지난 세기 70년대 이스털린(Eastrlin, 1974)은 1946년에서 1970년까지의 

미국의 1인당 평균소득은 60% 가까이 지속해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복 수준은 수십 년간 큰 변화가 없거나 심지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한다는 통계 결과를 보여주었다. 시간이 흘러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사회 

전반이 더 부유해진다고 해도 개인 수준의 평균적인 행복감 증진에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른바 “이스털린 역설(Easterlin Paradox)’이 널리 알려 

졌던 것이다(Easterlin, 1974). 이후 많은 연구는 이스털린의 주장을 검증 

하였으며(Venhoven, 1993; Blanchflower, 1993; Easterlin, 1995; Lane, 1998; 

Myers, 2000; Di Tella et al., 2003; Vitterso, 2004) 소득수준과 삶의 만족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과 소득수준이 행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만 일정 수준이 지나면 더이상 영향력을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 일부 연구들에서는 심지어 소득이 행복에 선명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도 보였다. (Sing, 2009; Yao, Cheng, &Cheng, 2009, Par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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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guchi & Fujii, 2009). 국가별 분석에서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개발도상국 

에서는 행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부유한 국가의 경우에는 소득이 

행복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연구(Frey and Stutzer, 

2002) 또한 찾아볼 수 있었으며 데이비스(Davis)와 그의 동료들도 소득이 

개인의 행복 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행복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 

이지만 한 국가의 복지 수준과 같은 외형적 지표 격차로 한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과 행복 수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Davis et al., 1982).  

 

그러나 상기 경제성장의 증가가 꼭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의견과 반대로 다시 개별 국가 내부를 관찰하였을 때 또 다른 최근 연구 

들은 한 사회 내에서 짧은 특정 시기 소득수준이 늘어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밝혔다. 한 사회 내에서 고소득층 사람들은 

저소득층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며 개인 수준에서는 소득이나 자산과 행복감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에는 또한 개인들 사이뿐만 아니라 경제가 발전한 국가들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다는 설명도 건의된 

바(Di Tella, MacCulloch and Oswald, 2003)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에서 

이처럼 소득이 행복과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Angus 

Deaton, 2000; Diener, Horwtz, Emmons, 1985; Ball and Chernova, 2008; 

Hagerty and Veehoven, 2003; Sacks, Stevenson and Wolfers, 2008).  

 

잇따라 흥미로운 부분은 최근 연구들에서 위와 같은 소득과 행복 사이 

정의 관계 논증과 더불어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의 추가적 증가가 

가져다주는 행복감의 향상 폭이 전보다 작아지게 된다는 추가적 설명이 

붙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소득의 한계효용 체감법칙이 의미하는 것은 

절대적 소득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타인과의 상대적 

소득(relative income) 비교나 본인 스스로의 기대수준(aspiration level)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Clack & Oswald, 1996; McBride, 2001; Ferrer-

i-Carbonell 2005; Lutter, 2005; Clark, Frijters and Shield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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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도 일찍 소득과 행복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펼쳐졌는데 형점군(邢占軍)은 산동성(山東省)의 7년(2002-2008) 데이터를, 

주건방과 양효란(朱建芳，楊曉蘭)은 World Value Survey(1999-2002) 

데이터를 통하여 GDP와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유군강, 웅모림, 소양(劉軍強，熊謀林，蘇陽) 등은 CGSS(2003, 

2005, 2006, 2007, 2010)데이터를 통하여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이후 라초양(羅楚亮)은 절대소득과 

상대소득을 분류하여 행복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CHIP 데이터를 통하여 

보여주었으며 왕봉(王鵬)은 CGSS 데이터를 사용하여 도농 간의 차이, 

사회보장체제의 발전 차이 조절효과 분석을 통하여 소득 격차가 행복에 

미치는 차별 효과를 분석하는 등 후속 연구들이 잇따라 나타났다. 중국인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일부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고 소득 이외 성별, 혼인 등과 같은 개별 변수 분석에 국한된 

다중회귀분석 경우가 많았으며 2013년 최신 CGSS 자료를 이용한 전국 

범위의 행복감 다수준양적분석, 특정한 지역이 아닌 중국 사회 전반의 

행복감 변화 추세와 그에 영향을 주는 기제에 대한 보다 세부적 토론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렇듯 중국 내에서도 소득의 증가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행복의 감소를 안아오는지 의견이 다분하며 앞선 문헌검토를 통하여 

알 수 있듯 개별 국가 내부와 국가별 분석 모두에서 지적했듯이 경제성장은 

행복의 상대적 저하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행복 추구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라는 경험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동전의 양면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그렇다면 평균소득 1만 달러를 전후하여 경제성장과 행복감 사이에 

질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논의점과 ‘왜 더 많은 소득이 더 큰 행복을 

가져오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선행연구 이론정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하여 기술할 수 있다고 생각됬다. 선택을 통한 효용을 

강조한 해석으로 개인이 소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캐치할 수 있는데 허쉬(Hirsch, 1976)의 

물질재와 위치재 개념을 차용하여 해석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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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앞에서도 밝혔던 바와 같이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성장이 바로 행복의 증진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허쉬(Hirsch, 1976)의 이론에 의하면 이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의식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태여서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의 증가는 곧바로 

만족감과 행복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비례관계에 있다고 여겨진다. 의식주가 

걱정되는 단계에서는 이른바 행위자 본인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화를 필요로 하며 물질재 소비는 곧바로 

행복의 상승으로 이루어지기 쉽다.  

 

개인은 의식주 욕구를 충족시킨 이후 심리학의 습관화 (habituation) 

이론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일시적인 만족감이나 행복감은 함께 따라 

오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한 개인은 상당 수준의 삶의 변화를 

겪더라도 금시 적응(adaption)하여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의 기대수준(aspiration 

level)을 계속 높여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높아진 소비수준에 만족감을 

느끼기 힘든 측면 또한 혼재하여 작동하고 있다. 1만 달러 경험적 기준으로 

경제가 상대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도달한 경우로 보았을 때 소속된 사회의 

행위자는 개인을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만 상정하기보다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인 관계의 영향을 받아 준거집단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물질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충족된 상태에서 지위재가 더 중요해지며 물질재의 

공급을 늘리는 것으로는 행복감의 향상 폭이 전보다 작아지게 되는 ‘풍요의 

역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물질재를 둘러싼 경쟁은 공급을 확대하면 완화되나 지위재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서열이 중요하기에 이를 둘러싼 경쟁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제로섬 게임의 딜레마에 빠지는 특징을 가진다. 개인들은 자기 자신의 

소비수준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타인, 즉 준거집단 

(reference group)과의 상대적 소득(relative income) 비교(comparison)로 

인하여 타인들의 소비수준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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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어옴(Verm)이 지적했듯 주변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하는 

개인은 기본적인 의식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계에서 의식주 욕구를 

충족시킨 이후 단계로 넘어오면서 “나” 자신의 단순한 개인효과뿐만 아니라 

행위 관계망 속의 행위자로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인 관계, 개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받음을 전제할 때 

클록(Clark et al, 2008)이 주장한 것처럼 개인이 행복을 판단하고 인지하는 

과정에서 절대 소득(absolute income)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소득 (relative income)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공감하긴 쉽다.  

 

다만 상대소득을 통한 비교에는 런시먼(Runciman, 1966)이 주장하는 

일반적 통념인 준거집단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이외 실제 규명되지 않는 

시각 하나가 더 존재하는데 바로 상대소득이 기대심리나 동기부여로 작동할 

수 있다는 (Hirschman & Rothschild, 1973) 이론적 예측, 즉 터널효과 

(tunnel effect)도 작용할 수도 있어 결국 상대소득은 행복감 감소와 증가와 

같은 쌍방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터널효과를 예를 들면 터널 안 

두 차선에 위치한 운전자는 옆 차선에 있는 차량들이 자신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이 관찰될 때 자신의 차선도 곧 열릴 것이라는 

기대(expectation)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공유한 준거집단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자신의 소득도 곧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고 그 기대를 통해 주관적 후생의 증가가 

일어난다는 것이 곧 위에서 가리킨 터널효과이다(Verme, 2011).  

 

중국국가통계청 데이터 기준 2015년 중국의 GDP는 676,708억 위안 

(998,686억$)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 1인당 GDP는 

49,351위안(7,283$)인 발전 도상 국가 수준이다. 평균소득 1만 달러 미만인 

중국에서 성장이 바로 행복의 증진으로 이어지는지, 한 걸음 나아가 

공동분배에서 효율분배로의 제도적 전환을 겪으면서 절대소득보다 상대 

소득의 효과로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이 작동하는지 

아니면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터널효과(tunnel effect)가 

작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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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일부 집단(특히 소수집단)에 따라 

그 민감 정도(sensitivity)가 다르고 준거집단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인 관계들에 영향을 

받는 개인은 이제 삶의 지침이 되는 타인이라는 준거집단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행복에 대한 소득의 상대적 효과를 분석함이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객관적 조건의 차이에 의한 사회 비교를 보편적인 측면에서 

잘 보여줄 수 있는 준거집단 중 하나로 일상생활에서 상호작용하는 

대상이며 동시에 관찰 가능한 대상으로 비슷한 생활공간과 지역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가까운 단위인 같은 성(省)내에 위치한 주민들을 선택하였다. 

 

 

제 3 절 차별적 개혁개방과 지역 격차 

 

개혁개방 초기 중국 정부는 한정된 자원과 정책지원을 경제발전 여건이 

유리한 일부 지역에 집중시켜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차별적 

개혁개방을 진행하였다. 즉 지리적 위치와 경제건설 조건, 현실적 경제기술 

수준 차이에 근거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단계적, 점진적 대외개방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시장경제화의 속도가 빠르고 일찍부터 대외개방이 큰 

폭으로 진행되어 초기 외국인 직접투자가 집중된 연해지역과 그렇지 못한 

내륙지역, 시장화가 활성화된 남부지역과 거버넌스의 영향으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북부지역 사이에 경제적 발전 격차가 확대되었다.  

 

서구에서 시장을 기초로 한 지역의 발전격차와는 다소 구별되는 

국가정책전략에 따른 중국 지역 수준의 격차 변화 맥락을 간단히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1986년 제6회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에서 통과된 “75 

계획”에서는 중국을 동부, 중부, 서부 세 경제지대로 나누어 시장경제시기 

지역 분획을 구획하였다. 지리적 위치, 경제건설 조건, 현실적 경제기술수준, 

지역 차이에 근거하여 동부는 요녕성, 천진시, 북경시, 하북성, 산동성, 

강소성, 상해시, 절강성, 복건성, 광동성, 광서쫭족자치구, 해남성 등 12개 

성, 시, 자치구를 포함하고 중부는 흑룡강성, 길림성, 내몽골자치구, 산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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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휘성, 강서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등 9개 성, 자치구를 포함하며 

서부는 섬서성, 감숙성, 녕하회족자치구, 청해성, 신강위그르자치구, 중경시, 

사천성, 운남성, 귀주성, 서장장족자치구 등 10개 성, 자치구를 포함되게 ① 

나눴으며 각 지역 우세를 바탕으로 국민 경제와 사회발전 중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업과 협력,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림1-1> 중국 3대경제지대 분획도 

 

 

처음에는 중국 국내 사회주의 경제와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외자도입을 통한 수출 산업 발전을 서두로 개혁개바을 

시작하였다. 중국 정치 중심인 북쪽 지역과는 다소 동떨어진 남방 연해지역, 

우선 1979-1980년에는 광동성(廣東省)의 심천(深圳), 주해(珠海) 산두 

(汕頭), 복건성 (福建省)의 하문(廈門)에 일종의 수출자유지역 공단인 

‘경제특구’를 설치하였다.  

                                            

①  동부 지역 대응 한자 표시: 遼寧省, 天津市, 北京市, 河北省, 山東省, 江蘇省, 

上海市, 浙江省, 福建省, 廣東省, 廣西壯族自治區, 海南省 

   중부 지역 대응 한자 표시: 黑龍江省, 吉林省, 內蒙古自治區, 山西省, 安徽省, 

江西省, 河南省, 湖北省, 湖南省 

   서부 지역 대응 한자 표시: 陜西省, 甘肅省, 寧夏回族自治區, 青海省, 新疆維吾

爾自治區, 重慶市, 四川省, 雲南省, 貴州省, 西藏藏族自治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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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한정된 자원과 정책지원을 경제발전 여건이 유리한 일부 지역에 

집중시켜 1984년에는 개방지역을 상해(上海)와 천진(天津) 등 14개 

‘연해개방도시’와 해남도(海南島)를 추가로 개방하였으며 1985년에는 3대 

연해경제개발구’인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민남 

삼각구(閩南三角洲)로 확대하였다. 개혁개방을 점에서 선으로의 확장하여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동부연해지역의 개방 폭을 먼저 집중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경제특구(經濟特區), 개발구(開發區)에 이어 정부는 자유 

무역지대를 출범시켰으며 구체적으로 1990년에는 상해의 ‘포동지구 

(浦東地區)’를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하고 1991년에는 천진(天津)을, 

1992년에는 대련(大連)을, 같은 해 6월에는 광주(廣州) 등을 자유무역 

지대로 확정하였다. 1992년에 이르러 중국은 동부연해지역에서 중서부 

내륙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 무역, 금융, 유통업을 포함한 전 산업으로 

개방의 범위를 점층적으로 확대하여 중국 전체 국토를 대상으로 ‘전방위 

대외개방’ 방침을 확정했다. ② 

 

개혁과 개방은 ‘점’에서 외부와의 교통과 교류가 편한 동부연해 중심의 

‘벨트’로, 그다음 내륙으로 이어지는 장강과 황하, 하천을 따라 “开”자 

모양으로 그 연안지역 개방 폭을 넓혀갔으며 철도의 확장과 함께 개혁과 

개방의 연장을 점, 선, 지대 그물망 구조로 파급해 왔다. 초기 동, 중, 

서부지역 구획에서 시작되어 40년 가까이 지속적인 변화 발전을 가져오면서 

‘3대경제지역(동부, 중부, 서부)’ 유형화는 현실 상황을 담아내기엔 이제 

제한적이기에 지역 분획 업그레이드화가 필요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중국국가통계청에서는 <중공중앙과 국무원이 제시한 중부지역 궐기 촉진을 

위한 약간의 의견>과 <서부대개발 정책 집행을 위한 국무의 의견 제시> 및 

중국 공산당 제16차 인민대표대회 연관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2011년 6월 

11일에 동부, 중부, 서부, 동북부를 기준으로 하여 중국의 경제지역을 

재분획하였다.   

 

                                            

② 李嵐清. 1995. “中國利用外資知識”. 中國中央黨校出版社, 中國對外貿易出版社.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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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중국 4대경제구역 분획도 

 

현시점의 지역 경제발전상황을 반영하여 재구획한 중국 동부는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산동성, 강소성, 상해시, 절강성, 복건성, 광동성, 해남성 등 

10개 성, 시를 포함하며 중부는 산서성, 안휘성, 강서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등 6개 성을 포함하고 서부는 내몽골자치구, 광서쫭족자치구, 섬서성, 

감숙성, 녕하회족자치구, 청해성, 신강위그르자치구, 중경시, 사천성, 운남성, 

귀주성, 서장장족자치구 등 12개 성, 자치구, 시를 포함하며 동북부는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3개 성을 포함하고 있다. ③ 

 

4대경제구역 분류는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지역 

분획 대표기준이며 이 외 동부와 서부, 북부와 남부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③ 동부지역 대응 한자 표시: 天津市, 北京市, 河北省, 山東省, 江蘇省, 上海市, 浙

江省, 福建省, 廣東省, 海南省  

중부지역 대응 한자 표시: 山西省, 安徽省, 江西省, 河南省, 湖北省, 湖南省 

서부지역 대응 한자 표시: 內蒙古自治區, 廣西壯族自治區, 陜西省, 甘肅省, 寧夏

回族自治區, 青海省, 新疆維吾爾自治區, 重慶市, 四川省, 雲南省, 貴州省, 西藏藏

族自治區 

  동북부지역 대응 한자 표시: 黑龍江省, 吉林省, 遼寧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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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더욱 세부적인 분획방식으로 8대경제구역 분획기준도 존재하는데, 

동부연해로부터의 거리기준으로 횡단적 구분, 그다음 내륙으로 이어지는 

장강과 황하, 하천, 철도에 따른 종단적 구분으로 중국 내륙을 모두 

북부연해구역(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동부연해 구역(상해시, 강소성, 

절강성), 남부연해지역(복건성, 광동성, 해남성), 동북 지구(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황하중류지역(산서성, 내몽골성, 섬서성), 장강중류지역(호북성, 

호남성, 안휘성, 강서성), 대서북지역 (서장장족자치구, 감숙성, 청해성, 

녕하회족자치구, 신강위그르자치구), 서남지역(중경시, 사천 성, 귀주성, 

운남성, 광서쫭족자치구) 등 8개 부분으로 분류하여 분획하기도 한다. 

 

<그림1-3> 중국 8대경제지역 분획도 

 

 

위와 같은 거버넌스의 차별적 개방, 개발 정책은 동, 중, 서, 동북부와 

북부, 남부 지역 격차를 야기시켰으며 산업화 진척과 연동되어 지역 1인당 

GDP, 1인당 GDP 성장률, 실업률, 물가상승, 인프라 건설, 환경오염 정도, 

정부의 효율성 등 제반 요인의 차이를 가져왔으며 노동인구의 이동을 

동반하여 기술체계와 고용체계 변화 또한 촉진하여 소득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차별 효과를 초래하여왔다. 

 



 

 -18- 

<그림1-4> 4대경제지역 유형에 따른 소득수준이 행복도에 미치는 차별효과 

 
 

    2013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그림을 통하여 

직관적으로 볼 수 있듯이 동부지역의 절편이 가장 크며 그다음으로 동북, 

중부, 서부 순으로 높은 차이를 보여 저소득가구 대비 동부지역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기타 지역 사람들의 느끼는 행복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동부지역은 소득의 증가로 인한 행복도 변화가 다른 지역 대비 크지 않은데 

반해 동북, 중부, 서부는 기울기가 크며 4대경제지역 중 서부지역의 

기울기가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단계적, 점진적 대외개방은 40년 가까이 동, 

중, 동북, 서부 지역 간, 남과 북 지역 간의 경제 격차를 가져왔으며 더 

구체적으로 차별적 개발전략 실시로 시장경제화의 속도가 빠르고 일찍부터 

대외개방이 큰 폭으로 진행되어 외국인 직접투자가 집중된 동부 연해지역과 

그렇지 못한 중부, 서부 내륙지역 사이, 그리고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환발해권(環渤海 地區), 서남지역(西南地區)과 

동북지역(東北地區), 황하중류지역(黃河中流 地區), 대서북지역(大西北地區) 

즉 남과 북의 소득에 따른 행복 격차도 가져왔다. 

 

상응되는 주장으로 중국 청화대학(清華大學) 후안강(胡鞍鋼) 교수 또한 

지역적 차이가 지속되면서 중국은 하나이면서 네 개의 ‘세계’로 구성된다는 

의견을 제기한 적 있다. 그에 의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실제구매력 평가, 

PPP)기준으로 상해(上海), 북경(北京), 심천(深圳) 등 세 개 도시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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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에서 가장 높은 국내총생산을 기록해 

중국의 ‘제1세계’라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천진(天津), 광동 (廣東), 

절강(浙江), 강소(江蘇), 복건(福建), 요녕(遼寧) 등 연해지역은 전국 인구의 

21.8%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세계적으로 중등 수입국과 같은 수준의 실질 

국내총생산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은 ‘제2세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하북(河北), 동북(東北), 화북(華北) 등 중부지역은 전국 총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등 이하의 실질 국내 총생산을 기록하여 중국의 

‘제3세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전국 인구 50%는 세계적으로 140위 

이하의 저소득 수준으로 중국의 ‘제4세계’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중국 안에서도 북경(北京), 상해(上海)와 같은 발달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귀주(贵州)와 같은 저발전 지역 또한 구별되어 존재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지역적 차이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경제발전과 

더불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하 중국국가통계청(中国国家统计局) 

2013년 성(省)급 단위 지역 GDP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그림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 베일 뒤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적게 받고있었던 

지역 간 선명한 경제수준 격차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그림2-1> 2013년 지역 1인당 GDP            <그림2-2> 2013년 지역 1인당GDP 성장률④ 

      

                                            

④ 2014 China Statistical Yearbook’, Pulished by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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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 발전과정을 겪은 서구 사회와 달리 압축적인 성장 과정을 겪은 

중국은 기술적 혹은 산업구조 변화에서 전통적인 것, 근대적인 것, 그리고 

탈근대적인 것들이 시기적으로 확연히 구분되지 못하고 한 나라 내부에, 

산업화와 탈산업화 정도가 다르게 진척된 모습을 띠고 있다. 결국, 중층성과 

복잡성이 혼재한 한 국가 내 서로 다른 지역, 단순한 4대경제지역 구분을 

넘어 중국 대륙의 28개 성(省)급 단위 지역 격차에 포커스를 두어 소득과 

행복감 사이에 숨겨진 메커니즘을 탐색하는 것은 쟁점이 파다한 소득과 

행복 사이의 관계를 투영하는데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간주된다. 행복 

연구 사례로서 중국은 14억 가까이 인구와 다양한 민족 특성, 변화의 지역 

격차 등이 혼재하고 있어서 한 국가 내 지역 수준의 차이 비교가 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지구촌 육지면적의 약 7%, 인구 약 14억으로 전 세계 

인구수의 18%를 넘는 한 국가에서 거버넌스 영향 주도하에 차별적인 

개혁개방이 진척되어 서로 다른 경제성장과 시장화 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 차이가 개인적 차원의 소득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중국사회 맥락에서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가고자 한다. 

 

 

제 4 절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인 

 

소득뿐만 아니라 행복 결정요인에는 다양한 기타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다. 디너(Diener et al. 1999)등은 행복과 관련된 기존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을 정리하였는데 크게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외적 요인으로 연령, 성별, 소득수준, 종교, 

학력, 결혼상태, 사회관계 등과 응답자가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 및 

인구학적 요인들로 구분하고, 내적 요인으로 개인의 성격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기질적 경향, 성격, 자아존중감을 포함하고 있었다. 프로이와 

스터처(Frey and Stutzer, 2002) 또한 개인적 요소, 사회인구학적 요소, 경제 

적 요소, 관계적 상황 요소, 제도적 변수와 같은 5가지로 행복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돌란(Dolan et al., 2008) 또한 1990년 이후 경제학이나 심리학 

저널에서 발표된 주관적 웰빙, 행복,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논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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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소득, 개인적 특성, 사회학적 특성, 

시간 사용, 태도와 신념, 관계, 거시환경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개인을 행위 관계망 속에 배태된 행위자로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인 

관계, 개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안할 때 필자는 

소득 이외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크게 사회인구학적 요인, 사회적 

관계 요인, 환경 요인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요인에는 성별, 연령, 건강, 혼인 상태, 교육수준 

등과 같은 개인 수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이는 변수들로 구성되었고 

개인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요인에는 사회단체 

참여 정도, 인터넷 사용빈도 등이 포함되며 구조적이고 상황적인 

환경요인에는 이를테면 성장률, 실업률, 도시화율, 인구밀도, 인구증가율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요인, 정치체제나 정부의 질과 같은 제도적 

환경요인, 자연환경이나 쾌적성과 같은 자연적 환경적 요인, 과거의 

사회경제적지위와의 비교와 같은 동태적 상황적 환경요인 등이 포함될 수 

있다(Bjørnskov, 2008; Bok, 2011; Di Tella, MacCulloch and Dswald, 2001; 

Niener, 2009; Frey and Stutzer, 2002; Rodriguez-Pose and von Berlepsch, 

2014; 黃麗清·邢占軍, 2005; 陳婉婷·張秀梅, 2013).  

 

중국의 다른 행복도 연구들과 달리 본 논문에서는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소득과 사회인구학적 변수 사회관계를 고려한 사회자본 요인과 

환경적 요인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선행연구 검토 결과 최근의 

행복도 연구에 있어서 사회자본이나 통합 등 사람들 간 관계, 자율성 정도, 

시간에 따른 사회경제적지위 변화, 인구밀도,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등 

구조적이고 상황적인 환경요인 등이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다른 요인들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구조 속에 배태된 행위자로 

사회적 관계, 개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환경요인 변화 등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다(Helliwell et al. 2014; Helliwell & Wang,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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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자료 및 요약 통계 
 

 

제 1 절 자료 설명 

 

본 논문은 2013년에 시행된 제8차 CGSS(China General Social Survey, 

중국종합사회조사)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CGSS는 중국 

중국인민대학교(Renmin University of China)와 홍콩과학기술대학교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함께 주최하여 중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표본조사 프로젝트로 중국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취업 및 근로 실태와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아울러 중국 내 특정 

사회적 사건이나 문제 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이는 중국의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전국 28 개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18세 이상 성인 남녀 1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대인 면접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가구주와 가구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활동 특성은 물론, 

가구 유형과 소득 등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 적절한 

자료로 판단되었다. 2013년 CGSS조사는 총 11,438개의 표본 케이스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CGSS자료는 조사를 통하여 추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오차를 줄여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추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값을 결측치 

처리한 뒤 총 9,239개의 사례가 활용되었다. 지역 단위 통제변수들은 

중국국가통계청(中國國家統計局)에서 제공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 단위의 

지역별 통계자료들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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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방법  
 

 

1. 1단계 –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 

 

첫 단계는 다수준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개인수준의 소득분포 특성과 

행복감 차이를 파악하고 나아가 성(省)급 지역수준의 집단 간 지역평균 

소득과 행복감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지도화하여 지역별 위치를 확인 

하고자 한다. 위 분석을 위하여 STATA ver. 14가 사용되었다.  

 

 

2. 2단계 –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분석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소득의 지역 간 차이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행복감에 대한 지역 효과를 가정하고 개인수준 변수와 

지역수준 변수를 구분하는 다수준분석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기존의 개인, 

단일수준 모형분석은 분석의 단위, 회귀계수의 변산, 공상관 요인, 층위 간 

상호작용, 신뢰도 측면에서 그 한계를 가진다(강상진, 2005). 즉 집단수준의 

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수준 변수와 

집단수준 변수를 일반 회귀분석에 투입할 경우 군집효과가 나타나고 

독립성과 등분산성 가정이 깨질 우려가 있어 정확한 계수추정이 어렵다. 

 

그러나 다수준 분석방법은 각기 다른 수준의 변수들을 하나의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며 잔차의 독립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Raudenbush and Bryk, 2002; 이희연•노승철, 2013). 상위수준의 

변수에 관계된 사례 간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고 

종속변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수준의 변량과 집단수준의 변량으로 

나누어 설명변수의 변화에 따라 각각의 변량의 변화를 분석해주며 아울러 

개인수준과 집단수준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도 볼 수 있어 분석에 용의하다. 

(Schyns, 2002). 글에서는 이번 단계 분석 진행을 아래와 같은 3절차로 

나누어 진행하려 한다.  



 

 -24- 

가. 기초 모형 

 

먼저 독립변수를 포함하지 않고 상수항만을 갖는 기초 모형(null model) 

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인 행복감에 대한 전체 분산의 양에서 자료에 포함된 

28개 성(省) 급 단위에 거주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분산의 양을 

상대적으로 살펴보는 무조건 모형이다. 기초 모형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level 1:      

level 2:      

 

다층분석모형에서는 종속변수인 의 값을 집단j의 평균인 와 개인의 

잔차 로 구분한다. 다시 는 또 와 로 구분할 수 있다. 종속변수 를 

구성하는 는 전체 평균인 와 소속된 집단의 변량인 로 구분한다. 즉, 

종속변수 의 절편은 집단의 특성인 의 변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을 

구별한 것이다. 만약 의 변량이 집단 간에 차이를 나타낸다면, 

다층분석에서는 의 유의미한 차이를 구별해준다. ⑤ 

 

 

나. 무작위절편모형 

 

개인수준의 통제변수를 투입한 이후에도 여전히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요인이 있는지 무작위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 검증을 

진행한다. 다음, 개인수준의 영향력을 설명해 낸 이후에 남아있는 

지역수준의 분산을 지역수준의 통제변수를 통해 추가 설명하여 본다. 

무작위절편모형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level 1:      × (individual level variables)   

level 2:      × regional level variables    

                                            

⑤  다층분석기법에 관한 내용은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Raudenbush and 

Bryk, 2002; Schyns, 2002; 강상진, 2005; 이희연•노승철, 2013; 최필선•민인식, 

2012; 류지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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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준간 상호작용모형 

 

수준1과 수준2 독립변수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측정하여 수준별 

독립변수간의 효과를 확인한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level 1:      × (individual level variables)   

level 2:      × (regional level variables)   

     × (regional level variables)  ( )
 ⑥ 

 

다층분석모형은 하위수준(1수준)변수와 상위수준(2수준)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개인변수 X1의 효과를 

집단수준인 2수준의 변수에 의한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변수인 개인의 가구소득 X1에 대해 그 효과를 조절하는 집단수준 

변수인 지역평균소득 변수의 수준 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에 포함한다. 

또한, 개인변수인 개인의 가구소득 X1에 대해 그 효과를 조절하는 집단수준 

변수인 지역인구증가율의 수준 간 상호작용 효과도 분석에 포함하여 행복에 

대한 가구소득 효과가 지역평균소득 수준에 의해 유의미하게 달라지는지, 

거시적 근대화 환경을 반영하는, 도시성과 관련된 지역생태학적 변수인 

인구증가율의 차이로 인하여 차별적 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위 방정식과 결합하여 재해석하면 위의 수식에서 는 

집단수준변수에 의해 조절되는 효과를 가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에 대한 가구소득의 효과 를 조절하는 2수준 집단변수로 지역별 

평균가구소득 변수와 지역인구증가율 변수를 투입하게 된다. 

 

 

 

                                            

⑥  28개 상(省)별로 지역수준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다르지 않

을 경우, 해당 무선효과는 검증되지 않으며 고정효과를 가정하게 된다. 이 때 고정

효과는 상호작용효과 검증과 동일하게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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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 구성 
 

1. 종속변수: 행복감⑦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 행복을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하고 갤럽식으로 조사된 CGSS 2013년 설문지의 A36번 질문 “귀하의 

전반적인 삶을 고려할 때, 얼마나 행복 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선택하여 1점 ‘매우 불행하다’부터 5점 ‘매우 행복하다’까지의 5점 척도 

문항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하고 무응답 58 사례를 결측치 처리하여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행복에 대한 연구에서 종속변수의 단순함은 종종 논란을 

불러일으킨다(Schyns, 1998). 그렇지만 주관적으로 보고 되는 단일 차원의 

행복 문항의 구성 타당도는 많은 연구에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샌드빅과 

그의 동료들(Sandvik, Diener and Seildlitz, 1993)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자기보고식 행복 문항, 주관식으로 답변하는 질문지 등과 대안적 문항, 

그리고 타인에게 관찰된 연구참여자의 감정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모두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역시 높아 기존에 행복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단일 차원의 자기보고식 문항의 타당성을 보였다. 특히, 갤럽식으로 조사된 

행복 5점 척도는 대표적인 단일차원의 행복 측정문항으로써 중국종합 

사회조사(CGSS) 2013에서도 이 문항을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⑦ 학술적 논의에서는 인간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성취가 가능한 고차원적인 인간 

완성의 징표로 ‘에우다이모니아적 행복감’, 즉 주관적 행복감과 구별되는 객관적 행

복감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는 단순히 즐거운 삶에 머물러 있는 소비의 삶이 아닌 

덕성과 성취를 진행하는 삶으로 행복의 객관적 측면을 강조한다. 본 글에서는 구체

적 분석을 통한 논증을 제시하기 위하여 데이터 사용을 염두에 두어 행복을 “전반

적인 삶을 고려할 때, 당신은 얼마나 행복합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삶에 대한 주

관적 평가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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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2013년까지 CGSS 문항 중 생활에 대한 만족도 연관 

데이터를 살펴보면 중국은 10년 동안 지속적인 행복감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2008년 올림픽 축제를 기점으로 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 

추세와 함께 행복감 증가 추세를 보였다. 압축적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JGSS와 KGSS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아시아에 위치한 일본과 한국의 

행복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주관적 

행복감은 2007년부터 꾸준히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공황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몰아닥치면서 한국과 일본 모두 

상대적으로 조금 큰 하락을 보였다. 일본은 2003년에 저점을 보이다가 그 

후 약간의 상승이 있었으며 2008년을 기점으로 하락 폭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한국의 행복감 결과보다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3-1> 한·중·일 연도별 행복감 변화 추이(10점 척도)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넘는 일본 3,7304$(세계 25위), 한국 2,7633 

(세계 29위) 대비 1인당 GDP가 2016년 IMF 데이터 기준 8,261$(세계 

75위), 즉 1만 달러 이하인 중국은 2003년부터 10년간 꾸준히 큰 상승 폭을 

보였으며 2010년을 기점으로 삼국의 평균 행복도는 중국 7.53, 일본 7.36, 

한국 6.93 순(10점 척도 기준)으로 나열할 수 있었다.  

    



 

 -28- 

비슷한 고속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하는 동아시아 국가지만 위 경향 

추이로부터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일본과 한국,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움직이는 중국 사회사이 국가별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 행복감 증대효과가 다름을 감지할 수 있다. 허쉬의 물질재와 위치재 

논의에 근거하여 1인당 GDP가 1만 달러 조금 미만인 발전 도상 국가인 

중국은 지속적인 고속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행복도 추세를 볼 때 

아직도 성장이 바로 행복의 증진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과 아울러 공동분배에서 효율분배로의 제도적 전환에도 

불구하고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소득효과로 상대적 박탈감보다 

터널효과(tunnel effect)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을 예상한다. 이스털린의 

역설에 관한 진일보 검증으로 4장의 구체적 다수준분석을 통하여 

중국에서의 소득과 행복도 사이의 흐름을 시사하고자 한다. 

 

 

2. 독립변수: 소득수준 

 

독립변수는 CGSS A62번 질문의 “귀댁의 지난해 귀댁의 연평균 가구 

총소득은 얼마입니까？”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가구소득의 분포가 

정규성을 벗어나는 것을 감안해 로그 변환하였으며 ‘비해당-71 사례’ 

‘모른다-896 사례’, ‘대답 거부-543 사례’ 등 총 1510 사례 대답은 

데이터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기존 표본수 보존과 오차를 줄이는 원칙을 

기준으로 연평균 가구 총소득이 0원인 57가구 소득을 1원으로 리코딩하고 

연평균 가구 총소득이 100만 위수가 넘는다고 응답한 두 가구의 연평균 

가구 총소득을 1000만 위안으로 조작화 하였다.  

 

구체적 분석에서의 이해 편리를 위하여 1978년 개혁개방 이후부터 

2014년까지의 중국 경제성장 상황을 간단한 그림을 통하여 서술한다. 

중국은 1978년부터 2014년까지 개혁개방 36년간 연평균 10% 가까이의 

실질 GDP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그 결과 중국 GDP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 2.4%에서 2015년 10.43%로 높아졌다.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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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은 같은 시기 세계의 평균성장률보다 6% 이상 높은 성장률로서, 

일본과 한국 고도성장기에 비견되는 고속성장이다. 

 

1978년 개혁개방정책은 단계적, 점진적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그 구체적 

개혁은 대다수 인민대중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촌경제의 

활성화에서 시작하여, 도시 부문의 기업운영 메커니즘 개혁은 점-선-면으로 

확대 추진되었으며 개방은 경제특구 중심 외자도입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2001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으로써 국제무역 시장에서의 

글로벌 시민권을 획득하여 전면적이고 완전한 시장개방경제체제로 개편되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실상이다. 

 

<그림3-1>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성장 변화 추이 1⑧ 

 

 

    그러나 최근부터 중국은 고도성장기를 지나 새로운 안정 성장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뜻의 중국식 표현으로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경제를 주창하고 있으며 경제성장과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로 중고속성장 경제정책 재정립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과거와 같은 

                                            

⑧  Source: World Bank Database, extracted from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accessed April 1, 2016, GINI, from PovNet. 



 

 -30- 

고도성장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지 않으며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는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뉴노멀은 단순한 고성장 

양상과는 다른 시대의 구조적 변화를 강조한 현상이다.  

 

2015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6.9%를 기록하면서 2010년부터 5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 세계 시장 수요 축소로 신흥국들의 경제성장률이 

보편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인 신창타이는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전 세계 수출입 비중 또한 하락하고 있다. 

 

<그림3-2>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성장 변화 추이 2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년이 지난 지금은 저성장, 고실업 등이 

일상화되면서 경제는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중국은 시진핑의 ‘무조건적인 개혁개방은 좋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개혁개방 2.0시대로 접어들며 10% 내외의 고속성장이 아닌 6~7% 

경제성장을 이루는 온중구진(穩中求進) 정책을 펼쳐 경제성장과 더불어 

개혁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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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하면 중국 1인당 GDP는 WTO 가입 이후 2003년부터 지속적인 10% 

내외 고속성장을 보이다가 2007년을 기점으로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5년은 6.9% 성장률을 기록한 상황이다.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에 관한 

인식은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의 환경은 사회적 여건, 즉 정부 주도의 국가정책에 의해 

형성된 사회시스템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다. 위와 같은 거시경제지표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고속경제성장 환경요인은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일면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를 암시해 주는데 실제로 전반적인 개인의 

객관적 소득수준이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결과 여부는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면서 더 살펴보도록 하자. 

 

 

3. 조절변수 

 

지역수준의 조절변수는 28개의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 

단위로 구성한다. 지역 단위가 너무 넓으면 관찰이 가능하거나 상호작용 

하는 준거집단으로의 지역주민의 의미가 퇴색하지만 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효과를 타당하게 구성하기 위해 성(省) 단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성(省) 단위의 사례 수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대표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성(省) 단위별로 제일 작은 

사례 수는 98개이고 제일 큰 사례 수는 537개가 포함되었다. 

 

지역의 평균적인 경제적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중국종합사회조사(CGSS) 2013년의 개인가구소득 자료를 활용해 지역의 

평균가구소득 변수를 생성하였다. 성(省) 단위별로 구한 평균값을 그 지역의 

평균가구소득 수준으로 전제한다. 위계선형모형에서는 표집된 자료를 

활용해 상위수준의 자료를 구성할 경우, 표집된 사례들이 상위수준의 

대표가 된다고 전제된다(이희연·노승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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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집단과 사회비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 평균가구소득과 

개인의 로그가구소득의 수준 간 상호작용 변수가 모형에 투입한다. 이것은 

행복에 대한 로그가구소득 효과를 지역평균소득 수준이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만약 수준 간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하게 

정의 효과를 보인다면, 그것은 행복에 대한 개인의 로그가구소득 효과는 

지역평균가구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진된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수준 간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하게 음의 효과를 나타낸다면, 그것은 개인의 

로그가구소득 효과가 지역평균균등화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는 

의미가 된다. 

 

다음 개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고려하여 거시적 근대화 환경을 반영하는, 도시성과 관련된 지역생태학적 

변수인 인구증가율과 개인의 로그가구소득의 수준 간 상호작용 변수가 

분석에 투입된다. 지역의 인구증가율 생성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중국국가통계청 2013, 2014년 통계연감을 활용해 해당 지역의 2014년 

인구에서 2013년 인구를 덜어낸 값을 2013년 인구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한 

최종값으로 산출하였다. 

 

압축적 경제성장이라는 큰 배경이 가져온 사회적 영향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은 점진적 발전과정을 겪은 서구 사회와 

달리 거버넌스의 차별적 개방, 개발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산업화 

진척과 연동되어 지역 1인당 GDP, 1인당 GDP 성장률, 인프라 건설, 

환경오염 정도, 정부의 효율성 등 제반 요인의 차이를 가져와 지역의 

격차를 확대함과 아울러 노동인구의 이동을 동반하여 기술체계와 고용체계 

변화 또한 촉진하였다. 만약 수준 간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정의 효과를 

보인다면, 그것은 인구증가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일수록 개인의 

로그가구소득이 행복에 대한 양의 효과는 증가함을 의미한다. 즉 같은 

단위의 개인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인구증가율이 높은 성(省)급 지역일수록 

행복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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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제변수 

가. 개인수준 

 

통제변수로는 개인수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인 성별, 연령, 연령 

제곱, 혼인 상태, 1인가구 여부, 당원 여부, 교육수준 변수와 건강, 종교, 

취업 여부, 호적 유형, 사회적 관계 등 변수를 포함한다. 

 

성별 자체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연구(Hayo and Seifert, 

2003)와 여성이 남성보다 더 행복하다는 연구(Haller and Hadler, 2006; 

강성진, 2010)도 있으며, 소득효과는 성별에 의해 조절되는데, 그 효과는 

여성에게는 유의미하지 않고 남성에게서 유의미 하였다는 연구들이 있다 

(Adelmann, 1987). 본 글에서는 개인수준 변수 중 성별은 여성을 0으로 

하여 남성을 1로 코딩하여 설정하였다. 

 

연령은 생애주기 및 세대 요인, 기간 효과 등이 결합하여 개인 정서나 

감정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많은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행복이 

저하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이 효과는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라 U자 

형태인 비선형적인 관계로, 일정 기간의 연령이 지나면 오히려 행복이 약간 

증가하는 형태로 전환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강성진, 2010; 

조승헌, 2006; Blanchflower and Oswald, 2008; Rampichini and D'anrea, 

1997).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연령변수와 연령제곱항변수 

모드를 모형에 추가하였다. 

 

혼인상황은 법적으로의 혼인 등기 여부보다 동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생활동반자가 없는 사람을 0, 생활동반자가 있는 사람은 1로 분류하여 

더미화 하였다. 아울러 개인이 맺고 있는 가족관계의 형태도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가족은 친밀한 사회적 관계로서 흔히 사회와 완충작용을 

하는 정서적 공동체로 이해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1인가구 

여부를 더미변수로 투입하여 1인가구를 1, 1인가구가 아닌 사람을 0으로 

분류하여 통제하였다. 기존연구에서 1인가구는 개인의 정서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한준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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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은 전문대 이하를 0, 대학교 및 그 이상을 1로 코딩하였다.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복해지는 경향이 있는데(Hagerty, 2000; 

Easterlin, 2001), 이것은 교육수준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지위 즉, 직업과의 

관련에 의해 해석된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경제활동상태는 임금생활자가 자영업자나 가족업 종사자에 비해 더 

행복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Graham and Pettinato, 2002; Camfield, 

Choudhury and Devine, 2009), 실업자들의 주관적 안녕이 다른 경제활동 

상태에 속하는 사람들보다 유의미하게 좋지 않다는 연구들도 있어 

(Rampichini and D'andrea 1997; Haller and Hadler, 2006) 미취업을 1, 

나머지를 0으로 코딩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특히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건강상태가 개인에게 가져다주는 신체적 자유로움의 

효과라고 해석된다(Haller and Hadler, 2006). 본 글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 등 3점 척도로 반영하였다. 이외 종교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보고된바 있으며(조승헌, 

2006; Rampichini and D'andrea, 1997) 종교는 개인의 영적, 정서적 안녕을 

제공하는 본질적인 기능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 사회적 자원의 역할도 

겸하여 사회적 지지의 효과도 가질 수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응답자의 종교 유무 또한 이분 변수로 만들어 모형에 추가하였으며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0, 종교가 있는 사람들을 1로 설정하였다.  

 

당원 여부는 무당파 인원을 1, 공산당을 포함한 기타 당파에 가입한 

사람들을 0으로 설정하였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더 낮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Ishida et al. 

2014; Fernandez and Kulik, 1981), 글에서는 비농업호적(도시호적, 

城镇户口)을 1, 농업호적을 0으로 더미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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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에 선행연구에서 검토, 검증된 개인수준 사회인구학적 변수뿐 

만 아니라 개인수준의 사회관계를 나타내는 타인과의 사교활동 빈도, 

인터넷 사용 등 변수도 포함했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개인수준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행복감 구성요인도 매우 중요하지만 구조 속의 

개인으로서 상호작용하는 다른 주체 또한 개의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필자는 행위자들 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하여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아실현을 지향하는 사회성(The social) 

강조의 전제가 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시각으로 행복도 이해관계를 바라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관계적 특성을 보이는 변인들도 통제변수에 

투입하였다. 

 

대체로 사회적인 활동이 많은 사람이 더 삶에 만족하거나 행복하다고 

알려져 있는데(남은영·이재열·김민혜, 2012; 김명소 ·김혜원·임지영·한영석, 

2003; Phillips, 1967) 본고에서는 적극적으로 사회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을 

1, 나머지를 0으로 코딩하였으며 인터넷 사용 또한 외부와의 교류로 사회 

비교를 촉진하는 가능성이 있기에 행복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을 1, 나머지를 0으로 코딩하여 데이터를 

산출하고 무응답은 결측치 처리하여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행동과 구조의 관계 방식과 정도를 ‘시간’속에서 과정의 문제’로 

이해함을 고려하여 3년전 자신과 비교했을 때 사회경제지위가 상승한 

행위자를 1, 나머지를 0으로 코딩하였으며 같은 연령대 사람과 비교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1, 나머지를 0으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로 

구성함으로써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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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수준 

 

지역수준에서는 지역의 평균 학력을 ⑨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는데 지역 

평균소득의 영향이 평균 학력의 영향일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다른 지역수준의 통제변수들로 인구밀도,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등도 

투입하였다. 인구밀도와 인구증가율은⑩  일면 사회적 갈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에 사용하였으며 인구증가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경쟁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 있기에(송복, 1997)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관찰 가능한 

지역주민의 수가 증가하게 되어 사회 비교의 빈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이보다도 국가정책전략으로 중국에서 진행된 차별적 개혁개방이 

산업화 진척과 연동되어 지역격차를 가져와 노동인구의 이동현상을 

초래하였는데 거시적 근대와 환경을 반영하는, 도시성과 연관된 지역생태 

학적 변수로 인구증가율을 투입하였음에 또 다른 의미를 두고 있다. 이외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세와 세외수입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나눈 

값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상위 정부 의존도를 의미하는데(이재무, 2014)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상위 정부에 대한 재정적인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또한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세수를 가늠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재정상태를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 

 

변인의 구성과 측정에 대해 정리하면 <표1-1>과 같고 통계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Stata 14.1을 사용하였다. 변수의 구체적 구성은 다음 <표 

1-1>과 같다. 

 

 

 

                                            

⑨  지역의 평균학력을 구하기 위해 개인의 학력을 연속변수로 변환하였다. 연속변수으로의 

변환기 준은 무학을 0, 사설 교육기관 경험이 있는지를 3, 초등학교 졸업은 6, 중학교 졸업은 

9, 고등학교 졸업은 12, 전문대 졸업은 15, 대학교 졸업은 16, 석사과정 및 그 이상 19로 변

환하였다. 이 값을 성(省) 별로 합산하고 구성원의 수로 나눈 값이 지역의 평균학력값이다. 

⑩  한보영과 강정한(2015)의 연구에서는 인구밀도의 경우, 분포 형태가 0에서 멀리 떨어진 

점을 고 려하여, 1,000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그 논리를 수용해 인구밀도

의 경우, 1,000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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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변수 구성 

구분 변수 변수 설명 

종속변수 행복 정도 5점 척도 

  1) 전적으로 불행하다 

  5) 전적으로 행복하다 

독립변수 

(개인) 

로그가구소득(연소득) = LN (연가구소득) 

(로그가구소득 평균인 10.42로 센터링) 

조절변수  

(개인) 

성별 

 

1 남성 

0 여성 

연령 응답자의 연령 

(평균 연령인 50세로 센터링) 

연령제곱 응답자의 연령 제곱 

(평균 연령인 50세로 센터링) 

혼인상태⑪ 1 생활 동반자 있음 

0 생활 동반자 없음 

당원여부 1 당파 인원 

0 무당파 인원 

종교유무 1 종교 있음 

0 종교 없음 

주관적 건강평가 3점 척도(2로 센터링) 

  1) 건강하지 않다 

  2) 보통 

  3) 건강하다 

교육수준 1 전문대 이상 

0 고등학교 이하 

호적유형 1 비농업호적 

0 농업호적 

미취업여부 1 미취업 

0 나머지 

1인가구여부 1 일인가구 

0 일인가구가 아님 

사회모임 

참여정도 

1 적극적으로 사회모임에 참여한다 

0 적극적으로 사회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 

인터넷사용 1 사용 

0 비사용 

                                            

⑪ 혼인상황에서 본 연구는 법적으로의 혼인 등기 여부 보다 동반자가 있는지 없는

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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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령대와의 

사회경제지위 비교 

1 높다 

0 나머지 

3년전 자신과의 

사회경제지위 비교 

1 상승 

0 나머지 

조절변수 

(지역) 

지역평균가구소득 성(省)별 사례들의 평균가구소득 

지역평균교육수준 연속변수로 변환한 사례들의 학력 평균 

인구밀도/1000 인구밀도(명/𝑘𝑚2)를 1000으로 나눈 값 

인구증가율 인구증가율(%) 

(당해년도 인구⑫-전년도 인구)/전년도 인구×100 

재정자립도 성(省) 단위 별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예산]×100 

*지역통제변수들 중 인구밀도, 인구증가율, 산업구성비, 재정자립도 등은 중국국가통계청 

성(省) 단위의 통계지표를 인용하였다. 

 

 

 

 

 

 

 

 

 

 

 

 

 

 

 

 

 

 

 

 

                                            

⑫ 당해년도 인구는 소속 지역 년말 상주인구(年末常住人口) 기준 데이터를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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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 모형 

 

앞에서 제시한 연구목적과 내용에 따른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7>은 본 연구의 연구모형 도식화이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연구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소득수준의 증가는 주관적 행복감의 증진을 

가져다주는지? 둘째, 소득수준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 

분산이 존재하는지? 셋째, 소득수준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의 지역평균소득과 인구증가율 수준에 따라 다르게 조절 가능한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역에 초점을 맞춰 지역평균가구소득, 지역인구증가율과 

개인가구소득의 수준 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행복감에 어떤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그림4-1>: 연구모형 

지역 인구증가율 

(조절변수) 

개인수준  사회인구학적 변수 

  사회관계변수  

지역수준  환경변수 

(통제변수) 

개인의 소득수준 

(개인수준 독립변수) 

행복도 

(종속변수) 

지역 평균소득수준  

(조절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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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1. 개인수준변수들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에서 

사용되는 개인수준 변수들에 관한 기술통계 값을 연속형·순서형 변수와 

명목형 변수로 나누어 종류별로 정리하여 보았다. 구체적 결과는 아래 

<표2-1>과 <표3-1>과 같다. 평균적인 행복수준은 3.769로 ‘보통’인 3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평균학력은 약 8.80년으로, 중등학교 졸업 

정도인, 의무교육수준 9년과 가까운 값이다.  

 

<표2-1> 연속형·순서형 개인수준변수 기술통계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행복도 9,239 3.769 0.862 1 5 

연평균가구소득 9,239 58,262.68 1688.588 1 10000000 

가구소득(로그) 9,239 10.417 0.014 0.00 16.12 

연령 9,239 49.878 0.166 18 98 

연령제곱 9,239 2,741.648 17.186 324 9604 

주관적 건강평가 9,239 2.488 0.008 1 3 

교육수준 9,239 8.803 0.048 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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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명목형 개인수준변수 기술통계 

변수 범주 빈도 
비율 

(%) 

누적 

비율 
N 

성별 
0-여자 4,539  49.13  49.13  9,239 

1-남자 4,700  50.87  100.00  

종교유무 
0-없음 8,278  89.60  89.60  9,239 

1-있음 961  10.40  100.00  

혼인상태 
0-생활 동반자 없음 1,741  18.84  18.84  9,239 

1-생활 동반자 있음 7,498  81.16  100.00  

당원여부 
0-무당파 인원 7,888  85.38  85.38  9,239 

1-당파 인원 1,351  14.62  100.00  

미취업여부 
0-미취업 3,347  36.23  36.23  9,239 

1-나머지 5,892  63.77  100.00  

일인가구

여부 

0-다인가구 8,331  90.17  90.17  9,239 

1-일인가구 908  9.83  100.00  

호적유형 
0-농업호적 5,482  59.34  59.34  9,239 

1-비농업호적(도시호적) 3,757  40.66  100.00  

교육수준 
0-고등학교 이하 7,766  84.06  84.06  9,239 

1-전문대 이상 1,473  15.94  100.00  

인터넷  

사용 

0-사용 안함 5,537  59.93  59.93  9,239 

1-사용 3,702  40.07  100.00   

사회모임 

참여정도 

0-나머지 6,692  72.43  72.43  9,239 

1-적극적으로 참여 2,547  27.57  100.00  

동연령 비교 0-나머지 8,787  95.11  95.11  9,239 

사회경제지위 1-높다 452  4.89  100.00   

3년전 비교 0-나머지 5,434  58.82  58.82  9,239 

사회경제지위 1-상승 3,805  41.18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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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수준변수들 

 

성(省) 단위의 지역별 평균가구소득수준은 약 58,961 위안이었으며 

지역평균가구소득의 최소값은 약 26,486위안, 최대값은 181,498위안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약 7배 가까이 큰 차이를 보였으며 지역 평균가구소득값은 

정규분포하였다. 지역별 사례 수는 최소값이 98, 최대값이 537이었고 

평균적으로 330개 정도의 사례를 가지고 분포하였으며 지역평균학력은 약 

8.63년으로 의무교육수준인 중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수준을 보였다. 

2013년 기준 인구밀도(/1000)는 평균적으로 2.843명/𝑘𝑚2이었으며, 2013년 

기준 인구증가율은 평균적으로 약 0.70이었고 재정자립도는 2013년 기준 약 

평균 54.34를 보였다. 

 

<표 2-3> 연속형·순서형 지역수준변수 기술통계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지역평균가구소득 28 58,955.82 6,602.547 26,485.83 181,498.2 

지역평균학력 28 8.626 0.326 6.224 12.450 

인구밀도/1000 28 2.843 0.225 1.06 5.54 

인구증가율 28 0.698 0.156 0.02 4.18 

재정자립도 28 54.342 3.690 18.229 90.746 

 

<그림5-1> 성(省)급 단위 지역별 평균 가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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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 성(省)급 단위 지역별 평균 행복도 

 

 

<그림 5-3> 성(省)급 단위 지역별 연평균가구소득과 (X) 평균 행복도(Y) 
⑬ 

 

 

                                            

⑬  지역별 연평균가구소득과 평균행복도는 CGSS2013의 개인수준의 가구소득과 평균행복도

를 기준으로 변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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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다층분석 결과 
 

1. 행복감에 대한 지역효과의 크기 

다층분석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의 변량이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독립변수 없이 실시하는 

무조건 모형으로 수식은 아래와 같다 
 

        

 

<표3-1>의 모형1에 따르면 기초모형(null model)의 분석 결과, 

지역수준의 변량인 u 는 유의도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0.001). 즉, 5점 척도로 측정된 행복감의 변량을 성(省)급 지역수준과 

개인수준으로 분리해서 분석한 결과, 성(省)급 단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행복감의 집단변량을 행복감의 총분산으로 나눈 집단 

내 상관값인 ICC(intra class correlation)은 약 0.034로 집단 변량이 

행복감을 설명하는 비율 값이 크지는 않다. 
 

         ICC = 
𝜎𝑎

2

𝜎𝑎
2

 + 𝜎𝜀
2 =

0.02354

0.02354 + 0.66549
 ≈ 0.034  

 

 

2. 행복감에 대한 개인수준 통제변수의 영향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에 선행연구에서 검토, 검증된 개인수준의 사회

인구학적 통제변수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사교활동빈도, 인터넷 사용여부 등 

사회관계 변수와 환경적 요인 변수가 포함되었다. 사회자본이나 통합 등 사

람들 간 관계, 자율성 정도, 시간에 따른 사회경제적지위 변화 등 상황적인 

환경요인은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최근 행복도 연구들에

서도 제시되어 다른 요인들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거론

되었다. 결국, 구조 속에 배태된 행위자로 사회적 관계, 개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환경요인 변화 등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통제변수에 투입하였다.  

 



 

 -45- 

<표3-1>행복감에 대한 다수준(Multilevel Analysis) 분석 

변수명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 

오차 
회귀계수 

표준 

오차 
회귀계수 

표준 

오차 
회귀계수 

표준

오차 

로그가구소득 0.10 *** 0.01 0.08 *** 0.01 0.07 *** 0.01 0.07 *** 0.01 

개인수준 변수: 사회인구학적 요인 

성별(남성)    -0.09 *** 0.02 -0.08 *** 0.02 -0.08 *** 0.02 

연령    -0.03 *** 0.00 -0.02 *** 0.00 -0.02 *** 0.00 

연령제곱    0.00 *** 0.00 0.00 *** 0.00 0.00 *** 0.00 

혼인상태    0.21 *** 0.03 0.20 *** 0.03 0.20 *** 0.03 

당원여부(당파)    0.10 *** 0.02 0.08 ** 0.03 0.08 ** 0.03 

종교유무    0.11 ** 0.04 0.10 ** 0.03 0.10 ** 0.03 

주관적 건강평가    0.22 *** 0.01 0.20 *** 0.01 0.20 *** 0.01 

교육수준    0.06 * 0.03 0.04  0.03 0.04  0.03 

호적유형(도시)    -0.05 * 0.02 -0.04 * 0.02 -0.04 + 0.02 

취업여부(미취업)    -0.02  0.03 -0.03  0.03 -0.03  0.03 

1인가구여부    -0.07 + 0.04 -0.07 + 0.04 -0.07 + 0.04 

개인수준 변수: 사회관계적 요인 

사회모임참여정도       0.11 *** 0.02 0.11 *** 0.02 

인터넷 사용여부       0.09 *** 0.02 0.09 *** 0.02 

개인수준 변수: 환경적 요인                         (사회경제적지위 비교) 

동연령대와의 비교       0.22 *** 0.02 0.22 *** 0.02 

3년전 자신과 비교       0.15 *** 0.04 0.15 *** 0.04 

지역수준 변수: 환경적 요인 

지역평균소득          -0.00  0.00 

지역평균교육수준          0.00  0.02 

인구밀도          -0.04  0.03 

인구증가율          -0.04 + 0.02 

지방자립도          -0.00  0.00 

상수 3.77 *** 0.03 3.65 *** 0.04 3.50 *** 0.04 3.77 *** 0.03 

무선효과(u0) 0.025 *** 0.023 *** 0.019 *** 0.015 *** 

ICC 0.0367 0.0361 0.0315 0.0252 

N 9237 9226 9222 9217 

***p<0.001, ** p<0.01, *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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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먼저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집단 효과를 알아보는 무조건모형

을 수행한 이후 28개 성급 단위에 의해 발생하는 분산의 양을 확인한 뒤 개

인수준의 설명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

요인이 있는지 조건모형(conditional 모형)을 통해 검증한다.  

 

개인수준 통제변수의 효과를 검증하기 전 먼저 독립변수인 가구소득이 

0.000 미만의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왔으며 개인로그가구소득의 증가는 행

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제변수인 개인수준 인

구사회학적 요인의 효과를 검증한 모형2를 관찰하면 독립변수인 로그가구소

득은 여전히 0.000 미만의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왔으며 로그가구소득이 1 

단위 증가할수록 행복도가 0.08 단위만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선 

기본모델1의 가구소득계수 0.10보다 감소한 값으로 개인 수준 사회인구학적 

통제변수들이 다양하게 추가되면서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된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개인수준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했을 때 소득수준은 여전히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동반자가 있는 사람

이 없는 사람보다, 소속 정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군중보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건강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지고 전문대 이상인 경우가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보다, 다인가구가 1인가구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여

부는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연령은 행복에 대해 곡선

효과를 보였다. 또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농업호적인 경우보다 비농업호적

인 경우가 행복수준이 더 낮고 1인가구 여부와 호적유형, 교육수준은 다른 

변수에 비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다. 

 

앞서 살핀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 개인의 사회관

계적 요인과 환경요인 변수들이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추

가로 검증하기 위하여 모델 3을 시행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만 투입하였

을때 모형2의 ICC 값은 3.61%이었으나 사회관계와 개인수준 환경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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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하는 설명변수를 투입하고 난 이후, 모형3의 ICC 값은 3.15%로 변

하였다. 이는 모형2의 ICC 값인 3.61%에서 약 12.74% 가량 줄어든 수치이

다. 

 

개인수준의 사회관계적 요인 변수와 환경적 요인 변수들은 행복감에 크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행복도가 유의미하게 높았

고 같은 연령대 사람과 비교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년 전과 비교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감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P<0.001). 그러나 통제변수를 추가로 더 투입한 모형3에서 교육수준은 행

복에 더 이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행복감에 대한 지역수준 통제변수의 영향 

 

모형4에서는 기초모형에서 검증한 바와 같이 28개 성(省)급 단위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어떤 지역 요인이 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독립변수인 가구소득은 0.000 미만의 수준에서 여전히 

유의미하게 나왔으며 지역수준 변수를 통제하여도 소득수준은 일관되게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의 

평균소득항은 개인의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처럼 보였으며 

반대로 지역평균소득과 로그가구소득의 수준간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즉 행복에 대한 

가구소득의 효과가 지역평균소득에 의해 유의미하게 조절됨을 보이는 

것으로 가구소득의 행복에 대한 영향은 지역 평균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투입된 지역통제변수 중에서 관심 있게 살펴본 변수는 거시적 근대화 

환경을 반영하는, 도시성과 관련된 지역생태학적 요인인 인구증가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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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따르면 지역 인구증가율이 높을수록 그 지역 응답자들의 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였으나(P<0.1) 뒤에서 추가로 분석될 모형, 즉 지역 

인구증가율과 개인 로그가구소득의 수준간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가졌다(P<0.001). 즉 행복에 대한 가구소득의 효과가 

지역 인구증가율에 의해 유의미하게 조절됨을 보이는 것으로 가구소득의 

행복에 대한 영향은 지역 인구증가율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외 지역의 재정자립도, 지역평균교육수준, 인구밀도 등 다른 변수들은 

행복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지역통제변수를 추가로 더 투입한 

이후 호적유형 변수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졌고 교육수준은 모형3이

후와 마찬가지로 더이상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개인수준 통제변수를 투입한 모형 3과 비교했을 때 모형3의 ICC 값은 

2.52%로, 0.000 미만 미만 유의수준에서 지역에 따른 분산량이 잔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형3의 ICC 값인 3.15%에서 20% 가량이 더욱 

줄어든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지역수준 변수를 고려한 후에는 

지역수준의 분산이 일정 부분 설명되어, 개인수준 변수를 고정시킨 이후에 

비해 ICC 값이 대폭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로그가구소득에 대한 지역평균소득의 조절효과 

 

개인은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가 아닌 주변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하기에 단순한 개인효과뿐만 아니라 행위관계망 속의 행위자로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인 관계, 개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구조적 요인 

영향을 받음을 전제할 때 Clark et al(2008)이 주장한 것처럼 개인이 행복을 

판단하고 인지하는 과정에서 절대소득(absolute income)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소득(relative income)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공감하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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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 경우 준거집단의 소득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많은 경우 준거집단 소득의 양을 독립적으로 모형에 포함시켜 그 

효과를 보거나 개인의 가구 소득과 이웃의 평균소득 간 차이를 상대소득 

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지만(Fernandez and Kulik, 1981; 강성진, 2010; 

이소라•홍기석, 2012; 임보영•마강래, 2015; 류지아, 2016) 중국사회 

연구에 제한하였을 때, 지역의 평균소득 효과 자체를 상대소득의 효과로 

보고 다층분석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한 글은 전무했다. 

 

본 글에서는 개인의 로그가구소득과 그 효과를 조절하는 성(省)급 단위 

지역주민들의 평균가구소득의 수준간 상호작용을 다층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려 했으며 그 구체적 무선절편모형을 방정식으로 구현하면 다음와 

같다. 

 

Level 1:      × (로그가구소득 - 전체평균)     

Level 2:      

     × (지역평균가구소득) 

 

주요 통제변수들과 성(省)급 단위의 지역평균소득, 로그가구소득의 수준 

간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표4-1>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독립변수인 

로그가구소득은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가짐과 아울러 지역평균소득과 

로그가구소득의 수준 간 상호작용항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개인소득수준의 증가는 곧바로 행복의 증진으로 이어지며 행복에 

대한 가구소득의 효과가 지역주민의 평균소득에 의해 유의미하게 조절되는 

것으로 보였다. 개인의 로그가구소득이 행복에 대한 양의 효과는 

지역평균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되어 가구소득효과가 준거집단인 

지역주민들의 소득수준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단위의 개인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지역의 평균소득수준이 높으면 행복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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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 지역 평균가구소득 및 인구증가율과 로그가구소득의 상호작용분석 

변수명 
모형5 모형6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로그가구소득(A) 0.07 *** 0.01 0.07 *** 0.01 

개인수준 변수: 사회인구학적 요인 

성별(남성) -0.08 *** 0.02 -0.08 *** 0.02 

연령 -0.02 *** 0.00 -0.02 *** 0.00 

연령제곱 0.00 *** 0.00 0.00 *** 0.00 

혼인상태 0.20 *** 0.03 0.20 *** 0.03 

당원여부(당파인원) 0.08 ** 0.03 0.08 ** 0.03 

종교유무 0.10 ** 0.03 0.10 ** 0.03 

주관적 건강평가 0.20 *** 0.01 0.20 *** 0.01 

교육수준 0.04  0.03 0.04  0.03 

호적유형(도시) -0.04 + 0.02 -0.04 + 0.02 

취업여부(미취업) -0.03  0.03 -0.03  0.03 

1인가구여부 -0.07 + 0.04 -0.07 + 0.04 

개인수준 변수: 사회관계적 요인 

사회모임참여 정도 0.11 *** 0.02 0.11 *** 0.02 

인터넷 사용여부 0.09 *** 0.02 0.09 ** 0.02 

개인수준 변수: 환경적 요인 

같은 연령대와의 

사회경제적지위 비교 

 

 

0.22 *** 0.02 0.22 *** 0.02 

3년전 자신과의 

사회경제적지위 비교 

 

0.15 *** 0.04 0.15 ** 0.04 

지역수준 환경요인-지역수준 변수 

지역평균소득(B) -0.00  0.00 -0.00 ** 0.00 

지역평균교육수준 0.00  0.02 0.00  0.02 

인구밀도 -0.04  0.03 -0.04  0.02 

인구증가율(C) -0.04 + 0.02 -0.05 * 0.02 

재정자립도 -0.00  0.00 -0.00  0.00 

(A) × (B) 0.00 + 0.00    

(A) × (C)    0.02 ** 0.01 

상수 3.77 *** 0.03    

무선효과(u0) 0.016 *** 0.015 *** 

ICC 0.0264 0.0254 

N 9216 9216 

***p<0.001, ** p<0.01, *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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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부터 2014년까지 개혁개방 36년간 연평균 10% 가까이의 실질 

GDP 성장을 달성으로 중국 GDP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 

2.4%에서 2015년 10.43%로 높아졌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같은 시기 

세계의 평균성장률보다 6% 이상 높은 성장률로서, 일본과 한국 

고도성장기에 비견되는 고속성장이다. 이런 지속적인 고속경제성장 

환경요인으로 개인의 가구소득효과가 준거집단인 지역주민 들의 소득수준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미래의 경제성장 상황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대적 박탈감보다 유효하게 나타나 동기부여로 작동하여 상대소득의 

효과보다도 터널효과(tunnel effect)가 작용하고 있어 소득 격차는 노력에 

대한 보상 신호로 받아들여질 경향이 보다 크다. 한편 1인당 GDP가 1만 

달러 조금 미만인 발전 도상 국가로 준거집단과의 비교보다도 절대적 

소득의 증가에 대한 기대가 더 클 수 있으며 이외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개인화 경향보다 중용(中庸)문화의 문화 환경적 

요인도 내재되어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로그가구소득에 대한 지역 인구증가율의 조절효과 

 

압축적 경제성장이라는 큰 배경이 가져온 사회적 영향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은 점진적 발전과정을 겪은 서구 사회와 

달리 거버넌스의 차별적 개방, 개발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산업화 

진척과 연동되어 지역 1인당 GDP, 1인당 GDP 성장률, 인프라 건설, 

환경오염 정도, 정부의 효율성 등 제반 요인의 차이를 가져와 지역의 

격차를 확대함과 아울러 노동인구의 이동을 동반하여 기술체계와 고용체계 

변화 또한 촉진하였다.  

 

지역 격차에 따른 소득수준과 중국인의 행복감 사이 관계 변화에 영향 

주는, 기제에 대한 세부적 토론을 진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자원의 양과 

차이를 빚어내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거시적 근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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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반영하는, 도시성과 연관된 지역생태학적 변수인 지역인구증가율과 

개인의 로그가구소득의 수준 간 상호작용변수가 분석에 투입된다. 이로써 

행복에 대한 로그가구소득의 영향을 지역 인구증가율이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며 그 구체적 무선절편모델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Level 1:      × (로그가구소득 - 전체평균)     

Level 2:      

     × (지역인구증가율) 

 

주요 통제변수들과 성(省)급 단위의 지역인구증가율 변수, 

로그가구소득의 수준 간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표5-1>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독립변수인 로그가구소득은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가져 개인소득수준의 증가는 곧바로 행복의 증진으로 이어짐과 아울러 

지역인구증가율과 로그가구소득의 수준 간 상호작용항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행복에 대한 가구소득의 효과가 지역 

인구증가율에 의해 유의미하게 조절되어 인구증가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일수록 개인의 로그가구소득이 행복에 대한 양의 효과는 증가하며 같은 

단위의 개인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인구증가율이 높은 성(省)급 지역일수록 

행복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시장경제화의 속도가 빠르고 일찍부터 개혁개방이 큰 폭으로 

진행되어 정책적 지원으로 산업화 진척이 빨라 노동시장과 고용구조 같은 

제도적 요인의 규범화로 노동인구의 이동이 활발하고 사회 인프라 여건이 

개선되어 지역인구증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개인소득이 행복에 주는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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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지금까지 성(省) 단위 주민들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한 국가 내부를 

대상으로 중국의 행복에 대한 소득의 상대적 효과를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원의 양과 차이를 빚어내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차별적인 개혁개방으로 각기 다른 근대화 변화 과정을 겪고 있는 지역 차이 

속에서 개인소득이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하여 위계선형모형의 수준 

간 상호작용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수준 분석방법은 각기 다른 수준의 변수들을 하나의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며 잔차의 독립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Raudenbush and Bryk, 2002; 이희연•노승철, 2013) 상위수준의 

변수에 관계된 사례 간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고 

종속변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수준의 변량과 집단수준의 변량으로 

나누어 설명변수의 변화에 따라 각각의 변량의 변화를 분석해주며 아울러 

개인수준과 집단수준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도 볼 수 있어 분석에 용의하다. 

 

 분석결과는 독립변수인 로그가구소득이 행복감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였고 지속적인 고속경제성장 환경요인으로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보편적인 기대를 품고 있는 중국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인민소득의 향상은 바로 행복의 증진으로 이어져 서로 다른 산업화 속도에 

따른 차별적 경제성장으로 지역의 복합적인 사회 양상에도 여전히 

독립변수인 개인로그가구소득이 행복감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사회적 관계 효과로 준거집단과의 사회비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개인의 가구소득에 대해 그 효과를 조절하는 집단수준변수인 지역평균소득 

변수와의 수준 간 상호작용 분석을 통하여 중국은 개인의 가구소득 효과가 

준거집단인 지역주민들의 소득수준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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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상황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대적 박탈감보다 유효하게 나타나는 

터널효과(tunnel effect)가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같은 단위의 개인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지역의 평균소득수준이 높으면 행복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됬다. 

  

또한, 개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고려하여 거시적 근대화 환경을 반영하는, 도시성과 관련된 지역생태학적 

변수인 인구증가율과 개인의 로그가구소득의 수준 간 상호작용 분석을 

통하여 인구증가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일수록 개인의 로그가구소득이 

행복에 대한 양의 효과는 증가하며 같은 단위의 개인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인구증가율이 높은 성(省)급 지역일수록 행복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시장경제화의 속도가 빠르고 일찍부터 개혁개방이 

큰 폭으로 진행되어 정책적 지원으로 산업화 진척이 빨라 노동시장과 

고용구조 같은 제도적 요인의 규범화로 노동인구의 이동이 활발하고 사회 

인프라 여건이 개선되어 지역인구증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개인소득이 

행복에 주는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났다. 

 

상기 연구결과는 궁극적으로 중국에서의 개인의 소득 증가는 주관적 

행복감의 증진을 가져오고 있으며 개인소득수준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이 다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지역평균소득수준과 인구증가율 

정도에 따라 차별적 조절효과를 나나냄을 다수준분석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상기 분석은 중국인의 행복을 둘러싼 기본요소와 주요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과 행복, 삶의 

질에 존재하는 쟁점을 전환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핵심과제로 간주하는 

맥락에서 성장의 변곡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시 

삶의 질을 둘러싼 중국의 사회구조적 환경이 어떻게 질적으로 변화해왔고 

변화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중국 국내에도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연구가 두루 이루어져 왔으나 

소득의 증가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행복의 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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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오는지 의견이 다분하며 대부분 분석이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고 소득 

이외 성별, 혼인 등과 같은 개별 변수 분석에 국한된 다중회귀분석 경우가 

많았다. 2013년 최신 CGSS 자료를 이용한 전국 범위의 행복감 

다수준양적분석은 그 자체로 희소 가치를 가지며, 특정한 지역이 아닌 중국 

사회 전반의 행복감 변화 추세와 그에 영향을 주는 기제에 대한 보다 

세부적 토론은 사람들이 전환기 중국의 소득과 행복도 사이 관계를 보다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이해하여 사회 전반의 변화과정을 요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시사된다. 

 

결국, 본 논문은 중층성과 복잡성이 혼재한, 산업화와 탈산업화가 

공존하는 중국사회 맥락에서 한 국가 내 서로 다른 지역에 포커스를 두어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매커니즘을 투영하는데 긍정적 작용을 하여 

서로 다른 경제성장과 시장화 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 차이가 개인적 

차원의 소득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중국사회 맥락에서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글을 통하여 간략히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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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level and happiness has been discussed 

rigorously in the academic realm. While some researchers demonstrated that 

increase in one’s income leads to higher level of happiness (Diener, 1985; Ball 

and Chernova, 2008; Di Tella et al, 2003; Hagerty and Veehoven, 2006; Sacks, 

Stevenson and Wolfers, 2008, 2013; Inglehart et al, 2008), Richard Easterlin 

(1976) pointed out that economic growth of a nation does not necessarily 

result in increase in the happiness of its citizens. As the previous researches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level and happiness at the individual 

and national levels suggest, economic conditions have an ambivalent 

relationship with happiness, as it may not influence one’s happiness 

whatsoever while it is essential for the pursuit of happiness. In attempts to use 

HLM(hierarchical liner model) to uncover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happiness,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ve effect of income on 

happiness of people in China. During the 36 years of reform from 1978 to 

2014, China has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as demonstrated in the 

average annual increase in real GDP close to 10%. However, economic 

reforms were concentrated on specific regions such as eastern coastal areas of 

China. This in turn led to regional gaps in terms of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the coexistence of industrialization, de-industrialization,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processes in one country.  

 

Understanding the consequences of the discriminative reform policy, this 

paper aims to study whether regional differences have impa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ne’s income and happiness. Therefor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individual income on happiness u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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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from the 2013 China General Social Survey. Specifically, it utilizes a 

hierarchical linear model to demonstrate how the effect of individual income 

(Level 1) on personal happiness defers by regional average income and the 

rate of population growth (Level 2). The statistical analysis reveals three major 

findings. First, increase in income at the individual level leads directly to higher 

level of happiness despite of the regional differences. This paper argues that 

this relationship is attributed to the Chinese people’s optimistic expectations 

that high-speed economic growth will make tomorrow better. Second, the 

effect of personal household income on happiness is positively influenced by 

the regional average income and happiness of Chinese people in the 

transitional period can be explained by the tunnel effect on happiness. Because 

of the sustained high-speed economic growth, Chinese people today have 

optimistic expectations for future economic growth in China, which makes 

the theory of relative deprivation ineligible. Third, the discriminative reform 

policy leads to economic disparities among regions, which then results in labor 

migration. The labor migration affects regional population growth rate that 

in turn positively influences the effect of individual household income on 

happiness. There is greater effect of individual household income on happiness 

in the regions with higher population growth rat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concludes that individual income levels have different effects on 

happiness depending on the region of residence when there is large variance 

in the regional economic levels. 

 

Keywords: happiness, income, Chinese reform policy, regional differences, 

interaction effects, hierarchical lin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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