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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erlin의 역설이 촉발한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

에 대한 보완적 관심이 필요하다. 인간의 사회적 지위경쟁 욕구를 고려하여 사회계층의 효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객관적 지표의 한계를 보완할 주관적 인식 및 지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이다. 이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되, 사회계층을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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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주관적 계층의식의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 계

층변수의 하위요소별로 세분한 분석에서는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 간의 ‘격차’가 행복의 주

요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결과는 객관적 계층 외에 주관적 계층의식과 양자 간 

괴리가 중요요인임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는 데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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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제 성장이 행복1)을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행복 연구의 오랜 논쟁거리이다. 

한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고속성장으로 최단기간 내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으나, 이

런 성장에도 불구하고 행복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성장이나 소득이 행복

에 미치는 절대적 영향력을 인정하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나,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을 

종합해보건대 대체로 경제적 성과가 행복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우세하

다. 성장이 행복을 담보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행복이 공공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런 점에서 최근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에서도 행복이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

고 있다.2)

그렇다면 객관적, 절대적 소득의 증가에도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학자들은 행복에 미치는 ‘사회적 관계’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Diener et al., 2004; 

Layard, 2005).3) 즉,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인지되는 ‘평가’가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상대적 우위’에 서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진 ‘지위(status) 경쟁’을 하는 존재

라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 절대적 조건이 그 자체로 의미 있다기보다, 조건에 대한 

해석, 특히 사회 내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식하는가가 행복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복이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이라는 점에서 평가와 해석, 인식의 

중요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 내에서의 개인의 상대적 위치

를 말하는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게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정체, 양극화의 심화, 사회이동성의 저하 문

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은 점차 분배의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사회계층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4) 이런 점에서 행정학, 정책학 분야에서도 ‘사회계층’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1) 행복(happiness)은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느끼고 평가하는가와 관련된 문제로, 자신의 삶 전

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Veenhoven, 1999), 혹은 현재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평가

(Graham, 2011)로 볼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삶의 질(quality of life),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등을 상호 밀접한 유사개념으로 보고 교차적으로 사용하

고 있다(Graham, 2011) 

2) ‘해피수원시’, ‘해피700평창군’ 등과 같은 명칭들이 지방정부 브랜드로 사용되는 등 행복에 대한 정부

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승종 외, 2013).

3) 행복의 영향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고, 환경적 요인은 다시 사회경

제적 요인과 정치 제도적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4) 한국의 경우, 아직은 이해관계 균열에 의한 사회계층 갈등이 표출되는 단계는 아니나, 향후 사회계층 

간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는 기존 연구의 평가가 있다(안상훈, 2014).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을 중심으로 3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행복 연구의 깊

이를 더하고, 사회계층을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 측면으로 구별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행복의 상대성 논쟁’으로부터 연구문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기존 

문헌에 근거하여 가설을 도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연구센터의 ｢2014 정부 역

할과 삶의 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

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Ⅱ. 행복의 상대성 논쟁과 연구문제

1. 행복의 상대성 논쟁

본 연구는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쟁에 주목한다.5) ‘Easterlin의 역설

(The Easterlin Paradox)’로 촉발된 이 논쟁은 객관적 조건인 소득의 증가가 행복을 증대

시키는가에 대한 것이다. 1974년 Easterlin6)은 19개국의 서베이 자료(1946년~1970년)를 

분석하여, 횡단면 분석의 경우, 소득과 행복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나, 시계열 분석

의 경우, 국내총생산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평균적 행복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는 물질적, 양적 성장이 행복(효용, 후생)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기존의 암

묵적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써 이후 본격적인 행복 연구를 촉발시켰다. 즉 실제 

이 주장이 맞는지(행복의 상대성 논쟁7)), 또 이 주장이 옳다면, 왜 소득의 증대에도 행복

이 증가하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행복의 상대성 논쟁은 Easterlin의 주장처럼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소득의 

5) 이 논쟁이 의미 있는 이유는 첫째, 자명한 선(self-evidently good)이자 목표인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어(Layard, 2005), 생산중심의 발전패러다임이 갖는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beyond GDP’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흐름을 촉진시켰고, 둘째, 객관적 조건이 행복으로 연결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설명하

려는 과정에서, 행복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는 데에 있다. 즉, 행복은 객관적 

조건의 충족만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객관적 조건이 작동하는 내적 과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6) Easterlin은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거의 최초의 경제학자로 평가받고 

있다(문진영, 2012; Oswald, 1997).

7) Easterlin의 1974년 논문 발표 이후,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인지 상대적인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었는데, 본 논문은 이 논쟁을 ‘행복의 상대성 논쟁’이라 칭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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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가 행복의 증가를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과, 소득의 증가는 행복을 증가시킨다는, 

즉 소득의 증감이 행복의 증감에 미치는 절대적 영향력을 인정하는 주장 간의 대립을 

말한다. 소득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학자들(Easterlin, 1974; Inglehart et al., 2008; 

Layard, 2005; Luttmer, 2005)은 그 이유를 타인과의 비교(social comparison)나 적응

(adaptation) 등으로 설명하고, 소득의 절대적 영향력을 인정하는 학자들(Hagerty et al., 

2003; Veenhoven, 1990)은 타인과의 비교나 적응으로 변할 수 없는 생래적이고 필수적

인 욕구(needs)를 들어, Maslow(1970)의 욕구이론에서처럼 욕구가 더 많이 충족될수록 

더 행복해 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두 주장 간의 대립은 다양한(대상, 기간, 새

로운 개념8)) 실증연구 결과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처럼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Veenhoven(1990)

의 주장처럼 비교나 적응으로 바뀌거나 채울 수 없는 욕구를 인정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한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유래 없는 경제 성장을 보였지만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정도는 

전 세계에서 그리 높지 못한 실정이다(구교준 외, 2014; 김윤태, 2010; 문진영, 2012; 우

창빈, 2013)이다.9) 

그렇다면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즉, 행복의 

상대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첫째, ‘불행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의 증가’, 둘째, ‘생

활수준에의 적응’, 셋째, ‘타인과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서고 싶은 인간의 욕구

(지위경쟁 욕구)’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소득이 증가한 시기에 불행감을 증가시키는 요인들 또한 증가하여, 소득의 증가

에도 행복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불행감을 증가시키는 요인

들로는, 실업, 범죄, 가정 붕괴의 증가로 인한 ‘사회 안정성’의 하락, 사회의 이동성과 

익명성의 증대에 따른 ‘신뢰’의 하락,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병’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Graham, 2009; Layard, 2005). 

둘째,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여 행복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곧 새로운 ‘삶의 

수준에 적응(adaptation)’하여, 결과적으로 개인의 행복수준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8) Veenhoven과 Hagerty는 2006년 Easterlin의 비판에 대한 반론을 펴는 논문에서 ‘행복한 인생 햇수

(Happy Life Years)’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는 소득이라는 변수가 이론적으로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는데 반해, 행복이라는 변수는 최고점수(척도에 의거)의 한계가 있고, 따라서 행복 변수의 변동 폭

이 작고, 그마저도 오르내림이 있어, 행복을 대신할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문진영, 2012:65).

9) 유엔이 2016년 3월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157개국 중 58위로 작년보다 11단계 

낮아졌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같은 객관적 지표는 좋은 편이지만 주관적 행복감은 다른 나라보

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16. 6. 15; 정해식,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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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즉, 습관의 형성(habit formation)으로 개선된 삶의 수준에 적응이 일어나고, 기

대수준도 함께 높아져, 절대소득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행복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행복의 수준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말하는 

Brickman and Campbell(1971)의 ‘쾌락의 쳇바퀴(hedonic treadmill)’개념이나 일정 소

득 이상이 되면 행복 적응(happiness adaptation)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득이 부가되어도 

더 이상 행복은 증가하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 적응기대감(adaptive expectation)(문진영, 

2012)으로 설명될 수 있다.

셋째,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드러나

는 ‘인간의 지위경쟁 욕구’로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우

위에 있을 때 만족감, 행복을 느끼게 되며, 이때의 지위 경쟁 욕구는 인간 본성이라는 

것이다(Frank, 2011; Graham, 2009; Layard, 2005). 즉 행복은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의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수준에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Clark et al., 1996; Frank, 2005; Layard, 2005; Luttmer, 2005), Veblen(1899)의 ‘과시

적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나 Dusenberry(1949)의 ‘상대소득 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과 맥을 같이 한다(우창빈, 2013). 그런데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

한 사회적 지위 경쟁은 본질적으로 제로섬(zero-sum) 게임의 성격을 띠어 행복을 감소

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를 Hirsh(1976)의 지위재(positonal goods)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Hirsh는 한 사회는 물질재(material goods)를 공급, 확산시켜주는 경제성장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특정 지위를 둘러싼 지위재의 중요성이 증대된다고 한다. 가치가 거의 

전적으로 타인의 선호에 의해 결정되는 지위재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해서, 재화와 서비

스의 전체 공급량을 늘리는 것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과 

절대 소득의 증대에도 전 사회 구성원이 더 행복해지지는 못하는 원인이 된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타인과의 비교’, ‘사회적 지위에 대한 경쟁’ 측면을 보면,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

며, 개인의 행복도 사회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와 평가에 좌우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

게 된다. 이때 사회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는 객관적 조건 측면뿐만 아니라 주관적 인식 

측면까지를 포괄한다. 객관적 조건 상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주관적 인식은 다를 수 있

고,10) 행복은 객관적 지위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지위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 때문에 객관적 사회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의 부조응(일치성) 문제가 사회계층연구의 주요 주제이

기다 하다(Vanneman et al.,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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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행복에 있어 객관적 조건 측면만이 아니라 주관적 인식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

할 때, 객관적 지표, 물질적 요인 못지않게 주관적 지표, 심리적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윤태, 2010; 신승배, 2015; 장승진, 2011; 한준 외, 2014; Easterlin, 1995; 

Johnson et al., 2006; Stiglitz et al,. 2009). 객관적 지표는 개인의 평가와는 독립적인, 

사회적 사실을 제시하는 통계이고, 주관적 지표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평가를 측정한 값이다(한준 외 2014:5). 주관적 지표의 정책과정에의 왜곡 가능성, 과학

적 관리에 야기할 수 있는 비합리성이 문제시 될 수 있지만, 행복이 주관적 만족감이라

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에 의해 주관적으로 인식되고 경험된 주관적 지표를 행복연구에

서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한준 외 2014:5). 만약 측정 결과가 객관적 지표와 어긋난다면 

그것은 측정의 오류가 아닌, 그 자체로서 공중의 선호를 반영한 것으로서, 주관적으로 

측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음을 방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11)(한준 외, 2014:6). 또한 

객관적 조건의 향상이 행복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행복에 미치는 주관적 의식, 

지표의 영향력을 검토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양자간 상대적 중요성 그리고 양자 간 격차가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주목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 문제의 도출

11)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행복 연구에 있어,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주관적 웰빙)에 대해 모두 활용

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 반해, 네덜란드만이 객관적 지표를 고수하고 있다(한준 외,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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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사회 내의 상대적 지위를 나타내는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특히, 

사회계층을 객관적 조건으로서의 사회계층과 주관적 인식으로서의 사회계층으로 나눌 때, 

이 둘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측면의 사회계층이 행복

에 더 영향을 미치는가? 아울러 객관적 조건으로서의 사회계층과 주관적 인식으로서의 사

회계층의식 간의 ‘격차’가 독자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가? 행복에 미치는 주관적 인

식이 중요하다면, 실제와 인식과의 격차도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분석

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Ⅲ. 사회계층과 행복

1. 객관적 조건 및 주관적 인식으로서의 사회계층 

사회계층은 사회 내의 개인과 집단을 구분하는 개념으로, 그 구분과 접근법은 다양하

다. 대표적인 접근법으로 계층의식의 형성배경에 대해 생산관계에 입각한 ‘마르크스주

의적 시각’과, 소득, 직업, 교육 등의 사회경제적 시장자원의 보유 수준을 강조하는 ‘베버

주의적 사회계층이론’의 구분이 있다(이병훈 외, 2006:114; 장상수, 1996; Vannenman 

et al,, 1977). 한국의 경우 서구와 같이 노동자들의 배타적 지지에 기반 한 거대 노동자 

정당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규모의 노동계급도 존재하기 어렵다는 특성상, 마르크스적 

계급 개념보다는 베버의 지위집단으로서의 개념이 유용한 접근법으로 보인다(강원택, 

2014:67-68). 즉, 한국의 경우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초점을 둔 계급이나, 단순한 소비

수준을 의미하는 소득계층보다는 비경제적인 요소(생활양식이나, 교육, 직업적 위신 등)

를 고려하는 베버의 지위집단 개념이 더 적실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강원택, 2014; 이재

열, 2014; 조동기, 2006; 홍두승, 2005). 따라서 본 연구도 경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비경

제적 요소를 포함하며, 공동체 내에서의 지위에 주목하는 베버의 지위집단 개념에 근거

하여 사회계층을 본다.

한국에서 사회계층연구는 ‘계층구조’에 집중되어 있었고,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한 연

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지만(김병조, 2000), 최근 주관적 계층의식에 주목하는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관찰가능하고 분해가능한 객관적 조건만으로 계층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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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것에서 벗어나, 포괄적이며 주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의 인식에 주목

함으로써, 계층의 의미나 실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금현섭 외, 2011: 62). 

객관적 사회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에 관한 사회계층연구는 크게 양자간 ‘일치성’에 

관한 연구와 ‘주관적 계층의식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 대별된다. 

먼저 ‘일치성’ 연구의 경우, 객관적 사회계층과 주관적 계층인식간에는 높은 상관성은 

있지만(Vanneman et al., 1987)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결론이다.12) 

이때 ‘객관적 계층’은 소득, 교육, 주거, 직업 등 사회계층의 객관적 지표를 통해 추출되

며, ‘주관적 계층의식’은 주로 사회의 계층구조 속에서 자신이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

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등 차이를 보인다(금현섭 외, 2011; 윤인진 

외, 2008; 이병훈 외, 2006). 양자 간 측정이 일치하지 않는 한,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

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을 나누어 파

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객관적 사회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서로 독자적 영역의 개념임에도 불구하

고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객관적 사회계층 요소들이 주관적 계층의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주관적 계층의식의 결정요인’ 연구의 경우, 국내외를 불문하고 소득, 교육, 

주거 등(객관적 계층지표)을 주관적 계층의식의 결정요인으로 제시한다13)(김경동 외, 

1983; 장상수, 1996; Jackman et al., 1983; 신광영, 2003; 이병훈 외, 2006). 이때 객관

적 계층이 주관적 계층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 교육, 직업 등 위계적으로 구조

화된 체계로서의 객관적 사회계층이 각기 다른 삶의 기회와 생활양식을 낳고, 이를 통해 

개인의 가치관, 사회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윤인진 외, 2008; 

Kriesberg, 1963; Matras, 1975; Turner, 1984).

이처럼 객관적 계층과 계층인식 간에는 상당 부분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격차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격차가 있는 한, 양자 간 상대적 중요성이나 격차의 

크기가 행복수준에 대하여 갖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12) 우리나라의 경우, 객관적 지표를 통해 추출되는 중간계층의 비율보다 중간층 귀속의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실제보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어느 정도 과대평가되고 있는데(홍두승, 

1983:184), 이는 사람들이 사회의 계층구조 속에 자신을 중간에 위치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심리

학적 설명과 개개인이 자원이 유사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들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자신

의 계층위치를 파악하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상호작용 요소로 설명되고 있다(김병조, 2000).

13) 연구마다 이들 지표 간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Jackman 

et al.(1983)은 직업>소득>교육 순서를, 국내의 다수 연구 결과(김병조,2000; 서광민 2009; 조동기, 

2006)들은 소득>교육>직업 순으로 영향력이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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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의 관점에서 사회계층을 실증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개념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학자들(강원택, 2014; 이재열, 2014; 조

동기, 2006; 최인철, 2014)이 활용하고 있는 홍두승(2005)의 중산층을 분류하는 기준을 

준용하도록 한다. 홍두승(2005)은 중산층 판별을 위해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을 구

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객관적 판별기준으로 ‘직업’, ‘소득’, ‘자산(주택)’, ‘교육’을, 

주관적 기준으로는 ‘중산층 귀속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학자마다 연구의 목적과 자료의 한계를 감안하여 조금씩 상이한 개념화를 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을 크게 ① 소득, ② 교육, ③ 주거 측면으로 구성하고, 각각에 

대해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계층의식으로 구분하여 분석 한다.14) 또한 조건과 인식간의 

차이 변수를 생성하여 ‘격차(불일치의 정도)’ 변수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도 함께 검토

하고자 한다. 이런 분석 방법은 기존 연구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음을 다음의 <표 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 사회계층15)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

년도 연구자

사회계층

비고
객관적 사회계층

주관적
계층의식

격차
소득 주거 교육

직업
(고용)

2008 윤인진 외 ● ● ● ●
2010 강성진 ● ● ● ● 거주 지역 평균소득 고려
2011 장승진 ● ● ● ● 격차변수: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
2013 이양호 외 ● ● ● 가정경제/정치상황만족도 변수 활용
2013 최 령 외 ● ● ● ●
2014 한 준 외 ● ● ●
2014 구교준 외 ● ● ●
2014 이현국 외 ● ● ●
2014 최인철 ● ● ● ● ●
2015 박종선 외 ● ● ● ● ●
2015 서인석 외 ● ●
2015 신승배 ● ● ● ● 일/가정생활/가계경제 만족도 변수 활용

15)

14) 다만 객관적 판별 기준에서 ‘직업’이 중요한 요소(강원택, 2014; 윤인진 외, 2008; 이재열, 2014; 

조동기, 2006; 홍두승, 2005)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데이터에는 직업 측면에서의 ‘객관적 계층’

에 대응할 (직업에 대한) ‘주관적 계층 의식’ 자료가 없어, 사회계층의 구성요소로 ‘직업’을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를 통제변수로 활용함으로써 문제를 보완하고자 한다. 

15) 정확하게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최인철(2014)의 연구뿐이다. 최인철

(2014)의 연구는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사회계층의 구성요소별로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 변수를 함께 매칭 시켜 고려한 점에서도 유사하다. 또한 사회계층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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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에 입각하여 본 논문은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그리고 양자 간 격차가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자료에 의하여 분석

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객관적 및 주관적 계층의 하위요소별로 행복수준과의 연관성

도 아울러 분석한다. 이 같은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다음과 같이 차별화된다. 첫째, 기존 

연구는 행복요인으로서의 ‘사회계층’에 접근함에 있어서 부분적 접근을 하는 한계를 보

인다. 대개의 연구는 객관적 사회계층의 구성요소인 소득, 교육, 주거, 직업 등을 별개의 

행복 영향요인으로 다루면서, 이들을 통합적 상위 개념인 사회계층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는다. 다른 일부 연구가 ‘주관적 계층의식’을 단일의 지표(“한국 사회에서 나의 위치”)

로 다루고는 있으나 대신 그 구성요소(소득, 주거, 교육, 직업 등)별 분석을 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계층 차원 및 계층의 하위요소별 분석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편린성을 보완한다. 둘째, 본 연구는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간 격차를 측정

하여 행복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일부 연구에서 객관적 계층과 계층인식 간 ‘격차’에 대

하여 접근하고 있지만 격차변수를 독자적인 설문문항을 통해 추출하면서 실제로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간의 격차를 측정해내지는 못하고 있다.16) 즉, 설문문항으로 추출한 

‘격차’변수는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 사이의 격차라기보다, ‘격차에 대한 인식, 평가’ 

변수라는 데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격차와는 거리가 있다. 

2. 연구 가설

행복의 결정요인 연구들이 지목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소득, 교육, 직업, 주거라는 점

에서 기존 연구는 사회계층의 ‘객관적 조건’ 측면을 다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객관적 조건으로서의 사회계층은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행복과의 관계가 입증되

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Easterlin의 역설 논쟁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소득’은 절대소득, 상대소득 

측면에서 행복의 주요 변수로 다뤄져왔다(최말옥 외, 2011; Diener et al., 1995; 

Easterlin, 1974; Frey et al., 2002; Graham, 2009; Layard, 2005). ‘교육’도 행복의 주요 

로 소득, 재산, 교육, 직업을 모두 고려하였다는 점에서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객관적 사회계층과 

주관적 계층인식 사이의 ‘격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고, 기타 ‘데이터’와 ‘행복 측정 방식’에서도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16) 객관적 사회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 간의 격차를 본 연구에서와 같은 의미로 다루는 연구로는 한준 

외(2014)연구와 백종선 외(2015) 연구가 있다. 한준 외(2014) 연구는 소득측면에서의 격차이며, 격차

의 ‘방향’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박종선 외(2015)의 연구는 본 연구와 같이 격차의 ‘정도’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소득측면만을 다루며, 자신과 타인 사이의 격차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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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일반적으로 정(+)의 관계에 있다(최말옥 외, 2011; Campbell, 1976; Helliwell et 

al., 2004; Graham, 2009; Oswald, 1997)는 연구가 일반적이다. ‘주거’는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생활수준과 불평등수준을 가늠하는 핵심자료로 볼 수 있다는(이병훈 외, 2006) 

점에서 더욱 주목되는데, 주거형태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연구가 있다(최말옥 

외, 2011; 최인철, 2014). 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객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행복이 높아질 것이다.

‘객관적 계층(소득, 교육, 주거)’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 못지않

게, 비교적 최근에는 행복의 영향요인으로서 ‘주관적 계층의식’에 주목하는 연구가 나타

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서 Oshio et al(2011)는 중국,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에서 계층의식이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이지은 외, 

2014). 이처럼 주관적 계층의식이 행복의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신승배, 2015; 윤인진 외, 2008; 이병훈 외, 2006; 한준 외, 2014). 이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행복이 높아질 것이다.

사회계층의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 

Campbell 외(1976)가 있다. 그는 사람은 객관적 환경이 아니라 그가 인지한 환경에 반응

한다고 하면서, 객관적인 조건보다는 그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행복과 더 강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Mammen(1980) 역시 ‘소득’(객관적 지표)보다는 ‘소득의 적정성’(주관적 

지표)에 대한 판단이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한다. 국내연구에서도 유

사한 결론을 내고 있는데, 구재선 외(2011)는 객관적 소득 즉, 소득 자체보다는 소득에 

대한 개인의 평가가 행복과 더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객관적 삶의 여건보다 

심리적 요인이 행복을 더 잘 설명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 

간의 상대적 영향력 검증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3: 객관적 계층보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 간의 격차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관한 연

구는 드물며, 격차(실제와 인식의 불일치)의 ‘방향’측면에만 연구가 한정되어 있다.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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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객관적 소득계층에 비해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경우(하향 불일치) 삶의 만족 수준

이 낮다는 연구(한준 외, 2014),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의식이 실제 객관적 소득계층

보다 높은 경우(상향 불일치) 서로 일치하는 집단보다 주관적 건강이 더 양호하다고 밝

히는 연구(박지은 외, 2015)가 그 예이다.17) 본 연구에서는 격차의 방향이 아니라 격차의 

‘정도’에 따른 행복의 효과를 탐색할 것이다. 실제와 인식의 불일치가 크다는 것은 왜곡

된 인지나 방어적 심리 기제가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 행복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도록 한다. 

가설 4: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 간의 격차가 클수록 행복이 낮을 것이다.

<표 2> 연구 가설

사회계층의 영향력

H1
객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행복이 높아질 것이다.
:소득, 교육, 주거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이 높아질 것이다.

H2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행복이 높아질 것이다.
:소득, 교육, 주거에 대한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행복이 
높아질 것이다.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의
상대적 영향력

H3
객관적 계층보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 간의 
‘격차’의 영향력

H4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 간의 격차가 클수록 행복은 
낮을 것이다.

Ⅳ. 분석 자료와 연구 설계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연구센터에서 실시한 ｢2014 정부 역할과 삶의 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이하 국

민인식조사)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데이터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부의 역할과 범위

17) 계층의 상향불일치나 하향불일치가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낙관수준’에 따른 심리적 반

응이라는 견해(Rasmussen et al., 2009)가 있는 반면, 객관적 조건이 우세하여 객관적 조건과 주관

적 인식간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Boehm et al., 2015)이 

있다. 다만 이런 계층 불일치가 어떤 방향으로든 행복과 관계가 있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여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계층 불일치를 구분한 분석은 필요하다 할 수 

있다(박지은 외, 20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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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엇이며, 이러한 판단이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책수요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국민인식조사 데이터는 ‘삶의 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부분과 ‘중산층과 불평등

에 의한 의견’을 묻는 부분에서 행복, 중산층에 대한 기준 및 스스로의 계층의식에 관한 

다수의 설문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전의 데이터들이 주관적 계층의식을 단일의 

항목으로 묻고 있는 데 비하여, 본 데이터는 소득, 금융, 주거, 교육 수준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계층(귀속) 의식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 적합하

다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

였으며, 표본크기는 유효표본수 총 5,940명이다. 조사방법은 1:1 면접 조사였으며, 표본

추출방법은 다단계 층화집락 표본추출법으로 총 4단계에 걸쳐 선정, 조사되었다. 표본오

차는 95%신뢰수준에서 ±1.3%p이며, 조사기간은 2014년 10월 2일부터 2014년 11월 24

일까지 약 54일간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한

국갤럽조사연구소에 위탁하여 진행되었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행복

행복 측정은 여러 기관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어 왔는데, 크게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는 경우와 여러 문항으로 측정하는 경우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세계가치조사

(World Value Survey)나 영국 통계청(ONS)의 조사가 있고, 후자의 경우, OECD에서 제

안하는 주관적 행복측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UN 세계 행복보고서가 있는데, 이 경우 

주관적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만족감, 정서경험, 의미경험의 3가지 측면을 동시에 

측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을 “귀하는 요즘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라

는 설문문항, 즉 단일 문항으로 측정한다.18) 기존 문헌의 다수가 단일 문항으로 행복을 

18) 주관적 판단에 의거한 행복의 측정은 진정한 행복의 수준과 별개로 심리적인 방어기제(ego 

defense)나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에 대한 고려로 부정확한 대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

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행복)에 대한 응답은 상당한 정도

의 개인 내 안정성과 개인 간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장승진, 2011). 그리고 주관적 

판단 역시 다양한 삶의 질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생활환경의 변화와 상식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점 등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Diener et al., 1999; Frey et al., 

2002; Kahneman et al.,, 2006; Layar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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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고 있으며(김병섭 외, 2015; 신승배, 2015; 이현국 외, 2014), 단일 문항으로 측정

하여도 신뢰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이현국 외, 2014). 측

정에는 11점 척도( Ⓞ 전혀 행복하지 않다 ↔ ⑩ 매우 행복하다)가 사용되었다. 

2) 독립변수

앞서 언급하였듯, 독립변수인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의 조작적 정의

는 홍두승(2005)의 중산층 판별을 위한 분류 기준에 근거 한다.19) 홍두승(2005)의 중산

층 판별기준은 <표 3>와 같으며,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부분은 짙은 음영으로 구분하였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홍두승(2005)의 중산층 분류 기준 

기준 차원 주요변수

객관적

경제적

생산･소유관계 직업
명칭

종사상의 지위

소비･경제수준
소득 가구소득

자산 금융, 부동산(-> 주택)

사회 문화적
학업성취 교육

양(교육 년 수)

질(학교의 명성)

문화 중산층 문화

주관적 귀속의식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

 출처: 홍두승(2005:96-97) 표5-2 재구성

(1) 독립변수 1 : 객관적 계층

① 소득 측면에서의 객관적 계층

소득 측면에서의 객관적 계층은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 달 평균 총수

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임대소득, 예금이자 등을 모두 포함한 가구 월평균 총수입을 말

씀해주십시오.” 문항으로 측정한다. 측정은 총 15개 구간으로(① 월 49만 원 이하부터 

~ ⑧ 월 350 ~ 399만원까지는 49만원 단위로, ⑨ 월 400~499만원부터 ~ ⑮ 월 1,000만 

원 이상은 99만원 단위로) 구성되었다. 

19) 홍두승(2005)이 제시한 객관적 기준 중에서도 주관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교육의 질’과 ‘중산층 문

화’는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으나, ‘객관적 계층’의 경우 객관적 지표로 추출된 사회계층 조작화가 

필요한 것이기에, 주관적 판단을 필요한 요소를 제외시키는 것은 합당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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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 측면에서의 객관적 계층

교육 측면에서의 객관적 계층은 “귀하가 최종적으로 졸업한 학교에 대해 답해 주십시

오. 재학 중인 분은 현재 다니고 계신 학교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으로 측정

한다. 8개 척도(① 미취학 ~ ⑧ 대학원 박사 이상 졸업(재학))로 구성되어있다.

③ 주거 측면에서의 객관적 계층

주거 측면에서의 객관적 계층은 “귀하의 가구 및 가족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택보

유 여부” 문항으로 측정하며, 척도는 4개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반전세), ④ 기타(적

을 것: ))로 구성되었다. 분석에서 ④ 기타(n=30)는 ③ 월세(반전세) 문항과 합쳐서 처리하

였고, 다른 변수들과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역부호화하여 분석하였다. 

④ 단일지표로서의 객관적 사회계층: 객관적 ‘통합 사회계층’

앞서 언급하였듯, 본 연구는 사회계층의 구성요소를 소득, 교육, 주거로 보고, 각 구성

요소별로 분석한다. 그러나 소득, 교육, 주거 정보를 통합한 ‘단일지표로서의 사회계층’

(이후 ‘통합 사회계층’)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소득, 교육, 주거 정보를 일정한 기

준에 의거하여 통합한 단일 지표로서의 사회계층 변수를 생성한다. 이 또한 객관적 조건

과 주관적 의식으로 나눠 분석한다.

본 연구는 홍두승(2005)의 중산층 산출 방식에 의거해 사회계층을 크게 3개(상,중,하)

의 계층으로 분류한다. 기본적으로 소득수준, 교육수준, 주택보유 상황을 고려하여, 중산

층 점수를 구한 후, 점수를 기준으로 사회계층을 분류한다. 여기서는 여러 선행 연구 및 

본 데이터의 중산층 기준에 대한 설문 문항을 고려하여, 소득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 1점, 교육의 경우 전문대 이상 1점, 주거의 경우 자가 보유에 1점을 주었

고, 합산해서 3점인 경우 ‘상’, 2점인 경우 ‘중’, 1점 이하의 경우를 ‘하’로 구분했다.20) 

20) 중산층 조작적 정의에 관한 논의는 ‘한국 중산층의 개념화를 위한 시도’(한상진, 1987) 논문을 시작

으로 본격화 되었고, 이후 대체로 홍두승 교수가 제안한 기준, 즉 소득, 교육수준, 주택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절충하는 방식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이재열, 2014:125). 그럼에도 중산층 산

출 방식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학계에 합의된 기준이 없다. 합의된 중산층 산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본 연구의 경우, 본 연구의 데이터의 설문문항 중 “귀하가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을 응답해 주십시오.”를 이용하여, 응답자들이 스스로 평가

하는 중산층의 기준을 근거로 삼았다. 소득의 경우, “세후 한 달 월 소득( )만원 정도”라는 응답의 

평균값인 528.7만원을 고려하여,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으로 기준을 설정하였고, 교육의 경우, 

“교육수준 –1) 고졸이상, 2) 전문대졸 이상, 3) 4년제 이상, 4) 석박사 이상”설문 응답의 평균값인 

2.38을 고려하여 ‘전문대졸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주택의 경우, 아파트 평수와 매매가 기준 설문 

응답 값을 활용하고 싶었으나, 주택에 관한 평수, 매매가 정보가 없고, 거주 주택유형(자가, 전세, 



16 ｢행정논총｣ 제55권 제1호

<표 4> 본 연구의 객관적 사회계층 분류 방식

기준 차원 변수 측정 사회계층점수 사회계층 판별

객관적

경제적
(소비･경제수준)

소득 소득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 -> 1점
소득+주거+교육

합산 기준
1점 이하 -> 하

2점 -> 중
3점 -> 상

주택 자가 보유 여부 자가 -> 1점

사회･문화적 교육 교육 년 수 전문대졸 이상-> 1점

(2) 독립변수 2 : 주관적 계층

① 소득/교육/주거 측면에서의 주관적 계층의식

대부분의 연구는 주관적 지표로 ‘주관적 계층의식’을 단일 설문문항으로 구성, 측정하

고 있다(신승배, 2015; 윤인진 외, 2008; 최령 외, 2013).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할 데

이터는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해서도 소득, 교육, 주거 각각에 대한 정보를 모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계층 구성요소별로 각각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을 분리

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소득/교육/주거 측면에서의 주관적 계층의식은 “다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귀하는 한

국사회에서 다음 사회계층 중 어디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문항에서 ‘월 소득 수준’/‘교

육수준’/‘주거수준’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9개 척도(① 하의하 ~ ⑨ 상의상)로 구

성되어 있다.

월세(반전세), 기타) 정보만 활용할 수 있어, 여기서는 ‘자가 보유’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중산층 산출 방식에 합의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중산층 산출 기준들은 연

구 목적과 가용 데이터의 한계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다. 또한 이들이 적용한 기준들은 연구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기준을 차용하는 것보다 응답자 스스로 중산층의 기준을 

제시한 문항 결과를 따른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선정 기준이 기존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는 다음의 선행연구에서의 중산층 산출 기준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월소득의 경우 홍두

승(2005)은 도시가구 월평균소득의 90%를 기준으로 삼았고, 조동기(2006)는 월가구소득 300만 원 

이상, 가장 최근 연구인 이재열(2014)의 경우 월평균소득 400만원을 기준으로 1점을 부여하고 있

다. 교육의 경우 홍두승(2005)은 대학교육을 받은 정도, 조동기(2006)는 2년제 대학 이상을, 이재열

(2014)의 경우 전문대 졸업 이상 경우에 1점을 부여하였다. 주거의 경우 홍두승(2005)는 자가 20평 

이상, 전월세 30평 이상을, 조동기(2006)는 국민주택규모 전용 25.7평을, 이재열(2014)의 경우 30평

을 기준으로 삼아 1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직업’에 따른 계급적 지위를 포함하여 3점 

이상을 상층(핵심적 중산층), 2점 이상에 중산층(주변적 중산층), 1점 이하에 하층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소득, 교육, 주택의 점수를 1:1:1로 합산한 것도, 특정 구성요소에 가중치를 부여할 확실한 근

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논리적인 방안으로 보았다. 기존 연구들도, 제시한 기준을 넘은 경우 

점수를 부여하고 이들의 (1:1:1) 합산을 기준으로 사회계층을 분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이 교육이나 주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2:1:1의 비중으로 

분석해보아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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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일지표로서의 주관적 계층의식: 주관적 ‘통합 계층의식’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한 설문문항이 소득, 교육, 주거 측면

으로 분리되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세 항목을 합산하여 상, 중, 하21)의 세 개의 

층으로 구분하였다.

<표 5> 본 연구의 주관적 사회계층 분류 방식 

기준 차원 변수 측정 사회계층점수 사회계층 판별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
소득/교육/주거에 관한 

주관적 계층의식

1 = 하의하
～

9 = 상의상

계층의식의 
합산

(3점~27점 분포)

소득+주거+교육
합산 기준

3점 ~ 11점 -> 하
12점 ~ 20점 -> 중
21점 ~ 27점 -> 상

(3) 독립변수 3 : 객관적 계층 및 주관적 계층의식 간의 차이 (이하 ‘격차’ 변수)

앞서 언급했듯, 격차 변수는 기존 문헌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고, 다루더라도 별도

의 설문문항을 통해 변수를 추출하므로,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의식 ‘변수 사이의 관계’

를 통해 ‘격차’변수를 생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여기서는 객관적 계층 및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를 각각 표준화 시킨 후 그 차이에 절댓값을 씌운 값으로 ‘격차(정

도)’, 즉 실제와 인식의 차이의 ‘크기’를 측정하도록 한다.

① 소득 측면에서의 격차

= | 소득의 객관적 계층 변수의 표준화 값 – 소득 측면에서의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의 

표준화 값 |

② 교육 측면에서의 격차

= | 교육의 객관적 계층 변수의 표준화 값 – 교육 측면에서의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의 

표준화 값 |

③ 주거 측면에서의 격차

= | 주거의 객관적 계층 변수 표준화 값 – 주거 측면에서의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의 

표준화 값 

21) 세 항목을 합산하면 3점에서 27점까지 분포하므로, 3점~11점까지를 ‘하’로, 12점~20점까지 ‘중’으

로, 21점~27점까지를 ‘상’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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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단일지표로서의 ‘통합 사회계층’ 격차

앞서 도출한 객관적 ‘통합 사회계층’ 변수와 주관적 ‘통합 계층의식’ 변수를 활용한다.

= | 객관적 통합 사회계층 – 주관적 통합 계층의식 |

(하[0], 중[1], 상[2]) (하[0], 중[1], 상[2]) 

3) 통제 변수 

(개인적 요인: 연령, 성별, 건강, 종교, 직업, 취업, 불평등인식, 사회적 신뢰, 수도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연령, 성별, 건강, 종교, 고용상태, 결

혼22) 등)과 ‘환경적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실업률, 물가상승, 성장률 같은 거시경제

지표나 사회적 관계나 불평등, 신뢰 등)이나 정치 제도적 요인(국가권력의 분권화 정도, 

민주주의의 성숙도, 정부의 투명성 및 효율성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객관적 

조건 및 주관적 인식으로서의 사회계층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제변수 역시 ‘개인

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는 연령, 성별, 건강상태, 종교, 직업유형과 취업상태, 거주 지역(수도권23)) 등과 

같은 개인의 조건 변수들과 ‘사회의 불평등 정도’,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를 어떻게 평가

하는 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 변수를 고려한다.24) 또한 대부분의 사회계층연구에서 구성 

지표로 삼는 직업(위세)은 다수의 연구(Campbell, 1976; Inglehart, 1990)에서 행복의 영

향요인으로 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직업’에 해당하는 주관적 계층의식 자료가 없는 

바, 가용한 데이터를 고려하여, 고용 상황과 직무의 성격을 고려한 ‘직무 유형’과, 고용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취업 상태’를 통제변수로 삼아 영향력을 통제하도록 한다.

먼저 연령은 “실례지만, 귀하의 연세는 올 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로 측

22) 결혼은 많은 연구(Blanchflower et al., 2004; Welsch, 2009)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데이터에서 결혼에 대한 설문 항목이 빠져 이를 통제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에 해당한다.

23) 거주지에 따라, 소득(경제활동기회), 교육의 기회, 주거환경 등 객관적 조건이 달라질 수 있고, 비교

대상, 준거집단의 차이로 인한 사회계층 귀속의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수도권 혹은 거주지, 지역변수를 통제변수로 삼고 있다(윤인진 외, 2008; 박종선 외, 

2015). 본 연구는 사회, 경제적 여건에 큰 차이를 보이는 수도권을 통제변수로 삼는다.

24) 행복의 결정요인으로서 ‘사회 불평등(인식)’과 ‘사회적 신뢰’를 다루는 연구는 다수 있다(사회 불평등

- 이양호 외, 2013; 장승진, 2011; 조연상, 2012; Haller et al, 2006; Verme, 2011, 사회적 신뢰- 

장승진, 2011; 이지은 외, 2014; 구교준 외, 2014; 송한나 외, 2013). 사회의 불평등의 정도 및 사회적 

신뢰 정도에 대한 평가는 행복의 영향요인임과 동시에, 자신의 사회계층의 인식 및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통제변수로 선택하였다. 예를 들어, 같은 ‘하’층에 속한 경우라도, 사회의 불평등 

및 신뢰 수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자신의 사회계층의 의미와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을 중심으로 19

정하며, 만 19세 이상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은 “1. 남자, 2. 여자”의 문항으로 

측정하고 더미변수화(여성=0, 1=남자) 하였다. 건강은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떠십니까?”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척도는 3개(① 장애 있음, ② 장애는 아니지만 만성질환 있음, 

③ 장애 없음)로 구성되었다. 종교는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척도는 5개(Ⓞ 종교 없음[무교], ① 천주교 ~ ④ 이슬람교, ⑤기타(적을 것: ))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 종교에 해당하는 ①에서부터 ④까지는 서열의 의미가 없으므로, 종교의 

유무(0=무교, 1=유교)25)로 더미 변수화 하여 분석하였다. 직업은 ‘직업 유형’으로 측정하

며, 척도는 ‘0=무직, 1=전업주부/학생, 2=일반직, 3=경영/전문직’, 4개로 구성하였다. 활

용한 설문문항은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이었으며, 척도는 14개(① 농업/수산업/축

산업 ~ ⑩ 공공기관 종사자, ⑪ 전업주부, ⑫ 학생, ⑬ 무직, ⑭ 기타(적을 것 : ))로 구성되

어 있다. ⑬무직을 ‘무직’으로, ⑪전업주부와 ⑫학생을 ‘전업주부/학생’으로, ⑦경영/관리

직과 ⑧전문/자유직을 ‘경영/전문직’으로, 나머지 직업군을 ‘일반직’으로 처리하여 분석

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전문직과 관리직을 중산층 점수에서 우위에 두기 때문에 일

반 직업군 보다는 서열척도의 상위에 두었고, ‘전업주부/학생’은 직업은 없으나 무직과는 

구별되는 정체성이 분명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분리하여 총 4개의 척도로 분석하였다.26) 

취업은 ‘취업 상태’로 측정하며, ‘1= 일용직, 2=임시직, 3=상용직, 4=고용주’로 4개 척도

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취업 상태는?” 이었으며, 척도는 6개(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⑤ 고용

주, ⑥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되었으며, 취업상태의 서열을 짓기 어려운 ④ 자활근로, 공

공근론, 노인일자리 및 ⑥ 무급가족종사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불평등 인식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수준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는지를 묻는 변수로서,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의 사회적 불평등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전반적인 수준에서)”문항으로 측정

하였고, 척도는 11개(Ⓞ 매우 불평등하다 ~ ⑩ 매우 평등하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신뢰는 우리사회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묻는 변수로서,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를 얼마나 

믿을 수 있으십니까? ‘전혀 믿을 수 없다’에 0점부터 ‘매우 믿을 수 있다’에 10점까지 평

가해 주십시오.”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척도는 11개로 구성되어 있다. 수도권 변수는 

거주 지역의 수도권 여부에 관한 것으로,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1점을, 기타 지역의 

경우 0점을 부여하였다. 주요 변수의 측정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25) 기타 란에 종교를 적은 경우는 없어, 응답자 5,940명이 결측치 없이 종교유무로 분류되었다.

26) 직업 범주를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해 보아도 분석결과에 큰 차이가 없었다.



20 ｢행정논총｣ 제55권 제1호

<표 6> 주요 변수의 측정

변수 측정 내용 측정 방법
사회계층
분류 기준

종속
변수

행복  행복을 느끼는 정도
0= 전혀 행복하지 않다.
~
10 = 매우 행복하다

 ╶

독립
변수

객관적 
계층

소득 월평균 가구 총수입

1 = 월49만 원 이하
～ [49만원 단위]
8 = 월 350 ~ 399만원
9 = 월 400 ~499만원
～[99만원 단위]
14 = 월 900 ~ 999만원
15 = 월 1,000만 원 이상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 1점 부여

교육 응답자의 최종 학력

1 = 미취학
2 = 초등졸(재학)
3 = 중졸(재학)
4 = 고졸(재학)
5 = 전문대졸(재학)
6 = 대졸(재학)
7 = 석사 졸업(재학)
8 = 박사 이상 졸업(재학)

전문대졸 이상
-> 1점 부여

주거 주택 보유 여부
1 = 월세(반전세) 및 기타
2 = 전세
3 = 자가

자가 
-> 1점 부여

통합
객관적 조건 상 

(소득, 교육, 주거를 통합)
한국사회에서 사회계층 위치

0 = 하
1 = 중
2 = 상

⇓
∑ (소득+교육+
주거)
1점 이하 = 하
2점 = 중
3점 = 상

주관적 
계층
의식

소득
한국사회에서 ‘월 소득수준’ 기준 

자신의 사회계층 평가

1 = 하의하 
2 = 하의중
3 = 하의상
4 = 중의하
5 = 중의중
6 = 중의상
7 = 상의하
8 = 상의중
9 = 상의하

∑ (소득+교육 +

주거)
⇓
3점 ~ 27점
 

교육
한국사회에서 ‘교육 수준’ 기준 

자신의 사회계층 평가

주거
한국사회에서 ‘주거 수준’ 기준 

자신의 사회계층 평가

통합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사회계층 평가
(소득, 교육, 주거를 통합)

0 = 하
1 = 중
2 = 상

3점~11점 =하
12점~20점=중
21점~27점=상

격차 소득
객관적 계층 변수 표준화 값과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 표준화값 
차이의 절댓값

= | 소득의 객관적 계층 변수의 표
준화 값
 - 소득측면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
의 표준화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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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 교육의 객관적 계층 변수의 표
준화 값 
 – 교육 측면에서의 주관적 계층의
식 변수의 표준화 값 |

주거

= | 주거의 객관적 계층 변수의 표
준화 값 
– 주거 측면에서의 주관적 계층의
식 변수의 표준화 값 |

통합

앞서 도출한
객관적 ‘통합 사회계층’변수와 

주관적 ‘통합 계층의식’ 
변수 사이의

격차

 
= | 객관적 통합 사회계층 
– 주관적 통합 계층의식 |

[0 ~ 2] 분포

조건과 의식
0 = 일치집단
↓
2 = 격차 커짐

통제
변수

연령  응답자의 만 나이 연속형 ╶

성별 응답자의 성별
0 = 여성
1 = 남성

╶

건강  건강상태, 장애여부

1 = 장애 있음
2 = 장애는 아니지만 만성질환 있
음
3 = 장애 없음

╶

종교  종교 유무
0 = 없음[무교]
1 = 있음[유교]

╶

직업 직업 유형

0 = 무직
1 = 주부/학생
2 = 일반직
3 = 경영/전문직

╶

취업 취업 상태

1 = 일용직
2 = 임시직(계약직)
3 = 상용직(정규직)
4 = 고용주

╶

불평등 인식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평등 수준

(전반적인 수준에서)

0 = 매우 불평등하다
 ~
5 = 수용할 만 한 수준이다
 ~
10 = 매우 평등하다

╶

사회적 신뢰 우리 사회에 대한 믿음

0 = 전혀 믿을 수 없다
 ~
5 = 중간
 ~
10 = 매우 믿을 수 있다.

╶

수도권 수도권 여부
0 = 비수도권
1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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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 결과

1. 표본특성

조사 대상자 약 5940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 성별, 종교의 경우 대

체로 고루 분포하고, 건강의 경우 장애나 만성질환이 없는 건강상태를 보이는 비중이 

92%에 달한다. 거주 지역은 수도권이 26%이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와 사회적 신뢰

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중간 값(11척도에서 가운데 3개 척도)의 비중이 각각 65%를 차

지27)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불평등과 신뢰는 ‘보통 수준’으로 보는 비중이 크다.

주목할 만한 것은 기존 연구에서 사회계층의 주요 구성요소로 보는 ‘직업’의 경우, 유

직의 경우가 72%(일반직, 70%, 경영/전문직, 2%)에 달하고, 무직의 경우가 4%에 불과하

다는 점이다. 특히 직업을 갖기 어려운 60대 이상의 비중이 28%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

면, 유직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업이 있는 경우의 취업 상태는 고용

이 불안할 수 있는 일용직, 임시직이 17%(전체 표본 기준, 10%), 비교적 고용이 안정적이

라 할 수 있는 정규직과 고용주가 83%(전체 표본 기준, 53%)로, 직업과 취업 측면에서 

유직 비중과 고용 안정성 모두 높다고 할 만한다. 학력의 경우, 본 연구의 사회계층 분류 

기준인 전문대졸업 이상이 41.5%이며, 가장 높은 비중(37.2%)을 차지하는 고졸까지 합

하면, 고졸 이상이 78.7%로 전반적 학력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택보유 상태

에서 자가의 비중이 81%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상 직업, 취업, 학력, 주택보유의 비중이 사회계층 관점에서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점, 특히 학력 및 주택보유(주거)는 본 연구의 핵심 변수라는 점에서 주의

할 사항이다. 이와 비교하여 월 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본 연구의 사회계층 분류 기준인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의 비중은 18.%라는 점에서 다른 사회계층 구성요소인 

교육이나 주거에 비해 사회계층 관점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차이가 있다. 

27) 11개 척도에서 가운데 5개 척도에 응답하는 비중은 각각 88%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신뢰 수준을 

보통으로 보는 인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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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통계량

<표 7>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행복 5940 6.04 1.62 0 10

객관적
사회
계층

소득28) 5921 6.94 2.73 1 15

교육 5940 4.37 1.33 1 8

주거 5924 2.76 0.53 1 3

통합 5906 0.49 0.67 0 2

주관적
계층
의식

소득 5940 3.85 1.33 1 9

교육 5940 4.29 1.53 1 9

주거 5940 4.14 1.31 1 9

통합 5940 0.63 0.51 0 2

격차29)

소득 5921 0.81 0.77 0 15

교육 5940 0.75 0.62 0 4.87 

주거 5924 0.99 0.82 0 6.24 

통합 5906 0.48 0.53 0 2

본 연구의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위 <표 7>과 같다. 종속변수

인 행복의 경우 평균이 6.04점으로, 보통 수준보다는 다소 높은 양상을 보인다. 행복이 

‘보통수준’이라는 5점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28.4%), 5점에서 7점 사이, 즉 보통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행복의 비중이 전체의 70.45%를 차지하고 있다. 

독립변수 중 소득의 경우, 객관적 계층으로서의 가구 월평균 총소득은 평균 300만 원 

정도이며, 소득수준에 관한 주관적 계층의식은 평균, ‘하의상’에서 ‘중의하’ 정도로 인식

하고 있다. 

교육의 경우, 객관적 계층으로서의 학력은 평균 고졸이상 전문대 졸업 수준이며, 교육

에 대한 주관적 계층의식은 평균 ‘중의하’에서 ‘중의중’의 수준으로 보고 있다. 소득보다

는 교육에 있어 스스로 자신의 계층을 높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 가구원 수를 고려한 균등화 소득의 기초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5921 197.32 101.35 9.26 1500

29) 격차 변수의 경우 표에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 분석결과 값을 제시하였지만, 격차 변수를 

설문문항으로부터 도출하지 않고, 변수 간 관계를 통해 도출했다는 점에서, 기술통계 결과 값인 숫

자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기 보다는 구성요소별 상대적 크기를 감안하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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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경우, 앞서 표본 특성분석에서도 보았듯, 객관적 계층으로서의 주거 보유 수준

이 높음을 알 수 있고, 주거에 대한 주관적 계층의식은 교육보다는 낮지만 역시 평균 

‘중의하’에서 ‘중의중’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일지표인 통합 사회계층 측면에서 객관적 계층은 평균 0.49, 주관적 계층의식은 평

균 0.63이다. 1점이 ‘중’의 사회계층임을 감안할 때, 객관적 조건상으로도, 주관적 인식 

상으로도 평균 ‘중’의 사회계층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래 <표 8>에

서와 같이 사회계층의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객관적 조건상으로는 ‘하’의 계층이 

61%에 달하지만, 주관적 인식으로는 ‘중’의 계층이 61%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서와 같

이 중산층 귀속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에서 짙은 음영으로 표시한 영역은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일치하

는 영역으로, 조건과 인식의 일치를 보이는 경우가 전체의 약 53%이다. 이에 비해 객관

적으로 하층 계층임에도 자신을 주관적으로 중층으로 의식하는 집단이 하층전체의 49%

(전체 기준 30%)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상층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주관적으로 

중층으로 의식하는 집단이 상층 전체의 84%(전체 기준 9%)에 이른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또한 조건과 인식이 일치한 그룹을 기준으로, 주관적 인식이 높아질수록 행복이 증가

하고, 인식이 낮을수록 행복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객관적 중층이 스스로를 상층

이라 느낄 경우 가장 큰 평균 행복 수준을 보였고, 객관적 상층임에도 스스로를 하층으

로 인식할 때 가장 작은 평균 행복 수준을 보였다. 

<표 8>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의 분포 및 평균 행복 수준 
[단위: 명, %, 10점: 매우 행복]

객관적 계층
총계

하 중 상

주관적 
계층
의식

하
1,804

(30.55)
일치 - 5.8점

357
(6.04)

하향 인식 - 5.8점

66
(1)

하향 인식 - 5.3점

2,227
(37.71)

중
1,777

(30.09)
상향 인식 - 6.2점

1,325
(22.43)

일치 - 6.1점

505
(9)

하향 인식 - 6.3점

3,607
(61.07)

상
21

(0.36)
상향 인식 - 7.0점

22
(0.37)

상향 인식 - 7.6점

29
(0.49)

일치 - 6.9점

72
(1.22)

총계
3,602

(60.99)
1,704

(28.85)
600

(10.16)
5,90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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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조건과 인식의 불일치를 이루는 경우가 상당하고, 일정 정도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불일치, 격차 변수에 대한 탐색은 행복 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

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 하겠다.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의 격차에 관한 연구

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이들의 불일치 정도가 커질수록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설 4를 통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3. 다중공선성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객관적 계층과 계층인식 간에는 상당 부분 유사성이 존재하

며 따라서 양자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우려된다. 설명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

하기 위해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측정한 결과, 다중공선성은 

문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각 모형의 최대, 최소, 평균 VIF를 살펴보면 아래 

<표 9>와 같다.30)

<표 9> VIF 측정 결과

모형1(통합) 모형2(구성요소 분리)

최대 VIF 주관적 계층의식: 1.18 주거에 대한 주관적 계층의식 : 2.65

최소 VIF 직업(유형): 1.03 직업(유형): 1.04

Mean VIF 1.12 1.47

4. 다중회귀분석 결과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독립변수인 사회계층을 크게 2가지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사회계층의 각 하위 구성요소(소득, 교육, 주거)를 통합하여 

도출한 단일의 사회계층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하고, 이후 이들 각 구성요소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자 각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독립변수로 삼아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30) 각 모형 내 모든 변수들의 VIF가 모두 10보다 현저히 작고, 평균(Mean VIF)이 1보다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없어,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염려되었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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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다중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행복)

변수
모형1(통합) 모형2(구성요소 분리)

β (Std.Err) β (Std.Err)

독립변수

객관적 계층 통합
0.03*
(0.04)

소득
0.05***
(0.00)

교육
0.01

(0.03)

주거
0.08***
(0.06)

주관적
계층의식

통합
0.11***
(0.06)

소득
0.03

(0.03)

교육
0.02

(0.03)

주거
0.08***
(0.03)

격차 통합
0

(0.05)

소득
-0.04**
(0.03)

교육
-0.05***

(0.04)

주거
0.08***
(0.04)

통제변수

연령
0.02

(0.00)
0

(0.00)

성별
0.07***
(0.05)

0.06***
(0.05)

건강
0.08***
(0.09)

0.08***
(0.08)

종교
0.04**
(0.05)

0.04**
(0.05)

직업 유형
0.02

(0.14)
0.02

(0.14)

취업 상태
0.04**
(0.03)

0.03**
(0.03)

불평등 인식
0.13***
(0.02)

0.11***
(0.02)

사회적 믿음
0.23***
(0.02)

0.22***
(0.02)

수도권 여부
-0.12***

(0.06)
-0.13***

(0.06)

관측수 3770 3770

F 50.87 38.33

R-squared 0.14 0.16

 주1) *p<0.1, **p<0.05, ***p<0.01
 주2) 모든 회귀 계수들은 표준화된 계수들임.
 주3) 모형2의 소득 - 가구원 수를 고려한 균등화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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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 사회계층 [모형 1]

소득, 교육, 주거 측면을 통합한 단일지표로서의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면,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 모두 행복에 영향을 미치며, 객관적 계층보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객관적 조건 및 주관적 

인식을 불문하고, 사회계층이 올라갈수록 행복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가설1, 가설2가 입

증되었고, 계수값 비교를 통해 객관적 계층보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행복에 더 강한 영향

을 미친다는 가설3이 확인되었다. 다만 통합모형에서 격차변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오

지 않아, 가설4는 기각되었다. 

2) 구성요소별 분리 사회계층 [모형 2]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 사회계층의 구성요소인 소득, 교육, 주거를 분리하여 독립변

수로 삼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앞서의 통합 사회계층 모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

다. <표 11>에서와 같이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구성요소별로 상이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모형2의 회귀분석 결과표

객관적 계층 주관적 계층의식 격차

소득 0.05*** 0.03 -0.04***

교육 0.01 0.02 -0.05***

주거 0.08*** 0.08*** 0.08***

 note: *p<0.1, **p<0.05, ***p<0.01

먼저 소득의 경우 객관적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행복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 측면에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수 값의 비교를 통해 소

득의 절대 수준이 이에 대한 상대적 평가보다 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있어, 가설2, 가설3이 모두 기각되었다. 소득의 경우 주관적 계층의식이 미치는 영향

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그 영향력도 객관적 계층보다 크지 않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소득의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의 표본의 구성을 보면 앞서 언급

한 것처럼, 객관적 조건 상 교육이나 주거의 경우 사회계층 상 유리한 쪽으로 치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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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데 반해(고졸 이상 78.7%, 자가 비중 81%), 소득의 경우 객관적 조건에서 사회계층 

상 불리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 즉 월 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가 전체의 40.5%

이고, 400만원 미만 가구가 67.5%에 이른다. 따라서 객관적 조건이 열악하여 객관적 조

건의 향상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결과가 소득에 대한 상대적 평가보다 절대적 조건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행복의 상대성 논쟁에서 소득의 절대적 영향력을 인정하는 입장과 맥을 같이 한

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수준에서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에 한계가 있는가가 행복의 상대성 논쟁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 분석결과가 소

득의 행복에의 절대적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즉 본 연구의 표본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객관적 소득이 각 개인이 암묵적으로 갖고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소

득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에, 객관적 소득의 증가가 주관적 인식보다도 행복을 증대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일 수 있다. 개인이 생각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 수준에 이르

지 못한 상태에서는 주관적 인식보다 객관적 조건이 행복에 더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이는 사회계층 상 유리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교육이나 주거의 경우 객관

적 계층보다 주관적 계층의식의 영향력이 크거나 같다는 점과 함께 고려할 때, 주관적 

인식의 행복에의 영향력은 객관적 조건이 일정수준 이상 충족되었을 때 주요하게 작용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측면에서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의식 모두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객관적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거나 스스로의 교육수준에 대한 사회적 계층 평가가 높다고 해서 행복

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 연구들이 교육을 주요한 행복 영향

요인으로 분석한 것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교육이 행복의 영향변수가 되지 못

한 것은 왜일까? 고졸이상이 79%에 이를 만큼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높고, 게다가 차별

성이 없는 높은 학력이 더 이상 취업이나 소득, 삶의 질을 보장해주지도 못하는 현실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학력이 올라갈수록 삶의 기대수준이 올라감에 비해, 실제 성취는 

그에 미치지 못한 것도 교육이 행복의 영향요인이 되지 못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교육의 

경우 Hirsh(1976)의 지위재 논의처럼, 이제 상대적 지위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는 단계에 

이르러 교육 수준을 높이고, 스스로에 대한 교육 수준이 높음을 인식하는 것으로는 행복

을 증대시킬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다음으로 주거의 경우, 객관적 계층, 주관적 계층의식, 격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주거의 경우 실제 객관적 주거 수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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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는 ‘자가 보유’) 및 주거 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높아질수록 행복이 증가되며, 

그 영향력 또한 소득이나 교육보다 상대적 크다. 행복의 영향요인으로 주거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주목할 분석결과는 격차변수의 행복에의 영향력이다. 모든 구성요소

에 있어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의 불일치, 격차가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득과 교육에 있어 객관적 조건상의 사회계층과 주관적 계층의

식 간의 불일치가 클수록 행복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4를 지지하는 

결과로, 조건과 인식의 괴리가 클수록 행복에 부(-)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과 이에 대한 인식의 불일치가 크다는 것은 내적 심리의 부조

화 상태로서 행복이 증대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의미

와 이유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주거 역시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 상 불일치가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거의 경우 매우 특이한 점은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는 ‘격차’가 클수록 행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현실과 

인식의 괴리가 클수록 행복이 증가하는 것은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로 세밀한 분석

이 필요한 부분이다.

격차가 크다는 것은 본 연구의 격차 변수 생성 방식을 고려할 때, 두 가지 경우에 따른

다. 첫째, 객관적 계층이 주관적 계층의식에 비해 매우 높은 경우, 둘째, 객관적 계층보

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매우 높은 경우이다. 먼저 객관적 계층이 주관적 계층의식에 비해 

높은 경우는 주거의 객관적 조건은 좋은데, 주거에 대한 스스로의 계층 평가는 낮은 경

우이다. 본 연구의 경우, ‘주택의 보유’를 기준으로 주거의 객관적 사회계층을 분류하였

다는 점에서, 주택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기타 주거의 다른 조건(주택의 상태, 위치, 가격 

등)은 좋지 않아,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31) 이런 경우

는 객관적 조건보다 주관적 계층의식의 영향력이 높다는 가정(가설3) 하에서, 다른 구성

요소(소득, 교육, 통합)의 결과 및 가설4와 마찬가지로 격차가 클수록 행복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주거 측면에서 격차변수가 정(+)의 방향으로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게 나온 결과는 두 번째 경우, 즉 객관적 계층보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매우 높은 

경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주택을 보유하지는 않지만 주거에 대한 스스로의 사

31) 본 연구에서 주택의 보유 수준이 표본의 81%에 이를 만큼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주거 측면에서 객관

적 계층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 주거의 경우 객관적 조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활

용하지 못하고, 주택보유 여부만을 기준으로 한 측정의 한계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



30 ｢행정논총｣ 제55권 제1호

회계층 인식은 높은 경우인데, 고가의 전월세 세입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객관적 주거 조건은 좋으나, 단지 주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객관적 계층보다 주

관적 계층의식이 높을 수 있고, 이 경우 객관적 조건보다 주관적 계층의식의 영향력이 

높다는 동일한 가정(가설3) 하에서, 격차가 클수록 행복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의 논의를 통해, 주거에 대한 스스로의 사회계층 평가에는 ‘주거의 보유 여부’만이 

아니라, ‘주거의 질’ 역시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들의 경우, 기존문헌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대체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모든 모형에서 연령과 직업유형을 제외한32) 모든 통제변수들이 유의

미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건강할수록(장애가 없을수록), 종교가 있을 

경우, 취업 상태의 안정성이 높아질수록, 우리사회를 보다 평등하게 평가하고, 사회적 

신뢰가 높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수도권 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행복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가설의 검증 결과

<표 12> 가설의 검증 결과

모형 1 [통합 사회계층] 모형 2 [구성요소 분리 사회계층]

H1 객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행복이 높아진다.

가설 입증 교육 측면만 기각

H2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행복이 높아진다.

가설 입증 소득, 교육 측면 기각

H3 객관적 계층보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가설 입증 소득 측면만 기각

H4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 간의 격차가 클수록 행복은 낮아진다.

가설 기각
소득, 교육 : 가설 입증

주거 : 가설 입증 (방향 불일치)

이상 가설 검증 여부를 살펴보면, 단일의 통합지표로 본 사회계층의 경우 본 연구의 

가설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사회계층의 객관적 조건 및 주관적 인식이 모두 

32) 연령이 높아진다고 행복이 증가하지는 않는 것은 높은 노인 빈곤률(OECD 평균의 4배), 노인 자살률

(OECD 평균의 거의 4배)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직업과 관련하여, 직업 유형 변수와 달리 취업 

상태 변수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고용 그 자체보다 고용의 안정성이 행복에 더 큰 영향요

인이라는, 즉, 직업이 있더라도 고용 불안을 느낀다면 행복이 증대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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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며, 주관적 인식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가설1에서 가설3까

지 입증되었다. 다만 가설4의 경우 기각되었다.

그러나 사회계층의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분석한 경우, 주거는 본 연구의 가설에 가장 

부합한 사회계층 요소이며, 행복의 주요 영향요인임이 확인되었으나, 다른 사회계층 구

성요소들은 가설 검증에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가설1, 

가설2의 경우 예외적으로 교육 측면에서의 사회계층이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은 상대적 우위에 서는 것이 중요한, 지위재로 변모한 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것

일 수 있고, 가설2와 가설3의 경우 소득이 예외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행복의 상대성을 

판단하는 데는 여전히 의문이 있지만, 일정수준 하에서는 객관적 소득이 주관적 인식보

다도 행복에 주요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가설4의 경우, 모든 구성

요소에서 격차변수가 행복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주목할 일이다. 향

후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 측면에서의 불일치, 격차가 어떤 이유에 근거하고, 그 속

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궁극적으로 행복을 이해하고 증대

시키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Ⅵ.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2014 정부 역할과 삶의 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

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가 행복의 영향요인으

로 객관적 사회계층 요소(소득, 교육, 주거 등) 및 주관적 계층의식을 단편적으로 분석하

였다면, 본 연구는 객관적 사회계층 요소들을 묶어 ‘사회계층’이라는 하나의 지표로 통

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 나아가 사회계층 구성요소(소득, 교육, 주거)를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 차원으로 나누어, 하위요소 차원의 분석을 하였다는 점, 이들 간 격차 변수

를 생성하여 ‘실제와 인식’의 차이, 그 불일치의 정도가 행복의 영향요인이 될 수 있는지

를 검토하였다는 점 등에서 기존연구와 차별화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계층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다. 

통합 사회계층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분석한 경우에서도 일부 예

외적인 경우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객관적 계층 및 주관적 계층의식 둘 다 행복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객관적 조건상으로 사회계층이 

올라갈수록, 또 스스로 높은 사회계층으로 인식할수록 행복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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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 양극화 심화와 사회 이동성 둔화가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행복 관

점에서 ‘사회계층’ 문제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둘째, 소득,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적 조건보다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

계층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결과이다. 이는 객관적 조건의 향상만으로는 행복을 담보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 것으로, 

공공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객관적, 계량적 지표만이 아니라 주관적, 심리적 측면

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또한 기존의 GDP 중심에서 행복이나 웰빙과 

같은 비경제적 요소를 포함하여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최근의 ‘beyond 

GDP’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노력과도 부합하는 결과라 하겠다. 

셋째, 소득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계층의 영향력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행복의 상대성 논쟁과 관련하여 해석해 보면, 소득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소

득의 객관적 조건의 영향력만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재적이고 암

묵적인 ‘일정수준’의 기준은 개인마다 상이하고 유동적이며 불분명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의 경우, 표본의 월 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 미만이 67.5%이며, 이들 스스로 소득 

측면에서의 중산층의 기준을 평균 528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결과를 고려할 때, 

객관적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기준에 이르지 못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일정수

준’ 이상의 소득수준 기준은 인간의 새로운 삶의 수준에의 적응이나, 타인과 비교하고, 

상대적 지위의 우위에 서고 싶어 하는 성향을 고려하면, 고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객관적 소득의 행복에의 영향력은 객관적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넷째, 기존 연구에서 행복에 정(+)의 영향요인으로 주목받았던 교육이 본 연구에서는 

중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아 교육수준에 있어 

격차가 적고, 따라서 교육수준이 소득이나 삶의 질의 향상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또한 상대적 우위(예, 명문대)를 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지만, 이로부터 만족감을 얻기는 힘들어 졌다는 점에서, 교육이 Hirsh(1976)의 ‘물질

재’라기 보다는 ‘지위재’로 변모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이같이 교육의 변화

된 특성을 보다 정치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 시 단순히 학력 수준에 대한 정보

가 아니라, 교육의 질(학교의 명성)에 대한 정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위재 

성격으로 변모한 교육의 성격을 감안할 때, 교육 정책에서 양적 접근이 아닌, 교육의 질

적 향상 측면에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주거가 행복에 강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 행복의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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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소득, 교육, 직업이 강조되었다면,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

던 ‘주거’의 행복에의 영향력이 두드러졌다. 객관적 조건 및 주관적 인식, 그리고 이들 

간 격차 변수 모두가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계속되는 

전세난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 주거 부담이 큰 현실을 고려할 때, 

오늘날 주거가 행복,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삶의 조건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행복 증진 측면에서 주택 정책은 매우 중요하며, 격차변수 부호에서 암시

하듯, 주택의 보유 여부(주택보급률)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의 주거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객관적 사회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 간 격차가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조건과 인식의 불일치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지금껏 

행복의 수준에만 초점을 두었던 것을 넘어, 행복의 성격과 속성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데, 지금껏 이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불일치 변수의 

영향요인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단일지표로서 ‘통합 사회계층’ 

변수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분류 기준의 자의성이다. 물론 사회계층 분류에 대한 

확립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연구 및 데이터의 설문에 기반을 두어 최대한 기준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선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자의성에 관한 우려를 극

복하기 위하여 보다 적실성 있는 사회계층 분류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가 개인의 ‘실제’와 ‘인식’, ‘이들 간 차이’, 즉 개인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에, 분석모형의 적합성( 값)은 높지 않다. 즉, 누락변수편의(omitted variable bias) 문

제점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는 대신, 개

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독립변수들 간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모

형 적합성 문제는 불가피한 선택의 부수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대표적인 사회계층 구성요소인 ‘직업’에 대한 분석을 통제변수로밖에 다루

지 못한 점, 그리고 통제변수로 ‘결혼’을 다루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하겠다. 

향후 후속 연구들은 사회계층 구성요소로 직업을 포함하고, 충분히 다루지 못한 통제변

수를 보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는 실제와 인식의 ‘격차’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나 향후 행복의 수준만이 아닌 행복의 성격과 속성을 감안

한 조건과 인식 간 격차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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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Effect of Social Status on Happiness:
A Focus on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al Status

Yeon-Kyeong Lee & Seung-Jong Lee

There is a need for complementary attention to two aspects of the study of ‘the impact of 

income on happiness sparked by the Easterlin's paradox. It is the need to study the effects of 

social status considering the human desire and competition for social position and the need 

for research on subjective perceptions and indicators to complement the limits of objective 

indicators. In response,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social status on happiness, dividing 

social status into an objective condition and a subjective perception.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al status had a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but the 

influence of perceived status on happiness was relatively more significant. A specific analysis 

of the sub-elements of the two aspects of social status identified that the 'gap'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status can be a major factor in happiness. This study is noteworthy 

in that the results identified that subjective social status and the gap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status could be important factors in happiness.

【Keywords: social status, happiness, objective status, subjective status, g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