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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털린 역설에 대한 연구

-만족점의 존재여부를 중심으로-*2)

문 진 

(서강 학교)

[요 약]

본 연구는 행복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의 효시로 불리는 이스털린 역설을 이해하고, 이 역설을 둘

러싸고 나타나는 논쟁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스털린 역설을 둘러싼 논쟁의 

흐름을 파악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만족점(satiation point)의 존재여부에 대한 논쟁을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사회복지적 함의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이스털린 역설을 이론적으로 고찰하는데, 첫째, 

행복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둘째, 이스털린의 관찰을 파악하고, 그리고 셋째, 이스털린 역설의 이론

을 설명한다. 이어 제3장에서는 이스털린 역설을 둘러싼 논쟁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쟁은 

주로 욕구이론가들이 이스털린 역설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에 대해서 이스털린이 방어하는 양상을 보이

고 있는데, 비단 행복과 소득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전반에 걸친 인식의 충돌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쟁에 대한 이해의 기초 위에서 제4장에서는 “만족점(satiation point)은 존재하는가?”라는 

논쟁적 이슈를 제기하고, 이 논쟁을 제1절에서 욕구이론의 입장, 그리고 제2절에서는 행복의 상대주의

적 입장에서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제3절에서는 사회복지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주제어: 이스털린 역설, 행복 경제학, 삶의 만족도, 만족점, 적응성, 상대소득 가설, 과거소득에 의해

서 형성된 습관, 상호의존적 선호, 열망의 쳇바퀴, 욕구이론, 욕구-충족 모델, 문화의 관성적 성분, 화

폐의 한계효용 체감.

* 이 연구는 2010년도 서강 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과제번호: 2010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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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연구의 목적과 방법

국민경제가 발전하여 소득이 증가하면 개인의 행복도 커질 것인가? 이 질문은 18세기말 공리주의 

철학이 자본주의 질서를 구축하는 토 가 된 이후 끊임없이 제기된 것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

한 질문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개인의 행복(삶의 만족도, 안녕, 효용 등)1)을 소득의 함수로 

이해하여, 한 개인이나 국가의 소비능력이 향상되면 그 개인이나 국가공동체의 행복도 전반적으로 증

가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즉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개인이나 가계, 그리고 이들로 구성된 국가의 행복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듀센베리(James Duesenberry, 1949)의 상  소득 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에 따르

면, 소득으로 발생하는 행복은 첫째, 준거집단(reference group)과의 비교를 통한 소득분포 상의 자신

의 상 적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둘째, 자신의 과거소득과의 비교(habit formation)를 통해서 결정되

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국

민경제가 성장하여 모든 국민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 한 개인의 상 적 지위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행복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수요충족의 기 수준이 같

이 높아지는 ‘적응기 감(adaptive expectations)’2) 때문에 소득의 절 량의 증가는 행복의 증가와 별

반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인생에 한 만족도 평가는, 절 적인 것이 아니라 동

시 인의 ‘소비 규범(consumption norm)'과 비교하여 상 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Easterlin, 

1974).

아래의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1인당 실질국민소득(2005년 가격기준)은 1972년부터 

2006년까지 약 2배 정도 상승하 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삶이 “매우 행복하다

(very happy)”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러한 상 적 소득 가설에 입각하여 이스털린(R. Easterlin, 1974)은 소득과 행복에 관한 연관성을 

밝히고자 시도하 다. 그는 19개국의 국민들을 상으로 주관적 행복을 묻는 서베이 자료(1946

년~1970년)를 분석한 결과, 한 국가의 국민들을 상으로 할 경우 소득과 행복은 정(+)적인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 다. 즉 평균적으로 고소득자가 저소득자 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이

다. 하지만 국가 간 비교를 할 경우에는 소득과 행복의 상관성이 훨씬 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의 국민이 낮은 국가의 국민보다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 다. 아울러 한 국가의 국민들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경우, 소득이 일정한 수준

에 오르게 되면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행복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1)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행복과 이의 이웃 개념에 해서는 제2장 제1절에서 다루고 있다. 

2) 적응기 감은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행복 적응(happiness adaptation)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득이 
부가되어도 더 이상 행복은 증가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Tella and 
MacCulloch(2008)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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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Easterlin, 1974: 118).

자료: 일인당 실질국민소득(Johnston and Williamson, 2011)

“매우 행복하다” 응답비율(General Social Survey, 1972-2006)

[그림 1] 미국의 소득증가와 행복의 계(1972-2006)

다시 말해서 이스털린은 ① 일정 시점에서 분석해보면(cross-section analysis), 소득이 높은 사람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더 행복한 반면에, ② 시계열적인 분석을 해보면(time series 

analysis),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이후에는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의 증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우 미미한 증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과 행복의 관계가 단층적인 분석과 

시계열적 분석 간에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현상을 ‘이스털린 역설(The Easterlin Paradox)'이라고 칭

한다(Easterlin, 2010: 22464). 1974년 이 논문이 발표된 이후에, 전통적으로 주관적인 개념을 다루지 

않았던 경제학계에서 ‘행복’에 한 새로운 조명이 이루어지게 되어, 20세기말 행복경제학(Economics 

of Happiness)3)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3) 행복경제학은 행복을 계량적으로 연구하는 학문분야로서, 사회학, 심리학 등 여타의 사회과학 분야
와 연계하여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그리고 복리(well-being)를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방법론을 개발
하 다. 2002년 이스털린이 편집한 행복경제학 총서(Happiness in Economics)가 발간되었고, 이후 
최근까지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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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행복에 한 사회과학적 접근의 효시로 불리는 이스털린 역설을 이해하

고, 이 역설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논쟁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논쟁의 흐름을 파악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만족점(satiation point)의 존재여부에 한 논쟁을 정리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본격적인 분석을 하기 위한 토 를 제공하는 사전적이고 탐색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이스털린 역설을 이론적으로 고찰하는데, 첫째, 행복에 

한 해석을 시도하고, 둘째, 이스털린의 관찰을 파악하고, 그리고 셋째, 이스털린 역설의 이론을 설명

한다. 이어 제3장에서는 이스털린 역설을 둘러싼 논쟁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쟁은 주로 욕

구이론가들이 이스털린 역설에 해서 공격하고 이에 해서 이스털린이 방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

는데, 비단 행복과 소득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전반에 걸친 인식의 충돌을 보여준다. 이

러한 논쟁에 한 이해의 기초 위에서 제4장에서는 “만족점(satiation point)은 존재하는가?”라는 논쟁

적 이슈를 제기하고, 이에 한 논쟁을 (1) 욕구이론의 입장과 (2) 행복의 상 주의적 입장이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족점의 사회복지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에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서 만족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지속적

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행복이 상 적이라서 만족점이 존재한다면, 국민경제의 운용을 균형성장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만족점의 존재여부에 한 연구는 국민경제의 기본방향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의 여러 이슈들, 예를 들자면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여부나 사회복지 서비스 중

심의 복지국가 체제재편 등과 같은 논쟁적 이슈들에 해서도 입장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이스털린 역설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행복에 대한 해석

‘행복’에 한 연구의 역사는 고  그리스 철학까지 올라갈 수 있으나, 근 적 의미에서 최초로 행

복에 한 사회적 해석을 시도한 사람은 벤담(J. Bentham)일 것이다. 그는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인 

도덕과 입법에 관한 원칙(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 and Legislation, 1948: 70)에

서 “행복은 ‘쾌락의 향유’와 ‘고통으로부터의 안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여 그의 행복에 한 

쾌락주의적(hedonistic) 해석을 엿볼 수 있다. 또한 (J. Mill) 역시 그의 저서 공리주의 
(Utilitarianism, 1957: 10)]에서 “도덕, 효용(utility) 혹은 ‘최 다수의 최 행복’의 바탕에 깔려있는 

교의(敎義)는 모든 행동은 행복을 증진시키면 시킬수록 더욱 정의롭게” 된다고 것이라고 역설하 다. 

결국 행복이란 향유하는 자의 의도된 쾌락(intended pleasure)이며 고통이 없는 상태(absence of 

pain)를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상태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행복은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현재 상태뿐만 아

니라 과거에 한 호의적인 평가(favorable assessment of the past)와 더불어 미래에 한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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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good prospects for the future)을 포함”하며 "본질적으로 과거에 한 성찰(retrospective)과 더

불어 미래에 한 전망(prospective)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Tatarkiewicz, 1966: 

1).4) 즉 행복이란 현재 상태를 넘어서는 생애라는 시간의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전반

적인 삶에 한 만족(Whole Life Satisfaction: 이하 WLS)’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Tatarkiewicz, 

1966; Brandt, 1967; Telfer, 1980; Sumner, 1996). 하지만 이러한 행복이라는 상태가 사회과학에서 

개념적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이와 유사한 이웃 개념(neighbouring concepts)들과의 관계를 

규정하여야 하고, 둘째, 측정된 자료가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행복과 이웃 개념들을 동일한 성격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행복과 이의 이웃 개념인 효용(utility), 주관적 복리(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삶의 질(quality of life), 그리고 복지(welfare)와 같은 개념을 별 구분 없이(interchangeably) 사용한다

(Easterlin, 2001: 465). 예를 들어서 경제학에서는 행복(happiness)을 효용(utility)이라는 개념으로 설

명하는데, 여기에서 효용은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면서 만족을 느끼는 크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의 경제행위는 개인에 부여된 환경적 제약 속에서 효용(만족 혹은 행복)을 극 화하는 행위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소비자가 A와 B 중에서 A를 선택할 경우, 이 소비자에게 있어서 

A는 B에 비하여 선호도 만족(satisfaction of preferences)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 개념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측정할 것인가? 행복을 측정하는 표적인 조사 중의 하나인 

미국의 일반 사회 조사(General Social Survey: 이하 GSS)에서는 1972년 이래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즈음 귀하의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① 매우 행복하다(very happy), ② 꽤 행복하다(pretty 

happy), 혹은 ③ 그리 행복하지 않다(not too happy) 중에서 고르시오”라는 3점 척도 설문조사를 실

시하고 있으며,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이하 WVS)와 유럽 바로미터 조사(The 

Euro-Barometer Survey Series)에서는 4점 척도(① 매우 행복하다, ② 행복한 편이다, ③ 그렇게 행복

하지 않다, ④ 전혀 행복하지 않다)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갤럽조사(The World Gallop 

Poll)5)와 독일 사회경제 페널(The German Socioeconomic Panel: GSOEP)은 10단계 척도를 사용하

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가 타당성(validity)과 신뢰성(reliability)을 갖

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행복이나 삶의 질과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공정한 외부자(impartial 

outsider)'의 존재여부에 따라서 객관적(objective)인 방법과 주관적인 방법(subjective)으로 나누어진

다. 예를 들어서 범죄율이 길거리 안전(street safety)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이라면, 주관적인 방

법은 그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느끼는 안전의 정도를 설문조사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길거리 안전에 한 ‘주관적’인 느낌은 사람마다 판단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가 불가능하고, 따

4) 타타르키위츠(W. Tatarkiewicz)의 핵심적인 주장은 행복이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세 구성
요소간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세 구성요소가 모두 동등한 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현재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 상태는 과거에 한 기억(memory)과 미래
를 전망하는 상상력(imagination)이 결합되어 이루어져 있다(1966: 2).

5) 갤럽조사에서는 설문 상자들에게 10개의 계단이 있는 사다리를 연상시키면서, 현재 자신의 삶에 만
족도 단계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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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외부인이 공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1950년 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주관적인 측정방법은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전반적인 ‘삶

의 만족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Veenhoven, 1996: 2-3). 다시 말해서, 우

리가 삶의 만족도를 묻는 조사에서 기 하는 것이, 경제적 지위나 건강, 가족구조와 인권과 같이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개별요소들을 넘어서서 한 개인이나 국가의 복리의 수준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라고 한다면, 적어도 최근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삶의 전반에 한 조사연구는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Layard, 2005). 우선 이러한 설문 내용은 누구나 쉽게 답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응답’의 

비율이 매우 낮으며6), 이러한 조사 자료가 몇 십년간 축적이 된다면 분석 자료로서 의미 있고(타당성

과 신뢰성), 비교가 가능하다는 공감 가 형성되어 있다(Diener, 1984; Veenhoven, 1996; Easterlin, 

2001: 466; 2003: 11176).

2) 이스털린의 관찰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축적된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자료

를 바탕으로 수많은 연구를 진행시킨 반면에, 경제학자들은 ‘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이 자료들을 거의 

무시하 다. 이러한 점에서 이스털린은 이러한 주관적 자료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소득과 행복’의 관

련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거의 최초의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다(Easterlin, 1974: 90; 

Oswald, 1997: 1816).

이제는 현 적 고전으로 자리 잡은 이스털린의 연구(1974)는 “경제가 발전하여 나아지면 국민들은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인가?”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사

람이 낮은 사람에 비하여 더 행복하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에 속한다. 물론 이스털린 자신도 어떠한 

시점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 소득 이상의 구간부터는 국가 간의 행복의 차이는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 되

는, 전형적인 ‘평탄 곡선(flat of the curve)’7)이 나타나게 된다. 즉 소득의 절 적 수준은 소득이 낮은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소득이 아니

라, 교우관계나 가족관계와 같은 비경제적 요소라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당

연히 행복의 증가도 수반되리라는 경제학 일반의 암묵적인 가정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Easterlin, 1974; 2001).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일정 시점에서 한 개인이 느끼는 행복이 첫째, 과거 소득에 의해서 

6) 예를 들어서 1972년부터 1987년 사이에 실시된 GSS의 경우 무응답 비율이 1% 미만이었다 
(Easterlin, 2001: 466).

7) 주로 보건경제학에서 사용하는 ‘평탄 곡선(flat of the curve)'의 개념은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의료보장에 한 투자가 일정 수준 이상이 지나면, 보건의료 관련 지표 예를 들자면 기 수명과 같
은 지표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지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에서 평탄곡선으로 접어드는 소득의 
수준을 만족점(satiation point)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Clark, Frijters, and 
Shields (2008: 96)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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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습관(habit formation)8)과 더불어, 둘째, 동시 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호의존적 

선호(interdependent preferences)9)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스털린의 주장은 1974년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상식으로 통하던 근 화론의 기본 가정을 뒤흔드는 것으로, 이후 본격적으로 

행복에 한 연구가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하 다.

3) 이스털린 역설의 이론

이스털린은 자신이 주장한 역설에 해서 이론이 분분하게 되자, 물질과 행복의 관련성을 보편적으

로 설명할 수 있는 통일된 이론(a unified theory)을 구축하고자 시도하 다. 먼저 이스털린은 소득과 

행복에 관하여, 경험적으로 관찰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경향을 제시하고, 이를 소득과 열망수준의 함

수로 설명하고 있다(Easterlin, 2001: 472-474).10)

① 일정 시점에서 보면,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은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
다.

② 생애과정의 한 시점에서 개인은 과거에는 덜 행복했었지만, 미래는 더 행복해질 것으로 기 하고 
있다.

③ 한번 경험된 효용(행복)의 수준은 전 생애에 걸쳐 일정하게 지속된다.

8) 폴락(R. Pollack, 1970)에 의하면, 현 시점에서 소득에 의해서 발생하는 효용의 수준은, 과거의 소득 
수준에 의해서 형성된 물질생활의 습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한다.

9) 한 개인의 경우, 자신의 소득에 의해서 발생하는 주관적 복리(subject well-being)의 수준은 천차만
별이지만, 일반적으로 동시 인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자신의 주관적 복지는 낮아지게 마련인데, 

이러한 현상을 상호의존적 선호도(interdependent preferences)라고 한다. 이에 한 자세한 설명은 
폴락(Pollack, 1976)과 이스털린(Easterlin, 1995: 36)을 참조하시오.

10) 이러한 소득과 열망의 함수에 한 설명은 기본적으로 이스털린(2001: 472-474)에 의존하면서, 설
명맥락에 따라서 내용을 부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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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asterlin(2001), Fig. 2.

[그림 2]  소득과 열망수 (aspiration level) 함수로 본 주  복리

첫째, 막 성인이 된 사람들이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슷한 물질적 기 감

(material aspirations)인 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은 물질적 기 감을 

더 많이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득은 증가하는데 물질적 기 감이 동일하다면 그림의  효용함수에 따라서 한 개인의 효용은 증

가할 것이다. 하지만 거꾸로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물질적 기 감이 높아진다면( → ), 같은 

소득이라도 체감하는 효용은 떨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림의 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의 

물질적 기 감을 가졌다면 의 효용을 가지지만, 의 물질적 기 감을 가진다면 효용은 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 → )하면 이에 발맞추어 물질적 기 감도 비례적으로 증

가( →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포인트 2에서 포인트 3으로 움직이지 않고, 포인트 5로 움직

이게 된다. 즉 소득이 증가할 경우, 물질적 기 감의 동반상승으로 인해서 효용의 증가가 상쇄되기 때

문에 효용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이스털린은 카네만 외(Kahneman et al., 

1999)의 ‘열망의 쳇바퀴(aspiration treadmill)’11)라고 개념을 빌어서 설명하고 있다. 즉 몸은 계속 움

11) 열망의 쳇바퀴라는 개념은 브릭만과 캠벨(P. Brickman and D. T. Campbell, 1971)의 ‘쾌락의 쳇바
퀴(hedonic treadmill)’ 혹은 ‘쾌락 적응(hedonic adaptation)'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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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쳇바퀴(treadmill)’처럼 절 적인 소득

이 늘어나도 동시 인의 소비열망이 증가한다면 행복은 자기걸음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Easterlin, 1995; 35-37).

둘째, 소득이 에서 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물질적 기 감도 에서 로 증가할 경우, 

포인트 2에서 포인트 5로 움직이기 때문에 효용은 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과거 소득

() 시점의 만족도(효용)를 물어보았을 때 그는 과거의 물질적 기 감()이 아닌 현재의 물질적 

기 감()으로 과거의 소득수준()을 판단하기 때문에 효용은 (포인트 4)으로 낮아진다. 미

래의 효용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물질적 기 감으로 미래 소득의 효용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효용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 포인트 5에 있는 사람에게 미래의 소득증가에 따른 효용에 관해서 물

었을 때, 그는 현재의 물질적 기 감() 효용함수에 따라서 효용은 로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막

상 의 소득을 갖게 되는 미래 시점에서는 물질적 기 감 역시 로 높아지기 때문에 효용은 

가 아니라 (포인트 7)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 효용함수를 가지고 심리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결정 효용(decision 

utility)과 경험된 효용(experienced utility)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 결정효용은 여러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발생하는 사전( ) 만족도를 말하며, 경험된 효용은 실제 선택의 결

과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후( ) 만족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그림에서 의 소득을 가진 

포인트 5에 있는 개인에게 만약 현재에 5년 전과 같은 소득(), 혹은 5년 후의 소득()을 가질 

경우, 사전적으로 느끼는 만족도를 결정 효용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소득이 낮아지면 효용도 낮아지

고, 소득이 높아지면 효용도 높아질 것으로 기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비

례적으로 물질적 기 감도 증가하기 때문에(if  →  , then  → ) 소득의 증가는 효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일정한 수준()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경험된 효용

(experienced utility)이라고 한다.

3. 이스털린 역설을 둘러싼 논쟁

1974년 발표된 이스털린 역설은 경제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전반이 암묵적으로 동의하 던 근 화 

테제, 즉 생산조직을 근 적으로 개편하면 물질적 생산이 증가하고, 이러한 물질적 풍요는 개인에게 

더 많은 기회와 권리를 주어서 결국 사회 전체의 복리가 높아진다는 가정에 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이스털린 역설은 우회적이나마 우리에게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경제성장인가?”를 묻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사회과학의 파라다임 변화(paradigm shift)에 해당하는 이 역설을 둘러싸고 다양

은 아주 기쁜 사건이나 매우 상심한 사건이 일어나도 곧 상 적으로 안정적인 행복의 수준으로 회
귀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복권과 같이 우연히 돈을 많이 벌게 되어도, 곧 기 수준
이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행복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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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쟁이 벌어져 왔는데, 이 장에서는 이러한 논쟁의 흐름을 정리하고자 한다.

빈호벤의 비판: 욕구-충족(needs-gratification) 모델 

이스털린 역설에 해서 최초로 본격적인 반론을 제기한 사람은 빈호벤일 것이다.12) 그는 자신의 

논문(R. Veenhoven, 1991)에서 이스털린 역설의 핵심테제인 ‘행복의 상 성’에 해서 논리적으로 그

리고 실증적으로 치 하게 분석하면서, 이 테제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히고 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Veenhoven, 1991: 25-30).

① 행복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② 행복은 적응수준(adjustment standards)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③ 행복은 자의적인 정신세계(arbitrary mental construct)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첫째, 한 개인의 행복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결정되기 보다는, 그 개인에게 현존하는 욕구와 이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needs-gratification) 결정된다(Veenhoven, 1991: 26-27).

둘째, 욕구(needs)는 인간이 사회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본

성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욕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거나, 혹은 개인

의 적응수준에 따라서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래적(生來的)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Veenhoven, 1991: 27).

셋째, 블릭맨과 캠프벨(Brickman and Campbell, 1971)은 (행복에 한) 적응감을 지각(sensations)

에 적용되는 적응수준이론(Adaptation Level Theory)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차원이 전혀 

다른 지각과 행복을 동일차원일 것으로 유추한 오류의 결과이다(Veenhoven, 1991: 31). 이렇듯, ‘행복

의 상 성’ 테제가 수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털린을 포함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서 주장되는 이유로 개념적 혼란, 유추(analogy)에 의한 오류13), 예외적 케이스에 한 과도한 일반

화, 인지적 설명에 한 편견 등을 들고 있다(Veenhoven, 1991: 30-32).

이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욕구 이론(needs theory)14)에 기초하고 있다. 욕구이론의 기본가정은 

소득수준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재화와 용역에 의해서 충족될 수 있는 욕구(needs)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15) 그리고 이러한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가진 개인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행

12) 이스털린의 주장에 해서 1970년 와 1980년 에도 비판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본격적으
로 정면에서 이루어진 비판은 빈호벤(1991)이 최초일 것으로 판단된다.

13) 예를 들어서 블릭맨과 캠프벨(Brickman and Campbell, 1971)은 지각(sensations)에 적용되는 적응
수준 이론(Adaptation Level Theory)을 행복에도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빈호벤에 따르면 실
제 지각과 행복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Veenhoven, 1991: 31).

14) 욕구이론(needs theory)은 사회심리학자인 마슬로우(A. Maslow, 1970)의 인간 욕구에 한 연구에 
기초하여, 인간의 행복을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욕구가 더 많이 충
족되면 될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Schyns, 1998: 8)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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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결핍되어 있는 어떤 욕구가 충족될 때 비로소 행복감이 상승한다는 것이

다(needs-gratification model). 예를 들어서 특정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갑(甲)의 경우, 동시 의 사

람들도 모두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할 때 위안(contentment)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갑의 행복이 상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스털린의 방어: 일본의 사례와 문화적 관성

이러한 비판에 하여 이스털린(Easterlin, 1995)은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신에 자신의 이름을 딴 

‘이스털린 역설’에 사용되는 개념들을 보다 정교하고 세 하게 설명하고16),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행복의 상 성‘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한편 이스털린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거론하는 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다. 물론 북미나 유럽의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스털

린의 역설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일본은 이스털린 역설이 보다 생생하게 입증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이

다. 그에 따르면, 1958년 일본인의 평균소득은 1991년 기준으로 다수의 제3세계 국가에 비하여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 하지만 1958년 이후 1987년까지 약 20년간 일본인의 실질소득은 5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각종 가전제품은 물론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의 비율이 60%에 이를 정도로 고도의 소비사

회로 변모하 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일본인의 주관적 복리의 수준은 결코 높아지지 않았다

(Easterlin, 1995: 38-41). 더욱이 행복을 결정하는데 절 적인 소득수준이 중요하다면, 일본의 최하위 

소득집단은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행복도 증가하여야 하는데, 분석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1987년의 최하위 소득집단의 소비능력은 1958년 당시의 최상위 소득집단과 거의 같거나 

우월할 정도로 증가하 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

한편 이스털린은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소득 이외에 그 사회의 규범(norm)이나 문화의 측면

에 주목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선진국 9개국17)을 상으로 시계열적(1973년~1989년) 국제비교를 한 

결과, 1973년 첫 조사 당시의 생활만족도 수준이 이후에도 거의 유지되어, 국가 간 순위 역시 거의 변

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Easterlin, 1995: 39, Fig. 2 참조). 이러한 현상을 이스털린은 ‘문화적 관성

(durable cultural component)’으로 설명하는데, 각 나라마다 주관적 복지에 관해서 문화적 인식의 차

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소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다(Easterlin, 

1995: 42).18) 결국 이스털린이 주장하는 논지는 한 개인의 행복을 (절 적) 소득과 물질적 풍요로 설

15) 높은 소득수준을 가진 사람이라도 α라는 소득이 부가되었을 때, 그 α는 자신의 취미생활이나 혹은 
자선(charity)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등 어떠한 형태이던 욕구충족의 가능성을 높여서 행복을 증진
하게 마련이다.

16) 예를 들자면, ‘(과거소득에 의한) 습관의 형성(habit formation)', ‘상호의존적 선호도(interdependence 

preference)', ‘상 적 선호 이론(relative preference theory)', ‘물질적 열망(material aspiration)', ‘열
망의 쳇바퀴(aspiration treadmill)', ‘적응기 감(adaptive expectations)', ‘인지된 소득(income 

perceived)', 그리고 '문화의 관성적 성분(durable cultural component)' 등이다.

17) 이스털린이 국제비교한 9개국은 덴마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국, 프랑스,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이다.

18) 이러한 편차는 아마도 언어의 차이, 예를 들자면 ‘행복’이라는 단어에 해서 언어별로 약간의 뉴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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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빈호벤과 헤이거티의 반론: 시계열분석

이러한 이스털린의 ‘행복의 상 성’ 주장에 해서, 빈호벤은 헤이거티(M. Hagerty)와 함께 시계열 

분석을 무기로 다시 비판에 나선다(Hagerty and Veenhoven, 2003). 이들은 기존의 시계열 분석의 단

점을 보완하고자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국가들을 포함하고 분석기간을 늘리는 한편으로, 소득이 행복

에 미치는 향을 단기간 향(short-term effects)과 장기간 향(long-term effects)으로 나누어 분

석하 다. 이들의 분석결과는 욕구이론(needs theory)에 입각하여 상 적 효용모델(relative utility 

model)의 가정을 기각하는 것으로, 높은 소득수준을 가진 나라에서도 국민소득의 증가는 국민행복

(national happiness)의 증가를 수반한다는 것을 입증하 다(Hagerty and Veenhoven, 2003: 22). 물

론 화폐의 한계효용 체감(diminishing marginal utility of money)에 따라서 절 적 소득의 향력은 

고소득 국가가 저소득 국가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사실이지만, 조사 상인 21개 국가 중에서 7개 국

가가 소득의 증가에 따른 행복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 보 으며19), 1개 국가만이 

부(-)의 관계를 보 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득은 행복에 해서 장기적인 향력뿐만 아니라, 단기적

인 향력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Hagerty and Veenhoven, 2003: 21-22, Fig. 3 참조).

이스털린의 반박: 분석 자료의 오류

 

이러한 헤이거티와 빈호벤의 비판에 해서 이스털린(Easterlin, 2005)이 본격적인 반박에 나서면서 

논쟁이 다시 가열된다. 이스털린은 국민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가를 수반한다는 헤이거티와 빈호벤

(2003)의 주장에 해서, 미국의 사례를 꼼꼼히 분석하면서 비판하고 있다(Easterlin, 2005: 430-432). 

그는 헤이거티와 빈호벤의 연구에서 두 변수(소득과 행복) 간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 7개 국가 중

에 미국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해서 강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20) 그는 1972년에서 2002년까지의 

일반사회조사(Genneral Social Survey: GSS) 자료를 가지고 회귀분석을 한 결과, 행복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간도 소득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 다. 이렇듯 자신의 

분석이 헤이거티와 빈호벤의 분석과 다른 이유로, 이들이 분석한 자료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즉 이

스 차이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스위스의 경우, 스위스에 거주하는 각 언어공동체의 삶의 만족
도는 본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높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고 하겠다(Oswald, 1997: 

1819).

19) 두 변수(소득과 행복) 간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 국가는 미국,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독
일, 이탈리아, 포르투갈이며,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 국가는 프랑스이다(Hagerty and Veenhoven, 

2003: Table III). 

20) 이스털린(Easterlin, 2005: 430)은 1952년부터 1988년까지 미국에서 소득의 증가와 행복의 증가는 
서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케니(C. Kenny, 1999)의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헤이거티와 
빈호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스털린 역설에 한 연구  65

들이 1970년  행복이 과소 추정된 non-GSS 자료를 사용하 기 때문에 소득과 행복이 정(+)의 상관

관계를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Easterlin, 2005: 431). 그리고 이러한 non-GSS 자료의 문제점을 헤이

거티와 빈호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1972년에서 1974년까지의 자료가 GSS와 합치될 

수 없는 non-GSS 자료로서 행복이 과소 추정되었고, 만약에 이 기간을 제외하고 분석하면 두 변수

(소득과 행복)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 다(Hagerty and 

Veenhoven, 2003: 18; Easterlin, 2005: 432 참조).21)

또한 이스털린은 헤이거티와 빈호벤의 주장에 한 반증의 사례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사례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세계 행복 데이터(World Database of Happiness: 

이하 WDH)'를 이용하여 15개 국가22)의 소득과 행복의 관계를 분석(1972년~1990년  초반)한 다이

너와 오이시(Diener and Oishi, 2000)의 연구에 따르면, 15개 조사 상 국가 중에서 6개 국가에서는 

소득과 행복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국가는 6개 국가, 그리고 부(-)

의 상관관계를 보인 국가는 3개 국가이다. 따라서 이들의 결론은 이 기간(1965년~1990년  초반) 중 

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지만, 행복과 소득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선의 기울기는 

평균적으로 평평하게 나타나서, 소득이 행복에 향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개발

도상국의 경우에도 소득과 행복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매우 예외적인” 한국 사례를 제

외하면, 브라질, 인도, 멕시코, 필리핀,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두 두 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Easterlin, 2005: 435-436).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이스털린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Easterlin, 2005: 440).

① 미국의 사례를 볼 때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행복도 증진될 수 있다”는 헤이거티와 빈호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②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분석된 유럽과 미국의 사례도 헤이거티와 빈호벤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
다.

③ 일본의 사례는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가가 가져오지 못한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비유럽국가
로서 일반적인 사례이다.

④ 만약에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진을 가져온다면, 왜 비슷한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국가 간에 행복
의 차이가 나타나며, 왜 두 변수 간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국가가 오히려 예외적인 국가
가 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빈호벤과 헤이거티의 재반격: 행복한 인생 햇수(Happy Life Years)

이러한 이스털린의 비판에 하여 빈호벤과 헤이거티(Veenhoven and Hagerty, 2006)는 다시 반격

에 나선다.23) 이들은 자신과 이스털린과의 견해 차이를 같은 사실을 놓고 다르게 해석하는 ‘해석의 

21) GSS가 통상적으로 행복의 기운이 높아지는 봄에 조사하기 때문에 다른 조사 데이터보다 높게 나
타나는 경향이 있다.

22) 15개 국가 중에서 유럽에 속하는 국가는 13개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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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로 설명하면서,24) 그 이유로 행복이라는 변수의 변동 폭이 너무 작은데다가25), 그마저도 오르내

림(fluctuation)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장기적인 관찰기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Veenhoven and 

Hagerty, 2006: 422).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빈호벤과 헤이거티가 제시한 개념은 

‘행복한 인생 햇수(Happy-Life-Years: 이하 HLY)'인데, 다음의 산식에 의해서 산출된다(Veenhoven, 

2004: 13).

Happy-Life-Years = Life-expectancy at birth x (0-1) happiness26)

이런 산식에 의해서 HLY를 측정한 결과, 1973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의 HLY는 5.2년, 유럽의 

HLY는 6.3년 상승하 다(Veenhoven, 2005b 자료 참고).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제2차 세계 전 이후 

서구인들은 경제의 성장과 발맞추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더 오래 행복한 삶을 위하게 되었다는 것

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Veenhoven and Hagerty, 2006: 433), 이는 이스털린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이행기 국가의 예를 들면서 이스털린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즉 1990년  중

반 루불화 위기(the Rubel-crisis)를 맞았던 러시아는 행복지수가 폭 내려갔지만, 이후에 러시아 경

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행복지수도 올라가는 경향을 보 다는 것이다(Veenhoven, 2005a; Veenhoven 

and Hagerty, 2006: 433-434에서 재인용). 결국 경제의 번 이 국민의 행복을 이끈다는 고전경제학의 

명제가 21세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랜치플라워와 오스왈드의 정리

한편, 이스털린과 빈호벤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에 블랜치플라워와 오스왈드(David 

Blanchflower and Andres Oswald, 2005: 3-4)는 논문발표 당시(2005년)까지 이루어지고 있던 행복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27)

23) 2003년도에 발표한 논문의 저자는 헤이거티가 제1저자 는데(Hagerty and Veenhoven, 2003), 

2006년 재반론 성격의 논문의 제1저자는 빈호벤(Veenhoven and Hagerty, 2006)이었다.

24) 이들은 반쯤 차있는 물 컵을 놓고, 이스털린은 반이 비었다고 해석하는 반면에 자신들은 반이 차있
다고 해석하는 그런 차이라고 설명한다(Veenhoven and Hagerty, 2006: 422).

25) 예를 들어서 소득이라는 변수는 이론적으로 무한 로 올라갈 수 있으나, 행복이라는 변수는 최고 
점수(예를 들면 3점 혹은 5점)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26) 예를 들어서 A국가의 기 수명이 80세이고, 10점 척도에서 행복의 평균값이 5점이라면, HLY는 40
년(80년 × 0.5)이 된다. HLY값은 일반적으로 20점에서 75점의 분포를 보인다.

27) 블랜치플라워와 오스왈드가 이 내용을 정리한 시기는 2005년인데, 시기적으로 이스털린이 헤이거티
와 빈호벤의 비판을 가한 시점은 2005년이고 다시 빈호벤과 헤이거티가 재반론을 한 논문이 발표
한 시기는 2006년이다. 하지만 블랜치플라워와 오스왇드(2005)는 심사 기간이 짧은 NBER working 

paper이고, 이스털린 테제에 한 논쟁은 주로 심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학회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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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에게 소득의 증가는 일정한 수준의 행복을 가져온다. 하지만 소득이 2배로 증가하 다고 해서 
인생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아서, 결혼과 같은 사건이 인생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온다.

② 하지만 국가 간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 특히 서구 선진국의 경우, 국민경제가 발전한다
고 해서 전체 국민의 행복이 증진되지는 않는다.

③ 행복은 나이에 따라서 U자(字) 곡선을 그리며28),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행복하다고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생에서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부정적인 요인 두 가지는 실업과 이혼이다. 

소득을 통제할 경우 교육이 행복과 가장 긴 하게 연관되어 있다.

④ 선진국의 경우, 행복 함수의 방정식은 거의 유사한 형태를 지닌다. 즉 선진국은 행복에 관한 유사
한 통계 유형을 보이고 있다.

⑤ 개인들로 구성된 페널 자료의 경우도 거의 유사한 행복 함수의 방정식 형태를 보인다.

⑥ 적응감(adaptation)29)은 존재한다.

⑦ 상 적인 비교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의 내용에서 ‘(물질에 한) 적응감’과 ‘행복의 상 성’을 강조하는 점을 감안하면, 빈호벤보다는 

이스털린의 주장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의 상 성 테제를 일거

에 뒤집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스티븐슨과 울퍼스의 도전: 행복은 소득과 함께 오르내린다.

스티븐슨과 울퍼스(B. Stevenson and J. Wolfers, 2008)는 최근까지 축적된 풍부한 데이터를 바탕

으로 한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서 첫째, 주관적 복지(subject well-being)와 1인당 국민소득은 정

(+)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둘째, 만족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 다. 결국 이들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행복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소득의 수준이 중요한 변수를 넘어서서 결정적인 변수임에 틀림

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국가 간 비교연구(across countries)와 국내 국민들을 상으

로 하는 연구(within countries), 그리고 시계열적(over time) 연구에서 모두 입증되었다고 한다

(Stevenson and Wolfers, 2008: 3-4).

또한 행복의 상 성 테제에 주요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일본의 예외성(the Japanese anomal

y)30)’도 설문 내용의 차이 때문에 빚어진 오류라는 것이다. 1964년 이전에는 일본의 “국민 만족도 조

사(Life in Nation surveys)”에서 최고 만족을 나타내는 설문 문항이 “비록 단히(innumerably) 만족

스럽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나의 삶에 만족한다”는 내용에서 1964년부터는 “전적으로(completely) 

만족한다"로 바뀌는 바람에 이 문항에 한 응답률이 18.3%에서 4.4%로 급감하게 되었다.31) 그리고 

28) 어린 시절 높은 수준을 보이던 행복감이 중년이 되면서 낮아지다가,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높
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29) 보다 정확하게는 적응기 감(adaptive expectations)이다. 본 논문의 주(註) 2 참조.

30) 전후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생활수준이 매우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는 예외적으로 매
우 낮은 상태가 유지되는 일본의 경우를 말한다.

31) 이하 두 번째로 만족을 나타내는 설문내용도 1964년을 기점으로 “비록 나의 삶에 만족스럽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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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부터 1969년까지는 ‘가정생활의 만족'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1970년부터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

으로 초점이 바뀌었으며, 1992년에 설문조사 질문내용이 다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일본인의 삶의 만

족도 조사결과를 설문내용에 따라서 일본인의 삶의 만족도를 4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자면, ① 1958년

부터 1963년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② 새로운 질문이 첨가된 1964년을 기점으로 1969년까지 역시 

상승하다가, ③ 1970년부터 1991년까지는 천천히 상승하 는데, ④ 새로운 질문 내용이 첨부된 1992년

부터 2007년까지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Stevenson and Wolfers, 2008: 49). 이러한 일

본인의 삶의 만족도의 궤적은 일본 경제의 성과와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전후 급속한 경제 

성장기에는 삶의 만족도도 급상승한 반면에, 경제 호황이 안정된 시기에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경제침체기로 접어들면서는 떨어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는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의 증감(增減)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

거라는 것이다.

이스털린의 재방어: 장기적 분석의 결과

이러한 스티븐슨과 울퍼스의 비판에 하여 이스털린(2010)은 다시 반격에 나서는데, 소득과 행복

의 연관성에 한 스티븐슨과 울퍼스의 분석은 단기적인 관련성(short-term relationship)만 입증하

을 뿐, 장기적인 자료를 분석할 경우에는 소득과 행복의 관련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스티븐슨

과 울퍼스(2008)는 장기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회귀분석을 해서 소득과 행복의 관계가 정(+)인 관계

임을 입증하 다. 하지만 첫 번째 장기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32개 국가에서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

었던 이행기 국가를 제외하면 두 변수 간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장기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17개 국가 중에서 헝가리(낮은 경제성장과 낮은 행복도 증가)와 한국(높은 경제

성장과 높은 행복도 증가)의 사례를 제외하면 이 역시 두 변수 간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다는 것이

다(Easterlin,, 2010: 22465-6).

지금까지 이스털린 역설을 둘러싸고 진행된 논쟁에 해서 살펴보았지만,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 논쟁에 참여한 학자들이 

구사한 개념과 분석방법은 경제학, 심리학, 그리고 사회정책학 등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스털린 역설에 해서 전반적인 입장을 가지고 분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스털린 역

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역설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개념을 추출하여, 이를 중심으로 논쟁을 재편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만족점(satiation point)’의 존재 여부로 보고 이 개념을 중심으

로 논쟁을 재편하고자 한다.

지만, 이 방식 로 계속 살아가도 괜찮다”에서 “비록 전적으로 만족하지는 않지만, 나의 삶에 만족
하는 편이다”로 바뀌면서 응답률의 변화가 있었다(Stevenson and Wolfers, 2008: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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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족점(satiation point)은 존재하는가?

이스털린이 주장하는 행복의 상 성 테제를 정리하자면,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소득이 부

가되어도 행복이 증진되지 않거나, 증진되어도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즉 소득이 어느 일정 

시점에 이르게 되면 행복을 증진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인데, 바로 이 ‘소득의 일정 시점’이 만족점

(satiation point)이 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만족점의 존재 여부를 논쟁의 형태로 정리하고

자 한다.

1) 욕구이론의 입장

만족점의 존재를 부정하는 욕구이론(needs theory)에 의하면, 아무리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도, 

소득이 부가되면 미미하나마 효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효용함수 [그림 3]에 의하면, 소득이 

전혀 없을 때 이라는 소득이 발생하면 이에 해당되는 효용은 으로 급증하게 된다. 그런데 소득

이 증가함에 따라서 효용의 증가폭은 둔화되어, 즉 화폐의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 

으로 소득이 증가하여도 효용은  → 으로 미미한 증가폭에 그치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효용도 미미하나마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림 3]  욕구이론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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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욕구이론에 입각하여, 스티븐슨과 울퍼스(B. Stevenson and J. Wolfers, 2008)는 주관적 복

지(subject well-being)와 1인당 국민소득은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만족점

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만족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수준의 높낮

이와 상관없이 소득이 부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행복은 상승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디톤(A. 

Deaton, 2008)은 123개 국가를 상으로 1인당 소득을 로그(logarithm)로 처리할 경우, 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거의 선형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32) 따라서 일정 소득 이후(기본욕구 충족)에는 

소득의 증가가 삶의 만족도에 향을 거의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한 설명은 만족점 이론보다는 브라만 이론(the Brahmin 

Theory)33)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면 그 이상의 소득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향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많을수록 개인의 지적이고 문화적인 발

전을 누릴 가능성이 더 높아져서 결국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Deaton, 2008: 57-8).

2) 행복의 상대주의적 입장

아래의 효용함수 [그림 4]에서,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의 소득을 가지게 되면, 이 의 효

용은 급상승하여 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소득이 로 증가하기까지 효용은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하여 가 되거나 가 되어도 효용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에 머무르게 된다. 여기에서 만족점은 가 되는 것이다.

[그림 4]  만족  함수

32) = .694, Coefficient=.838, Deaton(2008) Table 1 참조.

33) 브라만 이론은 1938년 로빈스(L. Robbins)의 논문에서 “브라만 계급은 불가촉 천민에 비해서 10배
나 더 행복해질 능력이 있다”는 언급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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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복의 상 주의적 입장은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입증된다. 전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결코 높아지지 않았다. 즉 적어도 전후 미국의 경우를 보면, 만

족점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위의 [그림 1] 참조). 하지만 만족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욕구

이론가인 스티븐슨과 울퍼스는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설명하기에 난감한 나머지, ‘수수께끼 같은 예외

(a puzzling outlier)’라고 표현하 다(Stevenson and Wolfers, 2008: 36). 이후에 저자들은 보스턴 글

로브34)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경제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는 

이유에 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더라고 생산된 부가 고소득층

에게 집중되는 소득불평등이 심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의 미국인들은 경제성장의 혜택을 거

의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불평등이 직접적으로 행복에 향을 주는 타당성 있는 변수

인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고, 더욱이 제1장의 [그림 1]에서와 같이, 1972년부터 2006년까지 미

국인의 절 적인 소득이 2배 이상 늘어났는데도 행복이 증진되지 않았다면, 이런 현상을 단순히 불평

등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스털린은 미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중국과 칠레 그리고 한국의 사

례를 들면서,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가와 단선적으로 연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 다. 즉 장기

적인 분석을 해보면, 중국과 칠레의 경우는 고도 경제성장기에 오히려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미미하

나마 떨어진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도 만족도 조사를 

시작한 시점이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하 던 1980년도 기 때문에, 즉 워낙 낮은 삶의 만족도에서 

출발하 기 때문에 이후에는 상 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한 1990년 이후 2005년까지 연속적인 네 번의 조사에서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소량이나마 떨어졌다(Easterlin, 2010: 22467). 결국 한국 경제가 물질적 결핍에서 해방된 1990년 이후,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증가세를 멈추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만족점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

이라는 주장이다.

3) 만족점 논쟁에 대한 사회복지적 함의

이스털린 역설을 둘러싼 ‘소득-행복’ 논쟁은 지난 산업화 기간 중에 압축적이고 폭발적인 경제성장

을 보 으며, 21세기를 넘어선 현재에도 발전주의(developmentalism) 이데올로기가 강고한 진지를 구

축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성찰의 계기를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스털린 역설은 우리에게 과연 언

제까지 발전주의 시 의 유산인 기업 위주의 불균등 성장(uneven growth)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이들과 척점에 서 있는 욕구이론가(needs theorist)들은 높은 경

제성장이 여전히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와 행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21세기에도 여전히 경제성장 정

책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에 욕구이론가들의 주장 로,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서 만족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물량중심

34) The Boston Globe, 2008년 11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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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성장 위주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득이 증가되면 될수록 행복은 증

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에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소득의 증가가 더 이상 행복을 증진시키지 

못하는 만족점이 존재한다면, 국민경제의 운용을 균형성장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행복이 상 적인 것이라서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이 되면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가를 가져오

지 못한다면, 물량적 성장 위주의 경제발전, 특히 불균등 성장 전략은 국민의 행복을 가져오지 못하는 

시 착오적인 전략이다. 오히려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기업이나 부유층에 집중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행복지수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소득과 행복의 매트릭스(income-happiness matrix)에서 만족점의 존재를 인정한다

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에 해서는 연구자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다. 예를 들어서 기본 필수

품(basic necessities)만 해결이 된다면 그 이상 소득의 부가는 행복의 증가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예를 들어서, Di Tella and MacCulloch, 200835); Lane, 2000), 머레이(C. Murray 

1988: 65)는 그 수준을 1인당 국민소득 $5,000(1978년 불변가격)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케니(C. 

Kenny, 1999: 12, 19)는 1990년 실시된 인구조사 데이터(poll data)를 이용하여 약 $8,000을 제시하

고, 레이야드(R. Layard, 2003: 17)는 한 국가의 1인당 평균소득이 $15,000(1990년  후반 기준)이 

넘어가면, 행복의 수준과 별 상관이 없게 된다고 주장하 다.36)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연도 만족 (A)
해당연도 1인당 

GDP(B) 
A/B

2005년도 

만족 †(C)

2005년도 

빈곤선(D)‡
C/D

1978* 5,000 10,303 48.5% 12,368
9,570

129.2%
1990** 8,000 23,185 34.5% 11,078 115.8%
1999*** 15,000 33,485 44.8% 17,288 180.6%
* Murray, 1988; ** Kenny, 1999; *** Mayard, 2003
† 2005년 1인당 GDP에 해당 비율(A/B)을 곱하여 구하 음. 
http://w w w .m easuringw orth.org/usgdp/ 참고.
‡ H H S poverty guideline(1인 가구) 기  http://aspe.hhs.gov/poverty/05poverty.shtm l 참고.

<표 1>  미국의 만족 과 최 생계비의 비교

(단위: $)

위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인들의 만족점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약 115%에서 180%의 

35) Di Tella and MacCullar(2008)는 독일의 주택소유자가 임 주택 거주자에 비해서 소득의 적응감
(adaptation)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하 다. 적응감에 해서는 본 고의 주(註) 2를 참조하시오.

36) 행복에 한 사회과학적 접근을 하는 표적인 경제학자 중의 하나인 리처드 레이야드(R. Layard)

는 2003년 3월 LSE(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거행된 Lionel Robbins Memorial Lectures

에서 “Happiness: Has Social Science A Clue?”라는 큰 제목 하에 세 번의 기념비적인 연설
(Lecture 1: What is happiness? Are we getting happier?; Lecture 2: Income and happiness: 

rethinking economic policy; Lecture 3: How can we make a happier society)을 한다. 소득 만족점
이 $15,000(1990년  후반)이라는 내용은 첫 번째 연설에서 나오는데, Inglehart and Klingemann(2000) 

Fig. 7.2의 자료를 기초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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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만족점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수준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최저

생계비를 어느 정도 상회하는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소득의 증가보

다는 다른 사회문화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기초생활(national minimum)의 보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 사회에서 

인간적 존엄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야말로 최 다수의 최 행복을 추

구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이를 실현시키는 방법으로서 기본소득제도(Basic Income)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37) 기

본소득을 통해서 기본적 사회수요(basic social necessities)를 충족시키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 

체감은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만족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정 수준의 소득까지는 화폐소득이 행복을 증진시키는 가장 중요

한 요인이 되지만, 만족점을 넘어서면 소득을 통해서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현금급여보다는 개별적인 욕구에 기초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974년 이스털린 역설이 발표된 이후로 다양한 논리와 분석기법이 동

원되어 치열하게 논쟁이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소득과 행복에 한 국내·외적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

라서 이 논쟁은 계속 진화할 것이다. 하지만 행복은 본질적으로 상 적이라서 일정 소득수준에서 만

족점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선진국이라면 경제성장 위주의 국가운  전략은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 

물론 만족점이 존재한다고 해서, 선진국에서 경제성장이 필요 없거나 혹은 나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특히 고용의 창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이 절 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스

털린의 ‘행복에 한 연구’가 기존의 발전경제학을 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지평을 보여주는 것

은 아니었다. 이스털린은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경제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 

해서는 혹독하게 비판하 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스털린 자신은 ‘성장’이 아니라 ‘재분배’ 위주로 국가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자

신의 연구결과를 과잉되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 다(Easterlin, 1974: 119).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부

유한 선진국에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통해서 기 했던 효용의 증가는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점

이다. 오히려 인간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행복을 증진시키고 불평등을 줄이는 사회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나라가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체감 행복도가 높은 한편으로 경제성장률도 더 높다는 것은 역

사적인 사실이다(Kenny, 1999: 21-22).

최근 한국에서도 행복에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이 느끼는 행복의 수준은 여전히 

37) 물론 기본소득제의 도입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기본소득제의 정신을 구현
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해서는 신중하게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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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비하여 상 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2006년 실시된 ‘삶의 만족도 지수(Satisfaction with 

Life Index)’38) 조사에서는 전 세계 178개국 가운데 102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2009년 신경제재단

(New Economics Foundation)에서 실시한 ‘행복 지구 지수(Happy Planet Index)’ 조사에서는 143개 

국가 중 68위, 그리고 2010년 OECD에서 실시한 ‘더 나은 삶 지수(The Better Life Index) 조사에서

는 34개 회원국 중에서 26위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김경동 외(2006)가 조사한 세계 10  도시 행복

도 조사에 의하면, 서울이 세계 도시 중에서 행복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39) 물론 동아

시아 국가가 서양에 비하여 문화적으로 행복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김윤태, 2010), 21세기에 접어

든 현재 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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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Easterlin Paradox: with Special References to 

Satiation Point

Moon, Jin-Young

(Sogang University)

The Easterlin Paradox is widely accepted as a pioneer of happiness study in 

social science disciplines including Economics, Psychology, and Sociology. 

Moreover, it should be noted, the paradox has abundant implications on many 

social issues such as ‘economic growth or social equity’, 'basic income' and so 

forth. It is in this regard that this paper purports to understand debates around 

the paradox. For this purpose, the chapter two examines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of the Easterlin Paradox, and accordingly the chapter three examines 

the Easterlin Paradox debates since the early 1990s. In the context of the Easterlin 

paradox debates, the chapter four scrutinizes the debates around satiation point 

in income-happiness nexus and duly concludes with some social welfare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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