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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이란?

1. 행복이란?: 철학 vs.사회과학(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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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행복의 과학  긍정심리학

• Ed Diener (1984, Psychological Bulletin)

– “행복(Subjective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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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측정

4 / 14

 삶에대한만족도, 긍정/부정적정서경험, 심리적번영으로구성․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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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의미와측정

5 / 141. 행복이란?

•개인의 전체 삶 또는 구체적인 측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인지적 평가

•예) 전반적인 것을 고려할 때 당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삶에 대한

만족도

•개인이 느끼는 긍정적/부정적인 정서의 경험

•예) 지난 한달 동안 다음의 감정들을 얼마나 자주 느꼈습

니까? (즐거운, 행복한, 짜증나는, 부정적인)

정서경험

•개인의 잠재력 측면에서 삶의 가치와 의미, 목표 등

•예) 전반적인 것을 고려할 때 당신의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심리적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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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행복보고서
(2010-2012)

글로벌웰빙지수
(2013)

세계 평균 5.16 17%

OECD 6.66 24%

한국 6.27 14%

한국 순위

세계 41/153 74/135

OECD 24/34 28/32

주: 세계행복보고서는 삶에 대한 평가를 측정한 값이며, 글로벌 웰빙지수는 세 개 이상의 요소에서 ‘번영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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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대한
평가

사회적
지지

자율성 부패 관용 건강수명 1인당 GDP 

노르웨이 7.66 0.94 0.95 0.42 0.06 72.5 8,071 

캐나다 7.48 0.94 0.93 0.44 0.25 72.1 35,294

호주 7.35 0.96 0.94 0.36 0.30 72.9 34,571 

코스타리카 7.26 0.90 0.91 0.80 0.02 67.4 10,440 

아일랜드 7.08 0.97 0.90 0.60 0.34 71.4 5,902 

미국 7.08 0.92 0.83 0.70 0.19 69.7 2,068 

영국 6.88 0.95 0.89 0.45 0.34 71.6 2,797 

프랑스 6.76 0.94 0.86 0.62 -0.14 72.7 9,571 

덴마크 7.69 0.96 0.94 0.18 0.22 71.2 2,333 

독일 6.67 0.94 0.89 0.68 0.05 73.1 34,056 

한국 6.27 0.80 0.66 0.82 -0.06 69.2 6,789 

(세계 순위) (41위) (94위) (104위) (80위) (96위) (27위) (29위)

일본 6.06 0.91 0.78 0.73 -0.12 75.1 30,478 

이탈리아 6.02 0.88 0.61 0.92 0.03 73.6 7,000 

세계 전체 5.53 0.84 0.74 0.73 0.01 59.0 3,524 

OECD 6.66 0.91 0.81 0.65 0.05 70.8 9,533 

자료: UN, (2013), World Happiness Report 2013,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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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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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활성과 소득
(Diener et al., 2002)

3. 행복하면?: 소득



3. 행복하면?: 건강

11 / 143. 행복하면?

 ‘수녀’연구
– 1930, 678 수녀의 짧은 글

– 1991-93, 정서 분석

 Danner et al. (2001)
– high positive emotion example

“…studying at Notre Dame was a 
very happy one…Now I look 
forward with eager joy to the life 
of union with the Love Div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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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보약, 행복

 부정적 정서와는 관련 없음—긍정적 정서 고유의 힘



13 / 143. 행복하면?

행복하면?: 사회적관계

• Erik Erikson

– “좋은 어머니는충분하지않고, 행복한어머니가되어야한다”

• Fowler & Christaki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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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준에서의결정요인

 개인의 기질이나 성격은 중요한 요인이 아님

- 국민 전체의 평균으로 비교, 개개인의 성격 차이는 상쇄

 소득과 SWB와의 관계

- 소득과 SWB의 관계는 일정 소득 수준에서만 유의미

 소득과 개인주의의 SWB 설명력 비교(Diener et al., 1995)

- 소득과 개인주의는 모두 SWB와 상관관계(각각 .59, .77)

- 소득을 통제, 개인주의와 SWB의 부분상관계수 .62

- 개인주의를 통제, 소득과 SWB의 부분상관계수 -.08로 감소

 소득을 통제, 평균수명, 부패정도, 자율성은 SWB 설명(Diener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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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사회적요인중요

4.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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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권아시아 vs. 남미: 행복/경제순위

4.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한국 일본 홍콩 베네주엘라 코스타 브라질

행복

경제



17 / 14

경제, 일정수준까지만행복예측(Inglehartet al., 2008)

4.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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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수준에서의결정요인

 내적요인: 기질적 경향, 성격 등

- 외향적이고 낙관적인 사람 → 주관적 웰빙 ↑

- 성격은 행복의 개인별 차이의 52% 설명(Diener & Larsen, 1984)

 외적요인: 연령, 성별, 소득, 종교, 학력, 결혼 등

- 건강하고 소득수준이 높고 기혼자 → 주관적 웰빙 ↑

- But 의외로 외적(객관적) 요인의 영향력은 적다 !!

 성격/수입 통제 → 인구학적 요인의 설명력 감소, 

인구학적 요인 통제 → 성격은 행복의 개인차를 설명

 사회적 관계는 SWB를 설명하는 필수 요인(Diener & Seligma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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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삶의조건

4.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객관적 삶의 조건들이의외로 관련이 적다

 객관적 삶의 조건들

- 나이

- 성별

- 교육 정도

 객관적 상태 보다, 

그것에 대한 주관적 해석과 반응이중요!

- 건강

- 수입

- 외모



20 / 14

외모와행복(Diener& Fujita, 1995)

4.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데이트 빈도 삶의 만족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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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김진주, 구자영, 서은국, 2006)

4.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객관적 매력보다는주관적인매력평가가

삶에 대한 만족도에있어 중요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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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조건들이관련이적은이유

4.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대학입학

입학 순간 vs. 그 뒤의삶은 다름

- 적응 (Adaptation)

: 사람의 기대 수준의 변화

- 변화의 여러 파생 효과 고려하지 못함

 그렇다면, 무엇이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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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하지만행복하지못한한국인, 왜?

 “심리적 자유감” 부족

- 한국, 45개국 중 자유감 43위 (Veenhoven, 2000)

- 국가 이혼율 & 행복감

 왜? 

- 타인을 과대하게 의식 (사회비교)

- 남에게 “보이는” 행복에 집착

 매우 높은 물질주의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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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자기 충만감 (self-sufficiency) 상승

 “인간”에 대한 관심, 필요성 감소

 그러나, 행복에 가장 절대적인조건

: 사회적경험!

 행복의 필요조건, 충분 조건은무엇인가?

 사회적 관계가 중요: 행복의 충분조건은아니나필요조건

돈

사람

어떻게하면행복해질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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