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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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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에대한만족도, 긍정/부정적정서경험, 심리적번영으로구성․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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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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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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I(2015)

BLI(2017)
세계행복보고서

(2014-2016)HDI IHDI

세계 평균 0.717 0.557 - 5.354

OECD 0.887 0.776 - 6.612

한국 0.901 0.753 - 5.838

캐나다 0.920 0.839 - 7.316

한국 순위
세계 18/188 - - 56/155

OECD 15/34 - 29/38 28/34

주: 1) IHDI의 경우 집계하지 않은 국가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순위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음

2) 세계행복보고서는 삶에 대한 평가를 측정한 값

3) BLI는 OECD 회원국에 러시아, 브라질. 라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포함됨

출처: HDI(2016), World Happiness Report(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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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1990 2000 2005 2010 2014 2015

한 국 0.63 0.73 0.82 0.86 0.89 0.90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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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순위 24/36 27/36 24/36 27/36 28/38 29/38

영역별

순위

주거 22/36 22/36 20/36 20/36 17/38 6/38

소득 26/36 24/36 23/36 24/36 24/38 23/38

직업 28/36 25/36 14/36 16/36 17/38 19/38

공동체 35/36 34/36 34/36 36/36 37/38 38/38

교육 7/36 4/36 4/36 4/36 6/38 10/38

환경 29/36 29/36 30/36 30/36 37/38 36/38

시민

참여
11/36 3/36 3/36 4/36 10/38 10/38

건강 33/36 31/36 30/36 31/36 35/38 35/38

삶의 만족 16/36 26/36 25/36 29/36 31/38 30/38

안전 10/36 10/36 6/36 6/36 21/38 25/38

일과 삶의

균형
33/36 33/36 34/36 33/36 36/38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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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7 2010-2012 2012-2014 2013-2015 2014-2016

세계 평균 5.41 5.42 5.375 5.382 5.354

OECD 6.63 6.66 6.609 6.605 6.612

한국 5.54 6.27 5.984 5.835 5.838

한국

순위

세계 54/135 41/156 47/158 58/157 56/155

OECD 27/32 24/34 26/34 27/34 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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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변인

 종속변인

– 인생사다리(Cantril Ladder)

– 긍정적 감정(Positive Affect)

– 부정적 감정(Negative Affect)

1인당 GDP(Log GDP per capita)
세계발전지표(WDI)에 따른 2011년 국제환율을 적용한 구매력평가
지수(PPP)에 의한 1인당 GDP(자연 log 취함)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만일 당신이 곤란에 처했을 때, 당신을 도와줄 친지나 친구가 있나
요?’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평균

건강기대수명(Healthy life expectancy) 세계보건기구(WHO) 데이터에 기반한 건강기대수명의 시계열자료

삶 선택에서 자유
(Freedom to make life choice)

‘당신의 삶에 있어서 선택의 자유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라는 질문
에 대한 응답 평균

관용(Generosity) ‘지난달 기부한 적이 있나요?’ 질문에 대한 응답 평균

부패인식(Perceptions of corruption)
‘정부에 부정부패가 만연한가요?’, ‘기업들간에 부정부패가 만연한
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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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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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활성과 소득
(Diener et al., 2002)

3. 행복하면?: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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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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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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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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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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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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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와행복(Diener& Fujita, 1995)

4.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데이트 빈도 삶의 만족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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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physical attractiveness: 외모 호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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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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