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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연구

행복심리학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가? 그냥 그렇게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어린시절부터 우리에게 보상이 되는 무

엇인가가 있는가? 행복은 내적 요인에 달려 있는가 혹은 외부적 영향에 달려 있는가, 아

니면 둘 다?

아마도 우리는 누구나 태생적으로 행복하고 낙천적인 듯 보이는 사람을 알고 있을 것

이다. 내가 기억하는 한 친구는 고등학교 시절 집이 부유하지도 않았고 10대들의 사회적 

위계에서 잘나가지도 않았던 친구다. 우리 둘은 졸업반이었고, 비록 둘 다 운동신경이 아

주 좋진 않았지만, 보통은 운동대표선수들을 위해 마련된 ‘운동광’ 체육수업에 수강신청

을 했다. 우리는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고, 코치와 다른 학생들로부터 멸시를 당했다.

나는 비참했다. 비록 이 끔찍한 체육수업을 통과하고 나면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1

�������	
������ ����
��
���
�����������



2  행복심리학

것을 알았는데도 말이다. 어쨌든 나는 다음 해에 대학에 진학할 것이고, 불안과 희망을 

가지고 다가올 기회와 책임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 친구는 달랐다. 나만큼이나 체

육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 전망도 별로였지만, 그는 항상 웃고 

있있다. 그는 매 순간을 행복하게 받아들였고 세상을 기쁨으로 바라보았다.

행복은 이와 같이 대부분 성격의 문제인가? 만약 그렇다면 행복은 변화될 수 있는가, 

혹은 고정되고 불변하는 개인차인가? 마치 피자 위에 뿌린 앤초비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

이 있는가 하면, 결코 그 맛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 질문에 대

한 대답은 제3장에서 살펴보겠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가? 만약 그

렇다면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제4장에서 이 질문을 다룰 것이다. 우리를 실제로 행복

하게 혹은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에 관해 얼마나 자주 오해를 하는지도 살펴볼 것

이다.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능력을 제약하는 인간적 특징이 있는가? 인간은 문화를 형성하

는 능력 면에서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선택의 압력을 받으며 진화했다. 선사시대 조상들에게는 언제 기쁨, 만족, 충족감이 

유용했을까? 어떤 상황하에서 이 긍정정서들은 그들이 더 성공적으로 생존하고 번식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까? 긍정정서가 생존과 번식에 항상 도움이 될 수는 없다는 것도 가능한

가? 만족과 충족감을 너무 쉽게 느꼈던 사람은 계속 분투하려는 필수적인 동기가 결여되

었을까? 그리고 이것이 진화적 성공을 방해할 수도 있었을까? 이와 유사한 진화에 관한 

질문들은 제2장에서 논의하겠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사회적 접촉이 필요하도록 진화했는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

과 단지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해야 하는가? 유

대감의 적정 수가 있는가? 많을수록 좋은가? 결혼과 부모되기는 어떤가? 그것들이 우리

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혹은 더 행복한 사람들이 결혼하고 부모가 될 가능성이 그저 더 

높은 것인가? 그 대답은 제5장에서 다뤄질 것이다. 

행복은 돈, 물질주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제6장과 제7장에서는 실업, 소득 불평등 

및 경제성장이 행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와 같은 중요하고 정치와 관련된 쟁점들을 검

토하겠다. 연구자들이 도달한 몇 가지 결론은 놀라움을 줄 것이다. 

제8장은 일과 행복에 관한 흥미로운 질문들을 다룬다. 직업적으로 성공하면 더 행복한

가? 다른 한편으로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는가, 혹은 행복한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고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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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복 연구  3

몰라서 행복하고” 전반적으로 둔한 것인가? 다른 질문들도 아주 많다. 행복을 감소시킬 

정도까지 일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일의 어떤 특성이 행복에 영향을 주는가? 일과 

가정생활 간 교차지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가? 

제9장은 수세기 동안 철학자, 신학자, 학자들을 사로잡아온 주제를 논의한다. 행복은 

삶의 의미와 어떻게 관계되는가?  또한 종교가 왜 행복을 증진시키는지를 이해하려는 연

구자들의 노력을 탐구한다. 

행복과 건강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행복이 건강의 원인인가, 건강이 행복의 원인인

가, 혹은 단지 상관이 있는 것인가? 제10장은 이 질문을 면밀히 검토한다. 또한 이 질문

과 대답의 배후에 있는 과학을 탐구해서 과학자들이 이 질문을 어떻게 다뤘고 그들의 대

답을 얼마나 확신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구체적인 개입이 개인의 행복을 개선할 수 있는가? 사회적 수준에서

의 행복이 사회구조적 요인을 다룸으로써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마지막 장은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책 전반의 연구와 이론을 

함께 검토하겠다. 

행복심리학

이 책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고, 자족하고, 즐겁고, 삶에 만족하게 하는가에 관한 과학

적 연구의 스토리를 소개한다. 이 스토리에는 행복심리학의 사실들뿐만 아니라 그 사실

들을 어떻게 얻었는지도 소개하려 노력했다. 이 접근이 스토리를 더 흥미롭게 만들 것이

라 생각한다. 행복심리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펴내는 것은 잘못된 정보, 견해, 그리고 대

중지에서 이 주제를 다룰 때 유행처럼 쏟아내는 뜻 모를 심리학 용어들을 반박하기 위해

서도 중요하다. 

행복을 공부하는 것이 흥분되고 재미있다는 것을 발견하길 바란다. 이것은 일상적 삶 

및 경험과 쉽게 연결되는 주제이다. 다음 장에서는 행복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될 수 있

는지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의 이슈도 다룬다. 

비록 이 책이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지만,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

한 구체적인 제안을 포함한 매뉴얼로서 사용되는 자습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주제와 통찰이 이용가치가 있는 행복심리학 연구로부터 나왔고, 나는 이 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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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복심리학

한 당신의 흥미와 기쁨이 여기에 더해지기를 희망한다. 예를 들어 돈과 행복 혹은 물질과 

행복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소비지상주의 문화에서 중요하다. 이 논의를 

통해 여러분 각자가, 자기 개인의 행복과 전체로서 우리 사회의 행복과 웰빙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생각할 거리를 갖게 되길 희망한다. 

상황적 및 사회구조적 요인

이 책은 또한 행복과 웰빙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강조한

다. 제3장은 성격에 초점을 두고 있고, 개인차와 행복에 관한 질문은 다른 장에서도 다룬

다. 그러나 그 장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다루는 주제들은 성격의 개인차보다는 

행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회적 요인들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제6장에서 사회 경제구조가 어떻게 행복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한다. 그리

고 제7장에서 이 사회구조적 요인에 관해 더 살펴보고, 경제 시스템에 의해 장려되는 광

고와 문화가치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문화와 사회적 규범이 결혼 같은 사회

적 관계(제5장)에서, 종교적 신념(제9장)과 결합해서, 신체적 건강(제10장)과 관련해서,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이것은 단지 몇 가지 예지만 이 책의 접근법

을 알게 해준다.

긍정심리학：서론

왜 이 책의 제목에 긍정심리학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궁금한 독자들도 있을 것

이다. 긍정심리학은 구글에서 95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미국심리학회(APA)에 의해 지

원되는 사회과학연구의 전자 데이터베이스인 PsychINFO의 주제어로 12,000번 가까이 

학술발표에 인용된 널리 알려진 용어다. 여러 면에서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행복을 이해

하기 위한 현대 과학적 노력의 얼굴이다. 

긍정심리학은 주로 인간의 덕성 혹은 강점 연구와 연관된다. 예를 들어 긍정심리학

자들은 사랑, 감사, 통제력, 희망 같은 강점들이 개개인이 삶에서 부딪히는 도전들을 효

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을 발견했다(Ingram & Snyder, 2006; Gallagher & 

Lopez, 2009; Snyder & McCullough, 2000). 긍정심리학은 또한 행복에 이르는 경로로

서 내적 혹은 자율적 힘을 강조한다(Kasser, 2004; Ryan & Deci, 2000; Sheldon & Kasser, 

2001). 이 귀중하고 중요한 접근은 개인에게 있어서 잘못된 점에만 맞춰져 있던 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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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점을 개인의 좋은 점으로 돌리게 해주었다. 개인의 강점 및 내재적 동기에 대한 연

구와 심리학에서 초점의 변화는, 어떻게 하면 개인으로 하여금 더 행복하고 더 충족된 삶

을 살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하고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 제3장(성격)과 

제4장(기쁨과 긍정적 감정)에서 이 연구들을 살펴보겠다. 

그럼에도 긍정심리학은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연구는 보통 주어진 환경에

서 잘 살고 있는 개인을 찾는데서 시작해서, 그들의 성공과 관련된 성격특성을 목록화해  

나간다. 반대 방향에서 접근하는 연구도 있다. 개인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도와준다고 여

겨지는 긍정적 특징에서 시작해서, 그 특징들이 행복 및 웰빙과 실제로 연관이 있는지 여

부를 검증한다. 두 경우 모두 웰빙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개인의 긍정적 특징을 강조한다. 

이 개인주의적 접근은 마틴 셀리그만의 저술과 연구에서 쉽게 눈에 띈다. 셀리그만은 긍

정심리학의 창시자로 여겨진다. 일반 대중을 위한 셀리그만의 책들은 긍정심리학의 개인

주의적 접근을 반영하며, 웰빙을 예측하는 개인의 ‘인격강점’을 강조한다. 인격강점은 감

사, 낙관성, 독창성, 판단력 및 지혜 등을 포함한다. 그가 가장 최근에 쓴 세 권의 대중서적

은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개발할 수 있는 개인의 인격강점을 강조한다(Seligman, 

2002, 2006, 2011). 

셀리그만은 전공자들을 위한 인격강점에 관한 책인 인격강점과 덕목의 분류(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의 공동저자이기도 하다(Peterson & 

Seligman, 2004). 이 교재는 APA의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이 정신질환을 분

류하는 방식과 거의 마찬가지로 긍정적 인격강점을 분류하고자 한다. 게다가 그는 자신

이 소속된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 긍정심리학 센터를 설립하고 지휘한다. 그 센터는 웹사

이트를 통해 긍정심리학에 관해 더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자료를 제공

하고 있다. 웹사이트를 최근 확인해보니 Duckworth(2016)의 새 책 그릿：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을 홍보하고 있었는데, 

그 책은 열정과 끈기가 어떻게 성공을 이끌 수 있는지를 가르쳐준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환경과 사회적 요인들과는 대조적인 개인적 특징을 강조하는 또 다른 예다. 

셀리그만은 그의 저술들(예：Seligman, 2006)에서 개인의 성격이라는 개인적 측면이 

아닌 환경적 및 상황적 영향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그러나 개인의 인격강점에 대한 지대

한 관심은 그의 책들과 긍정심리학 분야 초창기 개막 성명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2000

년에 그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와 함께 American Psychologist 저널 특별호로 신생 분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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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복심리학

긍정심리학을 다뤘다. 셀리그만은 심리학이 개인을 환경에 지나치게 ‘수동적인’ 반응자

로 보는 ‘피해자학(victimology)’을 창조했다고 할 정도로 상황적 힘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고 주장했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p. 6). 셀리그만은 긍정심리학이 이 같은 

환경적 초점에서 벗어나기를 분명하게 원했다. 

셀리그만의 작업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 사실 그는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 영향력이 있는 심리과학자 중 한 명이었다. 나는 그의 업적을 매우 

존경한다. 하지만 다음 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책을 씀에 있어서의 나의 관심은 긍정심

리학 수장의 관심과는 어떤 점에서는 달랐다. 이 책 전반에 걸쳐 우리는 약간 다른 접근

법을 가지고 행복과 웰빙에 관한 연구 세계를 탐구한다. 

긍정심리학 비평

몇몇 비평가들은 긍정심리학의 개인주의적 측면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예를 들어 유명한 

사회비평가인 Barbara Ehrenreich(2009)는 긍정심리학이 개인주의와 긍정적 사고를 강조

하며, 개인에게 ‘라이프 코칭’ 서비스를 팔아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지

원과 편이를 제공한다고 비판한다. 개인이 문화공동체로부터 따로 떨어져 고립되어 있어

도, 단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삶을 변화시킬 힘을 갖는다고 지나친 약속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그녀는 공동체에 ‘긍정적 사고’와 행복증진 과정을 파는 큰 사업이 있고, 

긍정심리학은 이 미심쩍은 행위를 모르는 새에 장려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hrenreich 

(2009)는 긍정심리학을 거짓말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에 긍정적 사고에 

대한(지나친－?) 옹호가 미국에서 이미 성행하고 있는 좋지 못한 문화적 경향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 

Ehrenreich(2009)는 또한 긍정심리학이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들을 둔화시킬 수 있음을 

우려한다. 그녀는 행복을 증진시키는 책임을 너무 많이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고 보았고, 

긍정심리학은 사회제도의 변화를 외치기보다는 개인 스스로 변화하도록 조언하는 경향

이 있다고 제안한다. 예를 들면 더 큰 행복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정부에게 더 좋은 

고용보험을 요구함으로써가 아니라 아마도 낙관주의를 훈련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자신

의 관점을 변화시켜야 한다. 

다른 비평가인 William Davies(2016)는 행복산업: 정부와 대기업이 웰빙을 파는 방법(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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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복 연구  7

Happiness Industry: How the Government and Big Business Sold Us Well－Being)이라는 책을 썼

으며, 긍정심리학이 사회개혁을 억누르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음에 대해 비슷한 우려를 표

했다. Davies는 전반적으로 사회개혁을 논의하지만, 또한 미국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문

화적·경제적 이유로 소외감, 스트레스, 불행감을 많이 느낀다고 지적한다. 그는 정부와 

기업이 해로운 환경을 바꾸기보다 근로자를 ‘손봐서’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 선

호한다고 분명히 주장한다. 

몇몇 심리학자들조차 행복 연구가 나아가는 방식에 관해 우려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 분야는 상대적으로 돈 많고 편하게 사는 선진국 특권층 엘리트 집단의 구미에 맞춘 뻔

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예：Hart & Sasso, 2011). 이 저자들은 이 분야

가 정말 어렵게 사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웰빙 문제를 더 강력하게 고심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다른 심리학자들은 Ehrenreich(2009)와 Davies(2016)의 우려를 더 밀접하게 공유

한다. Held(2002, 2005)는 긍정심리학이 긍정성과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데 관심을 갖는

다. Ehrenreich(2009)나 Held는 ‘긍정적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강조된다는 점을 걱정한다. ‘긍정성’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무수한 예들이 

있다. 가령 우리 문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문제들

은 ‘긍정적 사고’에 반응하지 않는다.

Ehrenreich(2009) 및 Davies(2016)와 유사하게 Held(2002)는 긍정심리학의 개인주의가 

희생자를 비난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염려한다. 그녀는 코미디언 조지 칼린이 사람들

에게서 “좋은 하루 보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좋아하지 않았음을 인용했다. 왜냐하면 이

것은 모든 부담을 그에게 짊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Held(2002, p. 987)는 이것을 문화적 

압제의 형식으로 보고, “만약 미국에서 당신이 좋은 하루를 만들 수 없다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나에 무관하게 당신의 개인적 실패다. 당신 개인의 도덕적 실패인 것이다.”라고 대

응한다.

행복심리학：사회심리학적 접근

나는 긍정심리학의 개인에 대한 강조를 과장하고 싶지 않다. 이 분야는 어떤 환경이 인간

의 강점과 덕성을 증진시키는지를 검토하고, 또한 어떻게 환경이 이 강점들을 더 잘 길러

내도록 할 수 있는지를 숙고한다. 예를 들어 Ingram과 Snyder(2006)는 심리치료자들이 인

격강점이 스트레스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어떻게 심리적 역기능을 산출하는지를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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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복심리학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긍정심리학자들은 인격강점 같은 개인주의적 관심에만 초

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개인이 생활하는 환경과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를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강조점은 개인의 인격강점과 그것을 길러내는 방식에 있긴 

하다. Lopez, Pedrotti 및 Snyder(2015)의 저서인 긍정심리학: 인간강점의 과학적·실용적 탐

구(Positive Psychology: The Scientific and Practical Explorations of Human Strengths)에서도 이 

강조점을 볼 수 있다. 각 장의 제목들은 낙관주의, 자기효능감, 지혜, 공감 및 대처와 같

은 개인주의적 개념들을 참조하고 있다. 한 개의 장에서 학교와 직장 둘 다를 다루긴 하

는데, 온전한 한 개의 장을 ‘일’에 할애하지는 않았다. 돈, 물질주의 및 종교 같은 사회구

조적 개념을 집중적으로 다루지도 않았고, 결혼제도와 그 대안으로서의 동거에 대해서

도 폭넓은 논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 또한 사회구조적 변인들이다. Lopez 등(2015)의 

교재가 매우 훌륭하지만, 긍정심리학 전통에 견고하게 뿌리를 두고 있음에 의해 제약된

다. 

이 책은 현대세계에서의 행복심리학(The Psychology of Happiness in the Modern World)이라는 

제목을 선택했고, 이 책의 부제에 사회심리학을 언급하여 다른 강조점을 반영했다. 비록 

여러 장이 긍정심리학의 기본을 형성하는 인격강점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검토하고 있

긴 하지만 돈, 실업, 결혼, 일과 같이 행복에 대해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회구조적 

개념들을 강조하고자 한다. 나는 이 책에서 사회가 시민들의 행복을 개선할 수 있는 방

법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를 하고 싶었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최소한 몇몇 사회구조적 

요인들에서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필연적으로 포함한다. 그러므로 부제 사회심리학적 접

근은 상호 보완적이긴 하지만 긍정심리학과는 다른 인간행복과 웰빙을 연구하는 방식을 

반영한다. 

행복의 정치

바로 전 논의했던 긍정심리학에 대한 비판과 이 책의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는가에 관한 

논의의 요점은 정치의 경계를 넘나든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피하려고 하는 주제이

기도 하다. 우리는 우리의 과학을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본다. 그래서 대중과 

정책입안자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의 발견들을 고려해주기를 원하지만,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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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복 연구  9

자신들은 그 논의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이 건강한 접근이라고 생각한

다. 하지만 교육자들은 그 주제들의 정치적 함의를 언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생각한다. 

행복심리학은 다른 심리학 분야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영향을 갖는다. 이 점의 몇 가

지는 이미 알 것이다. 만약 긍정심리학이 ‘긍정성의 힘’과 개인 각자가 자신의 행복을 만

드는 능력에 대해(지나치게?) 강조한다면, 개인의 권한에 대한 이 같은 믿음으로 인해 사

회개혁에 대한 요구는 시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전락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더 

구체적인 정치적 암시를 몇 가지 더 살펴볼 것이다. 예를 들어 데이터는 소득과 부의 불

평등이 낮은 행복감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우리 경제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

스템인 자본주의와 연합된 몇몇 가치는 낮은 웰빙 수준과 연관됨을 보여준다. 특히 제

5·8·9·11장에서 정치적 의미를 갖는 발견들을 살펴볼 것이다. 

나의 역할은 단지 이 영향을 지적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제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임상심리학을 공부하던 대학원생 동료가 얘기해준 스토

리가 떠오른다. 그녀는 내담자들을 위한 유용한 메시지로 “내게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내담자들은 때때로 자신의 삶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고 남들이 

말하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에 상관없이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

을 배워야 했다. 

그 교훈은 여기에도 매우 잘 적용된다. 예를 들어 소득 불평등과 웰빙 간의 관계는 사

실이고, 그 관계는 불평등이 (낮은) 웰빙의 한 가지 원인이라는 점에서 아마도 인과적일 

것이다. 

소득 불평등과 행복은 부적 관계지만 소득 불평등은 생산성과 비생산성을 구분하는 

큰 목적에 기여하고,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일 수 있다. 소득 불평등이 기

여하는 행복 이상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소득 불평등－

행복의 관계에 대해 남들과는 다르게 반응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도 좋다. 남들이 

내게 “그래야 한다.”라고 하게 하지 마라. 

선생으로서 내 역할의 큰 부분은 사실들을 학습하도록 돕는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사

실과 허구를 구분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들의 정치적 암시를 지적해야 한다. 

그러나 그 사실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렸다. 나는 “이래야 한다.”라고 말하

고 싶지 않다. 

�������	
������ ����
��
���
�����������



10  행복심리학

행복 연구는 쓸데없거나 해로운 것인가

내가 행복심리학 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특히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몇몇 비

평가들은 내게 행복이 사람들에게 ‘좋은’ 것인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이르게 하는 질문

들을 던졌다. 질문의 한 라인은 행복추구가 생산적인가 하는 것이었다. “행복이란 적극

적으로 추구하면 찾을 수 있는 것인가?”, “행복은 가치 있는 다른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저

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닌가?”, “당신의 책은 행복을 찾아나설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해서 

사람들을 헛수고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질문의 또 다른 라인은 행복이 도덕적으로 건강한가 하는 것이다. Perez－Alvarez(2016)

를 포함해서 몇몇 심리학자들은 심지어 행복보다는 더 중요한 목적들이 있는지를 질문해 

왔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 “행복한 사람은 

이기적인 부류의 사람들 아닌가? 그들은 지나치게 자신의 즐거움에 몰입되어서 남들에

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행복한 사람은 약간 게으른가? 만약에 정말로 행복하다면 열

심히 일하려 하지도, 창의력을 발휘하려 하지도 않을까?”

이것은 좋은 질문들이고, 나는 이 책에서 이 질문들을 다루려고 노력했다. 특히 제4장

에서는 직접적 추구를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제3장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행복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한지를 다룬다. 행복한 사람들의 생산성에 관한 

질문이 제8장에서 주로 다뤄진다. 이 책 전반에서 행복한 삶 대 의미 있는 삶의 질문이 다

뤄진다. 이 책을 읽으면서 행복과 의미가 서로 대립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라. 우선

은 이러한 질문이 있음을 인식하고, 마음 한구석에 그 질문을 유지하고 있으면 충분하다. 

행복의 과학

마지막으로 이 책은 행복의 과학에 관한 책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 

제시한 결론들이 연구자료에 기초한 경험적 기반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결론들은 

‘실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단순한 의견이나 상식이 아니다. 인간행복에 일관된 실제가 있

음을 아는 것은 흥미롭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배우는 과정을 즐기길 바란다. 

행복의 과학에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모든 과학이 그렇지만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직 답이 확실시되지 않은 몇 가지 주제가 있고, 이 질문에 답할 적절한 

자료가 아직은 없다. 이 예들이 여러분을 좌절시키기보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후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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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으는 흥미로운 기회가 되길 바란다. 

나는 과학적 발견 과정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해왔다. 단지 사실들을 보

고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자료가 어떻게 수집되었고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려고 한다. 또한 ‘중재(moderated)’하고 ‘매개(mediated)’하는 

결과들의 중요한 태크니컬한 부분들도 논의하겠다. 독자들이 연구방법과 통계에 대한 배

경지식이 거의 없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사실들의 목록을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은 지루하고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에 

관해 많이 학습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왜 그 질문들을 던졌고, 어떻게 답을 찾아가는

지를 이해해야 한다. 

행복심리학은 새로운 분야인가

긍정심리학의 구축

행복심리학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1998년 마틴 셀리

그만이 APA 회장이 되었을 때 촉발된 극적인 초점 변화 때문에 새롭게 보일 수도 있다. 

심리학회장 보고서(Fowler, Seligman, & Koocher, 1999, p. 559)에서 셀리그만은 심리학

이 긍정심리학의 과학으로 방향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긍정심리학의 강조점은 

개인의 긍정적 자질을 이해하고 확립하는 것이다. 이는 낙관성, 용기, 직업의식, 미래 지

향성, 인간관계기술, 즐거움과 통찰 능력 및 사회적 책임감 등이다.”

셀리그만(Fowler et al., 1999)은 심리학이 정신질환에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무엇이 

개인을 행복하게 만드는가에는 충분히 초점을 두지 못했다고 주장했다(Gable & Haidt, 

2005; Maddux, 2002; Simonton & Baumeister, 2005; Snyder & McCullough, 2000도 동

의). 이 비판의 기원은 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재향군인회와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설

립 때문이다. 이 두 조직은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 공헌을 했고, 심리학자들은 정신병리

학을 연구하고 다루는 데 대해 고용과 보조금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결과 심리학은 

사람들이 더 생산적이고 성취감을 느끼는 삶을 살도록 돕는 원래의 미션으로부터 멀어지

게 되었다. 비평가들은 긍정심리학의 새로운 관점이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것과 ‘정상적

인’ 사람을 더 행복하고 더 성취하도록 돕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회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Fowler et al., 1999;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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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복심리학

APA 회장으로서 셀리그만은 심리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창하는 많은 일을 했다. 그

는 또한 이 새로운 방향성을 지지하는 구조적 틀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

를 들어 셀리그만 회장 재임 동안 APA는 그때까지 심리학에서 주어진 상 중 상금이 최

대규모인 연례의 ‘긍정심리학 상’을 위한 외부 기금을 조성했다. 또한 긍정심리학에 관

심이 있는 심리과학자들의 네트워크 수립을 도왔다(Fowler et al., 1999; Linley, Joseph, 

Harrington, & Wood, 2006). 셀리그만의 노력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새로운 긍정심리학 

분과는 재빨리 학회지도 만들고 연구기금을 조성했다(Linley et al., 2006). 긍정심리학은 

셀리그만의 1999년 학회장 연설 이래로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했다(Fowler et al., 1999). 

그리고 지금은 잘나가는 과학 분과이다(Rusk & Waters, 2013). 

게다가 인격강점에 대한 원래의 강조를 넘어서서,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행복이라는 

더 전반적인 연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 여러 분

야의 연구자들도 긍정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행복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웰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때는 각자들 상이한 영역에서 연구한다고 생각했었는

데, 지금은 긍정심리학의 자극을 받아 인간행복 연구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한다(Rusk & 

Waters, 2013). 

역사적 기원

긍정심리학이 강조하는 인간강점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요인들에 대한 관심이 최근의 일

이 아니다. 비록 긍정심리학이 이 주제들을 심리학의 가장 중심으로 가져오긴 했지만, 이 

강조점은 심리학에 항상 있어 왔다. 예를 들어 미국심리학의 설립자라고 할 수 있는 윌리

엄 제임스가 최초의 긍정심리학자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선생

과 학생들에게서 우리가 ‘인격강점’이라 하는 것을 촉진하는 연구를 했다(Taylor, 2001). 

제임스는 오늘날 우리가 긍정심리학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연구들도 했다. 1906년 APA 

회장일 때, 그는 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충족시키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한가에 관해 이론화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잠재력을 극대화하도록 돕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질문했다(Froh, 2004). 이 역시 인격강점에 대한 현대 긍정심리학의 관심

과 분명하게 연관된다. 제임스가 20세기 전환기에 심리학자로서 매우 중요한 연구를 했

다는 사실은, 셀리그만이 APA 회장이기 훨씬 이전에 긍정심리학의 시작이 있었다는 것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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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긍정심리학의 가장 분명한 뿌리는 인본주의 심리학으로부터 온다. 에이브러

햄 매슬로, 칼 로저스 등이 이끈 인본주의 심리학이 20세기에 오랫동안 끓어올랐지만, 

1960년대와 70년대에 인기와 명망의 정점에 도달했다. 그것은 거의 행동주의와 프로이

트의 정신분석에 대한 반발이었다. 행동주의에 대해서는 인간잠재력의 전체 범위를 인정

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판했고, 정신분석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정신적 질병에 관심을 갖

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DeCarvalho, 1990; Hergenhahn, 1997; Schultz & Schultz, 1996; 

Aanstoos, Serlin, & Greening, 2000; Bugental, 1963).

예를 들어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이 재미, 만족, 감사 같은 인간경험의 긍

정적 특징들을 연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인간경험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모두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줄 요인들의 연구를 지지했다(Hergenhahn, 1997). 따라서 인본주의 

심리학은 셀리그만이 APA 회장 연설을 하기 훨씬 전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연

구를 옹호했고 인간성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췄다. 흥미롭게도 셀리그만과 칙센트미

하이(2000)는 긍정심리학이 인본주의 심리학에 어느 정도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

면서도 인본주의 심리학은 결코 강력한 경험적 증거들을 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빚

은 아주 작다고 주장했다. 이는 많은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을 분개하게 했다(Froh, 2004; 

Taylor, 2001 참조).

마지막으로 이 책에 인용된 논문들의 발표시기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인본주의 심리

학과 다른 영역의 연구자들이 셀리그만의 1999년 APA 연설 이전에 이미 행복 연구를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Fowler et al., 1999). 예를 들면 이 분야의 선구자인 

Ed Diener는 1985년경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의 개발에 착수했다

(Diener, Emmons, Larson, & Griffin, 1985 참조). 

물론 더 이전 연구의 인용이 이 분야에서 셀리그만이 차지하는 중대한 영향력을 부인

하는 의미는 아니다. 그는 심리학이 행복심리학 쪽으로 더 견고하게 재정립될 수 있게 했

고 중요한 제도적 지원을 이끌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심리학의 역사적 기원에 

관해 이해하는 것은 흥미롭고 중요하다. 

연구자에게 행복은 어떤 의미인가

내가 이 책 제목에 ‘행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 분야에 친숙하지 않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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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복심리학

도 쉽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

각하는 것들, 즉 개인이 만족감을 느끼고, 충족되고, 정서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삶

을 살고,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믿는 등에 대해 행복 대신에 웰빙(well－being)이란 표현

을 더 자주 사용한다(Dodge, Daly, Huyton, & Sanders, 2012; Gillett－Swan & Sargeant, 

2015). 이 책에서는 웰빙과 행복을 서로 교대로 사용하고 있다. 

아직 행복이나 웰빙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의견일치는 없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정의가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따라서 좋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다른 특징들 중에서 정서, 인지, 동기 및 사

회적 상호작용과 삶의 상황들을 아우르는 정의여야 한다(Dodge et al., 2012; Gillett－Swan 

& Sargeant, 2015). 이런 모든 차원을 포함하여 행복의 개념을 하나로 정의하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주문일 것이고, 웰빙의 정의에 관해 의견일치가 없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쾌락주의적 웰빙과 자기실현적 웰빙

행복 혹은 웰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일치가 있진 않지만, 대부분의 연

구자들이 공감하는 잘 확립된 정의 두 가지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쾌락주의적

(hedonic) 전통과 자기실현적(eudaimonic) 전통이다. 쾌락주의적 관점에서 웰빙은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로 가장 잘 측정된다. ‘주관적’이란 말은 연구자들

이 사람들의 행복상태에 대한 자기보고에 의존한다는 의미다(Deci & Ryan, 2008; Ryan 

& Deci, 2001).

쾌락주의적 관점은 개인이 자신의 웰빙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더 직접적으로 평가하

는 이점이 있다. 이 점이 자기실현적 접근과 다른데, 자기실현적 접근은 그 사람이 온전

히 자발적이고 열심히 삶을 사는 정도를 질문하고, 이 정보로 그 사람의 웰빙 수준을 추

론한다. 이것이 우리가 길게 논의할 중요한 대조점이다. 

쾌락주의적 웰빙은 보통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이라고도 한다. 이 주관적 평

가가 신체적 즐거움이나 잠깐의 긍정적 기분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그 대신 전체로서의 

자신의 전반적 삶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와 현재 느끼는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를 포

함한다(Deci & Ryan, 2008; Ryan & Deci, 2001). 이는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과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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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부정정서로 평가된다. 여기서 정서(affect)는 감정에 대한 심리학적 전문용어이다.

쾌락주의적 전통은 한 사람이 ‘완전하게 기능하고’ 자신의 온전한 잠재력에 도달한 정

도를 측정하는 더 포괄적인 웰빙 측정치보다는 행복 연구와 광범위하게 연관된다. 자기

실현적 전통은 포괄적인 측정에 더 강조점을 둔다. 쾌락주의적 접근은 삶에 대한 인지

적 만족과 정서상태에 대한 주관적 보고를 강조하기 때문에 ‘행복’과 더 연결된다(Deci & 

Ryan, 2008).

이 책에 기술된 많은 연구들은 쾌락주의적 전통을 따르고 있다. 우리는 특히 주요 결과

변인으로 삶의 만족 측정치를 사용하는 많은 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실제로 쾌락주의

적 전통이 이 분야에서 주도적인 모델이다(Deci & Ryan, 2008;  Ryan & Deci, 2001). 그

러나 자기실현적 접근은 더 널리 퍼지고 있는 중이고 심도 있게 검토할 가치가 있다.

자기실현적 관점은 ‘행복’에 대한 주관적 보고나 만족이 반드시 심리적 건강을 나타내지

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 대신 진짜 심리적 건강은 자신의 온전한 잠재력을 지향하여 노력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웰빙은 과정이지 최종 상태가 아니다. 웰빙 수준이 높은 사

람은 자신의 온전한 잠재력에 도달하기 위해, 성장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원래 

의도한 대로 산다(Deci & Ryan, 2008, p. 2). 이 관점이 암시하는 것은 한 개인이 만족감

이나 혹은 심지어 ‘행복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자신의 잠재력을 향해 성장하지 않는다면 

높은 수준의 웰빙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Ryff의 모형 자기실현적 전통의 한 예로 Ryff(1989, Ryff & Singer, 2006, 2008)의 다차

원 심리적 웰빙 모형을 들 수 있다(Deci & Ryan, 2008). 이 모형은 여러 철학자, 그중에서

도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심리적 건강과 인간 존재로서 진정한 잠재력에 도달하는 법에 

관해 썼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자기실현적 웰빙의 여섯 가지 

차원이 제시되었다. 자기수용, 삶의 목적, 자율성, 개인적 성장, 긍정적 인간관계 및 환경

적 지배력이 그것이다. 그런 다음 연구를 통해 이들 차원이 삶의 만족과 자존감 같은 기

존 웰빙 측정치를 예측하고, 행복과 웰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삶의 상황 변화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이 차원들을 타당화했다(Ryff & Sing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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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 이론 자기실현적 전통의 또 다른 중요한 예는 Ryan과 Deci(2000)의 자기결정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이다. SDT는 인간이 기본 심리적 욕구로 자율성

(자신의 삶에 통제력이 있다고 느낌), 유능감, 관계성(타인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고 느낌)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우리는 이 욕구들을 충족시키도록 동기화되고, 다른 자기

실현적 웰빙 모형이 예측하듯이, 이 욕구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잠재력에 도달

하거나 온전하게 기능하는 인간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삶에 만족한다고 느끼는 것

은, 이 기본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완전한 웰빙이라고 보기에 충분치 않다(Ryan & 

Deci, 2001). 웰빙에 대한 SDT 접근은 제7장에서 물질주의를 논의할 때 특히 중요하다. 

SDT 접근은 Ryff와 Singer(2008)의 접근과 약간 다르다. 한 가지 차이점은 SDT가 주관

적 웰빙(예：삶의 만족과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측정치를, 전반적 웰빙에 대한 불완전하

지만 타당한 측정치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차이는 기본 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웰빙의 핵심적인 원인이지, 그 자체가 웰빙 측정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신

에 SDT는 웰빙지표로서, 활력(활동적이고 자발적이라는 느낌), 자기실현(온전한 잠재력

에 도달했다는 느낌) 및 긍정적인 정신건강 측정치에 주로 의존한다(Ryan & Deci, 2001).

 

번영 Keyes(2002), Huppert와 So(2013), Diener 등(2010), 그리고 Seligman(2011)을 포

함해서 몇몇 연구자 집단은 높은 웰빙을 나타내기 위해 번영(flourishing)이란 용어를 사

용해왔다. 비록 이 노력이 웰빙 스펙트럼상에서 자기실현적 접근 쪽으로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쾌락적 전통의 요소들 또한 포함하고 있다(Hone, Jarden, Duncan, & Schofield, 

2015). 여기서는 단지 셀리그만(2011)의 모델만 간단하게 논의하겠다. 웰빙의 정의에 관

해 얘기하는 데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다. 

셀리그만(2011)은 웰빙을 정의하는 최고의 용어로 번영을 제안했다. ‘행복’ 혹은 삶의 

만족 같은 개념보다 웰빙의 더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번

영 모델은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즉, 긍정정서(positive emotion), 참여(engagement), 

관계(relationships), 의미(meaning), 성취(accomplishment)로 구성되고, 머리글자를 따서 

PERMA라 부른다. 

이 요소 중 몇몇은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셀리그만에 따르면 참여란 우리의 주

의를 온전하게 붙잡고 완전히 관여하는 활동을 갖는 것이다. 셀리그만은 여기에 몰입

(flow) 개념(Csikszentmihalyi, 1990)을 이용하고 있다. 몰입은 제4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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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의미란 우리 삶이 의미와 목적을 갖는다는 느낌을 나타낸다.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더 큰 과업 혹은 원인에 참여한다고 느껴야 한다. 마지막으로 SDT의 자율성 원

리와 유사하게, 자주성과 내재적 동기가 중요한 요소이다. 높은 웰빙을 위해서 개인은 외

적 보상을 위해서보다는 각 요소, 특히 성취를 그 자체로 추구해야 한다. 

셀리그만(2011)은 웰빙에 대한 학술서적들을 숙독해서 이 요소들을 선택했다. 그는 이 

요소들이 높은 웰빙과 ‘좋은 삶’과 함께 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판단했다. 그 결

과 이 모델은 완전히 경험적이기보다는 다분히 이론적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 다섯 가

지 요소가 웰빙에 중요한 요인의 전체집합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한 좋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높은 수준의 웰빙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개인은 이 요소들 각각의 높은 수준을 찾아야 한다. 단순히 ‘행복’하고 높은 삶의 만족

을 갖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Seligman, 2011). 이러한 요구 때문에 이 모델은 웰빙 스펙

트럼상에서 자기실현적 접근 쪽으로 심하게 치우치게 된다. 

실제로 셀리그만(2011)은 ‘행복’이란 용어를 거부한다. 또한 웰빙 연구자들이 삶의 만

족 측정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데 대해 비판한다. ‘행복’이라는 용어는 매우 모호하고 

완전한 번영의 속성을 불완전하게 담아내기 때문에 유용하지 않다고 본다. 대신에 행복

은 그저 유쾌함과 즐거움 등을 시사하는 것이지, 완전하게 번영한 사람을 나타내지 않는 

듯하다. 

셀리그만(2011)은 삶의 만족 측정치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비판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지만, 번영하지 않을 수 있다. 셀리그만(2011)은 또한 삶의 만족 측정치

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데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왜냐하면 삶의 만족 측정치는 현재

의 기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셀리그만에 따르면 참된 웰빙은 단

지 기분이 좋은 것 이상이어야 한다. 이것이 삶의 만족 측정치에 대한 중요한 비판이다. 

연구자들이 웰빙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겠다. 

셀리그만(2011)의 모델은 자기실현적 접근의 중요한 예다. 하지만 완전히 ‘순수한’ 예

는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SDT처럼 현재의 정서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PERMA에서 ‘P’). 또한 웰빙을 정의함에 있어서 쾌락적 접근과 자

기실현적 접근 간의 개념적 차이의 대비를 잘 보여준다. 셀리그만(2011) 접근에서, 한 개

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긍정적 기분을 표현하면서 ‘행복’할 수 있지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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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의미를 찾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웰빙상태로 여겨질 수 있음에 주

의하라. 이는 쾌락주의 접근과 다르다.

쾌락주의적 접근과 자기실현적 접근은 정말 다른가

먼저 웰빙의 자기실현적 접근의 두 가지 예와 쾌락주의적 접근 간에 개념적 차이를 주목

해보자. 자기실현적 웰빙의 Ryff의 모형과 SDT 모형은 모두 자기자신의 내적 정서상태 

혹은 ‘행복’에 대한 개인의 평가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다. 삶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

가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 두 모델은 자신들이 삶을 

통제하고 있는 정도와 자신의 운명과 목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도에 대한 개인의 느

낌을 평가한다. 이 반응들이 웰빙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웰빙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 간에 의미 있는 경험적 차이가 있는지 질문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Disabato, Goodman, Kashdan, Short 및 Jarden(2016; Kashdan, Biswas－

Diener, & King, 2008 참조)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전 세계 109개국 7,617명을 대상으

로 조사했다. 결과는 거의 쾌락적 웰빙과 자기실현적 웰빙이 구별되기보다는 유사한 구

성개념임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쾌락주의적 웰빙과 자기실현적 웰빙의 측정치는 서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개념이 외로움 같은 중요한 결과변인에 대해 

유사하게 예측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두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다(반대 의견은 Raibley, 2012 참조).

사회지표

연구자들은 또한 자살률, 유아사망률, 10대 임신, 고교 졸업 및 비만과 범죄통계 같은 사

회지표를 웰빙을 정의하는 데 사용한다. 이때의 논리는 높은 범죄율, 자살률을 보이는 공

동체의 성원들이 필연적으로 낮은 웰빙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사회지표들은 

흔히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웰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결과변인으로 사용된다

(Diener, Lucas, Schimmack, & Helliwell, 2009).

제6장에서 몇 가지 예를 살펴볼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 불평등을 몇몇 사회지표들과 

연관짓는 연구가 있다(Pickett & Wikinson, 2007). 다른 연구는 실업률과 자살률의 관계

를 보여준다(Stuckler, Basu, Suhrcke, Coutts, & McKe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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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표의 사용은 몇 가지 이득이 있다. 사회지표는 개인의 주관적 상태에 대한 자기

보고에 의존하지 않는 ‘객관적’ 측정치이다. 또한 심리학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 2학

년생 같이 편향된 표집이 아닌, 자연스러운 환경 속의 ‘실제’ 사람들의 행동을 반영한다. 

결국 사회지표는 웰빙의 중요한 요소들을 반영한다고 확고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지표의 사용에도 문제는 있다. 첫째는 대개 어떤 사회지표가 사용되어야 

할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업률과 웰빙의 잠재적 관계에 관심이 있는 연구

자는 가능한 한 수많은 사회지표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아마도 실업률이 자살률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이론적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업률이 비만에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 유아사망률은 어떤가? 어떤 사회지표를 선택할지 

모를 때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Diener et al., 2009). 

또 다른 잠재적 문제는 사회지표들의 측정 품질에 관한 것이다. 사회지표 자료는 보통 

정부나 사회복지 기록 보관소 자료를 이용한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은 자료수집과 조사과

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사회지표는 인상적이긴 하지만 때로 오해를 일으키거나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Diener et al., 2009).

예를 들어 어떤 죽음이 자살로 분류되어야 할지에 관해 불확실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이 통계치들의 수집가는 모호한 상황에서의 죽음을 자살로 혹은 자살이 아닌 것으로 분

류하는 실수를 범할 것인가? 이 경향성은 시간에 따라 혹은 행정구역에 따라 다를까? 예

를 들어 자살의 정의는 통계기록보존부서를 누가 이끄는가에 따라, 정부에 따라 다를까? 

이런 요인들에 대해 연구자는 흔히 제한된 지식을 가지며 대개는 통제력이 없는데, 이는 

자료수집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Diener et al., 2009). 결론적으로 사회지표는 웰빙

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효율적인 방법일 수는 있지만, 이 접근에 대한 잠재적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웰빙에 대한 경제적 접근

경제학자들은 웰빙을 정의하는 데 오랫동안 경제지표에 의존해왔다. 경제지표의 사용은 

사람들이 자신의 웰빙을 증가시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획득하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합리적 주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예를 들어 만약 돈이 있다면 여가, 레크리에이션 기회 

및 웰빙을 증진하는 상품과 서비스들을 살 수 있다. 따라서 돈이 많을수록 웰빙은 높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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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록 경제학자들이 실제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을지라도, 이 추리는 경제적 접근의 

기본 윤곽을 기술한다(Diener et al., 2009).

이 경제적 측정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국내총생산(GDP)일 것이다. GDP는 일정 

기간 한 나라 안에서 판 모든 상품과 서비스 비용의 총합이다. 밀접하게 관련된 측정치

로 국민총생산(GNP)이 있는데, 우리의 목적에서는 GDP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측정

한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은 GDP(혹은 GNP)를 한 나라의 전반적 웰빙의 지표로서 오랫

동안 고려해왔다. 약간 단순화시켜서 다시 말하면 논리는 간단하다. 한 나라의 부가 증가

하면(GDP의 증가), 국민들이 웰빙을 증가시키는 것에 더 많은 돈을 쓸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제6·7·11장에서 웰빙의 경제적 정의의 장점들을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미

리 말하지만 수년간의 심리학 연구들은 최소한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합리적 경제주체

라는 핵심 경제적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게다가 엄격한 경제적 접근은 사람들의 주관

적 느낌이나 목적에 분명하게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에게는 불만족스러운 것이

다(Diener et al., 2009). 

행복은 어떻게 측정하나

간단한 자기보고식 질문지 측정

이전 절에서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행복과 웰빙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논의했다. 이번에는 

행복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기법을 살펴보겠다. 어떤 특정한 행복 척도에 관해 세부적으

로 다루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기법들의 장점을 설명하겠다. 

행복을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간단한 접근은 사람들에게 그냥 그들의 웰빙 수준

을 자기보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간단한 척도

에 자신의 웰빙을 평가하도록 요청하기도 한다. 자주 사용되는 삶의 만족 척도(Diener et 

al., 1985, p. 72)는 “대체로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같은 질문을 던지고 ‘1＝매

우 그렇지 않다’에서 ‘7＝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로 답하게 한다. 

다른 척도는 시각 혹은 연상기호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 한 척도(Myers & Diener, 1996 

참조)는 일련의 일곱 가지 ‘얼굴’을 보여주고 반응하게 한다. 얼굴들은 심하게 찡그린 얼

굴부터 가장 행복한 미소의 얼굴까지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고,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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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삶에 대해 느끼는 방식을 가장 잘 나타내는 얼굴을 선택한다. 캔트릴 ‘사다리’ 척

도(Cantril Ladder scale)는 시각자료를 사용하는 또 다른 예이다. 응답자들은 9개 발판의 

사다리 그림을 본다. 사다리의 가장 위쪽 칸에는 “당신에게 있어 최선의 삶”이라 적혀 있

고, 맨 아래 칸은 “당신에게 있어 최악의 삶”이라 적혀 있다(Larson, Diener, & Emmons, 

1985, p. 3). 응답자는 “현재 당신은 사다리의 어디쯤 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 

요점 지금의 논의는 주로 삶의 만족 측정치에 한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측정치가 가

장 많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짧게 답한다면 질문지를 통한 삶의 만족 측정치는 ‘좋

은’ 측정치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구자들, 치료자들 및 심지어 공공정책 입안자들

이 사용하기에 충분히 정확하다는 점에서 신뢰롭고 타당하다(Diener, 2009). 이 측정치의 

타당성을 확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분명히 삶의 만족 측정치는 시간의 변화에도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 점은 중요한데 이 

측정치가 타당하려면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비교적 드문) 변화가 일어났을 때만 변화해

야 한다. 게다가 삶의 만족 측정치가 타당하다면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측정치들은 일

시적 기분상태나 매일의 날씨 변화 같은 사소한 일들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개인

들이 이 측정치를 완성할 때 이론적으로 삶의 만족 평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적

절한 주제들, 즉 가족, 일, 연애 등을 생각한다는 증거 역시 있다(Diener et al., 2009). 

삶의 만족 측정치의 타당성에 대한 몇 가지 객관적 증거도 있다. 뇌영상기법이 행복과 

연관된 뇌 영역들을 확인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삶의 만족 질문지에 대한 응답은 확인

된 뇌 영역의 활동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질문지에 대한 한 개인의 반응

은 그 사람의 행복을 평가한 동료들의 의견과 관련이 있었다. 이 같은 증거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이 측정치의 타당성을 더 확신하게 했다(Diener et al., 2009).

마지막으로 예상대로 장애나 실직 같은 주요한 생활사건은 삶의 만족 측정치에 영향

을 준다. 이런 발견들은 삶의 만족 측정치가 전반적 삶의 질에 대한 타당한 평가라는 주

장을 지지한다(Diener, 2009). 

일시적 기분상태와 삶의 만족 삶의 만족 측정치의 타당성에 관한 한 가지 우려는, 자기보

고들이 삶에 대한 제대로 된 전반적 평가보다는 개인의 일시적 기분상태를 반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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