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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사회 기능: 행복한 사람이 인기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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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과 래 계 형성의 련성을 검토했다. 이를 해서 총 241명의

학교 1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우 계가 형성되기 인 1학기 에 행복 수 (주

안녕감, 심리 안녕감, 자기존 감, 낙 주의)을 측정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후 인기도

와 사회 행동을 자기보고 래 평가 방식으로 측정했다. 학기 행복 수 과 그 이후

형성된 래 계의 련성을 검토했을 때, 기 행복 수 은 4개월 이후의 정 인 자기

지각 래로부터의 사랑과 인정과 련이 있었다. 구체 으로 학기 에 행복했던 남학

생은 래로 부터 좋아하는 친구로 지명되었고, 기 행복 수 이 높았던 여학생은 창의력

이 있고 남을 돕는 친구로 지명되었다. 한 행복한 남녀 청소년은 스스로를 사회성과 리더

십이 높고 래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이 바람직하고 정 인

사회 계 형성과 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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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이 행복이나 정 정서와 같은 인

간의 정 측면에 심을 갖게 된 이래로,

이 분야에 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

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행복을 유발하는가에 한 해

답을 찾는데 주력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어왔다(자세한 내용은 Diener, 1984;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이러한 근들은 행복을 인간이 도달해야

하는 바람직한 목표 상태로 가정하고, 행복의

원인 는 조건을 찾으려는 시도들이었다. 따

라서 부분의 경험 연구들이 횡단 상

연구에 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암묵 , 혹은 명시 인 종속 변인으로 간주되

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왜 행복해야 하는

가, 행복한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만일 그

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좋은가에 한 의문이

제기되고, 그에 한 경험 증거를 찾으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행복이 유용한가 아니면 해로운 것인가에

한 질문은 일찍이 Veenhoven(1988; 1989)에

의해서 제기된 바 있다. 그는 행복의 결과를

부정 으로 보는 이 존재한다고 지 하고,

기존의 경험 연구들이 이러한 을 지지

하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삶의 즐거움은 게

으름을 유발하고, 더 나은 삶을 찾도록 자극

하지 못하며,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 개인주

의를 확산시켜서 사회 유 를 약화시킨다는

실용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행복이 해로운

효과를 유발한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행복은 극 인 개입을 유발하고, 정

치 참여와 사회 을 진하며, 신체

심리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는 사회구성원들이 불행할 때 보다

행복할 때 사회가 더 번 될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Lyubomirsky와 King,

Diener(2005)의 연구에서도 일 되게 지지되었

다. 이들은 성공과 행복의 인과 련성이

양방향 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들이 결

혼, 우정, 수입, 직업, 건강과 같은 삶의 역

에서의 성공이 행복을 진하는 것으로 가정

해왔다고 지 하고, 반 방향으로의 인과

가능성을 검토했다. 행복한 사람이 사회에서

가치롭게 여겨지는 성공 결과를 획득한다는

개념 모델을 설정하고 총 225개의 횡단, 종

단, 실험 연구들의 효과크기를 검증했을 때,

장기 인 행복과 단기 인 정 정서는 모

두 직업 , 사회 , 신체 , 심리 측면에서

응 특성을 유발함으로써 행복이 성공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개념 모델이 지지되었

다.

이러한 연구들은 행복이 인간이 도달해야

하는 궁극 인 종착지가 아니라 다른 바람직

한 결과들을 산출하는 기능을 할 가능성을 제

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리뷰에 사용된

연구들은 행복의 결과를 확인하기 한 것이

아니라 부분 다른 목 으로 시도된 것들이

었기 때문에 경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행복과 사회 기능을 시간

차이를 두고 측정함으로써 행복이 이후 삶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검토했다.

정 정서의 확장-축 이론

행복이 어떻게 와 같은 정 결과를 유

발하는가? 이에 해 Fredrickson(1998, 2001,

2005)은 부정 정서의 구체 활동 경향

(specific action tendency)과 구분되는 정 정

서의 확장-축 이론(broaden-and-build theo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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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emotion)을 제안했다. 그의 이론에 따르

면, 공포, 분노, 오와 같은 부정 정서들은

도망, 공격, 추방과 같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

동하게 함으로써 순간 인 사고와 활동의

퍼토리를 좁히는 기능을 하며, 그 결과

의 상황에서 신속하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

게 된다. 그러나 정 정서의 경우, 형

인 발생 맥락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행복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즐거움, 흥미,

만족, 자부심, 사랑과 같은 정 정서는 비

록 상 으로는 다르게 경험되지만 모두 일

시 인 사고와 행동의 퍼토리를 확장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 결과 정 정서는 독특한

사고 패턴(Isen, Johnson, Mertz, & Robinson,

1985), 융통성(Isen & Daubman, 1984), 창의력

(Isen, Daubman, & Nowicki, 1987)을 향상시키고,

상호작용과 환경에 한 탐색을 진하게 된

다.

Fredrickson(1998, 2001, 2005)은 이 게 확장

된 사고와 행동의 퍼토리가 개인의 신체 ,

사회 , 지 , 심리 자원 형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를 들어, 즐거움(joy)과 한

련이 있는 놀이(play)는 신체 자원, 지 자원

( 를 들면, 창의력과 뇌 발달), 그리고 사회

놀이를 통해 실질 인 사회 지원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사회 자원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정 정서의 자원 형성 기능은 일련의 연

구들에서 입증되었다. 심리 자원의 경우,

9.11 테러와 같은 기 직후에 정 정서를

경험한 사람 는 명상을 통해 정 정서

가 증가한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고

여러 심리 자원이 증가한 것으로 밝 졌다

(Fredrickson, Cohn, Coffey, Pek & Finkel, 2008;

Fredrickson, Tugade, Waugh, & Larkin, 2003). 사

회 자원의 측면에서도 학 1학년 첫 일주

일 동안 경험한 정 정서는 새로운 룸메이

트와의 일체감과 친 감을 증가시킴으로써 새

로운 사회 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

으로 밝 졌다(Waugh & Fredrickson, 2006).

따라서 비록 정 정서 자체는 일시 으

로 경험된 후 사라질지라도 그러한 정서 상태

동안 증가된 개인 자원은 오랫동안 지속되

어 다음 상황에서 정 정서를 유발하는 자

산이 된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인은 정서 안녕의 방향으로 나선

형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Fredrickson &

Joiner, 2002).

행복의 사회 자산 형성

본 연구는 정 정서의 확장-축 모형에

근거하여 개인의 행복이 사회 자산을 형성

하는데 기여하는지를 검토했다. 행복과 사회

계의 한 련성은 이미 여러 연구들

에서 보고된 바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행복은

실제 친구의 수 우정 계와 높은 정 상

이 있었다(구재선, 김의철, 2006b; 이주일,

정지원, 이정미, 2006; Baldassare, Rosenfield, &

Rook, 1984; Requena, 1995). 한 사람들은 친

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했고 계의 단

는 부재 상황에서 불행했으며(구재선, 김의철,

2006a; Csikszentmihalyi & Wong, 1991), 가장

행복한 상 10%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사회 이었고, 강한 연인 계나 사

회 계를 맺고 있었다(Diener & Seligman,

2002).

사회 과 정 인 사회 계가 개

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반 로 Fredrickson(1998; 2001; 2005)의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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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행복이 바람직한 사회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없는가? 다음과 같은 경험 연구의

결과들은 그 가능성을 시사한다.

첫째, 사람들은 우울한 사람보다는 행복한

사람과 함께 상호작용하기를 원하고, 행복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더 즐기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행복하거나 정 정서를 표 하는

인물을 더 좋아하고, 신뢰하며, 그러한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더 즐겁고 행복할 것으로 기

한다(Bell, 1978; Harker & Keltner, 2001). Berry

와 Hansen(1996)이 낯선 사람과 6분간 상호작

용을 하게 한 후 상호작용의 질을 평가하게

했을 때에도 정 정서가 높은 사람의 트

가 정 정서가 낮은 사람의 트 보다

상호작용의 즐거움과 질을 더 높게 평가했다.

둘째,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을 그 지 않은

사람보다 더 정 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

다. 선행연구에서 행복한 사람은 가족과 친구

들로부터 지 이고, 유능하며, 자기표 을 잘

하고, 의바르다고 단되었다(Diener & Fujita,

1995; Taylor, Lerner, Sherman, Sage, & McDowell,

2003). 친사회성의 측면에서도 사람들은 행

복한 사람을 그 지 않은 사람보다 더 따뜻

하고 친 하며 덜 이기 일 것으로 단했

고(Schimmack, Oishi, Furr, & Funder, 2004;

Rimland, 1982), 정 정서를 표 한 사진 속

인물의 성격을 더 친화력이 높고 능력이 있으

며 부정 정서성이 낮은 것으로 단했다

(Harker & Keltner, 2001).

셋째, 정 정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친

사회 으로 단될 뿐 아니라 실제로 친사회

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람

들은 부정 정서보다는 정 정서 상태에

있을 때 더 하게 행동했고(Bryant, 1983),

실험 조작으로 정 정서를 유발한 상황에

서 남을 돕거나 무 자원 사자로 사하

는 경향이 있었다(Baron, Rea, & Daniel, 1992;

Cunningham, 1988). 더욱이 슬 정서가 유발

된 사람은 자신의 정서가 변할 수 있다고 믿

을 때에만 남을 도왔으나, 정 정서가 유

발된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없을 때에도 남

을 도우려고 했다(Manucia, Baumann, & Cialdini,

1984).

이러한 결과들은 모두 행복한 사람이 그

지 않은 사람보다 타인의 정 평가와 호감

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발달 단계 에

서 타인의 평가와 인정에 특히 민감한 시기는

청소년기일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래의

사랑과 인기는 매우 요한 의미를 갖으며,

어쩌면 학업보다 더 요한 목표일 수 있다.

반면에 청소년기의 고립과 래 거부는 스트

스, 고독감, 문제 행동, 학업 부진과 같은

여러 심리 , 행동 부 응을 유발할 뿐 아

니라(장휘숙, 2004), 성인이 되어서도 결혼생활,

성생활, 심리 문제, 직업 문제 등을 유발

하기도 한다(Parker & Asher, 1987). 이에 본 연

구는 청소년기에 어든 학생을 상으로

이들의 행복 수 이 이후 바람직한 래 계

형성과 련이 있는지 검토했다.

청소년기 래 계의 의미와 형성 요인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를 들어, 남자 청소년들의 친구 계는 함

께 하는 활동을 통해서 형성되는 반면에, 여

자 청소년의 친구 계에서는 친 감이나 신

뢰감이 더욱 요하다(장휘숙, 2004). 성공

인 래 계의 원인에 한 믿음에 있어서

도,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청소년들보다 오락

(entertain)과 강인함(be tough)이 래 계에서의

성공을 가져온다고 믿음이 더 강했다(Jarvinen

& Nicholls, 1996). 이러한 성차로 인해서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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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녀 청소년의 래 계에서 서로 다른 기

능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학

생과 여학생 집단을 구분하여 행복과 래

계의 련성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했

다.

한 지 까지 행복의 결과에 한 연구들

이 주로 정 정서의 향에 을 두었

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행복의 심리학

개념에 해당되는 주 안녕감(Diener, 1984;

Diener, Suh, Lucas, & Smith, 1999)과 심리 안

녕감(Ryff, 1989; Ryff & Keyes, 1995), 그리고 이

들과 한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낙

주의와 자기존 감(Carver & Scheier, 2005;

Compton, 2005)을 모두 포함하여 행복의 향

력을 포 으로 검토했다.

본 연구의 목 은 이 게 다양한 행복의 구

성요소들이 이후 청소년의 사회 행동

래 계 형성과 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

한 련성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

이다. 이를 해서 우들 간에 래 계가

형성되기 이 인 학교 1학년 1학기 에 청

소년의 행복 수 을 측정하고, 한 한기가 지

난 후 새롭게 형성된 래 계(인기도, 사회

행동에 한 자신과 래의 평가)와의

련성을 남녀 집단별로 검토했다. 한 학기

말에 인기 집단으로 분류된 학생들이 거부

는 고립 집단으로 분류된 학생들보다 학기

에 측정된 행복 수 이 더 높은지 분석했다.

방 법

연구 상

인천 소재 학교 1학년 6개 학 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했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 상자

는 남자가 121명, 여자가 120명으로 총 241명

이었다. 이들의 가정경제 수 은 부분 산

층에 해당했다( -상: 40.2%, - : 43.6%, -

하: 7.1%).

측정도구

응답자의 기 행복 수 을 측정하는 1차

설문지에는 주 안녕감, 심리 안녕감, 자

기존 감, 낙 주의 척도를 포함했다. 래

계에 한 2차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인기도와

사회 행동을 자기보고와 래 평가 방식으

로 측정하고, 그 밖에 사회 바람직성을 측

정했다. 1차 설문에 포함된 모든 척도와 2차

설문 에서 자기보고 방식의 사회 행동 척

도는 5 Likert 척도 다. 2차 설문 에서

래 평가는 각 문항에 해당하는 친구의 이름을

세 명씩 는 방식이었고, 사회 바람직성은

‘ -아니오’로 응답하는 방식이었다.

주 안녕감

주 안녕감은 삶의 만족과 정 , 부

정 정서 경험으로 측정했다. 삶의 만족은

Diener, Emmons, Larsen, 그리고 Griffin(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했고, 정 , 부정 정서

경험은 Diener와 Smith, Fujita(1995)의 척도

(Intensity and Time Affect Scale: ITAS)에 한

이은경(2005)의 번역본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

서 삶의 만족 5문항에 한 내 일치도 계수

(Cronbach ɑ)는 .745 고, 정 정서 8문항과

부정 정서 16문항에 한 내 일치도 계수

(Cronbach ɑ)는 .814와 .910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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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안녕감

Ryff(1989)가 개발한 심리 안녕감 척도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에 한 김

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의 번역본을 사용했

다. 본 척도는 자율성, 환경에 한 지배력,

개인 성장, 삶의 목 , 정 인 계, 자

아수용의 6개 차원을 포함하는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자율성’은 자기결정과

독립, 사회 압력에 한 항을 의미하고,

‘환경지배력’은 환경을 조 하는데 있어서의

숙달감과 유능감이며, ‘개인 성장’은 자신이

지속 으로 성장하고 발 한다는 느낌이다.

한 ‘ 정 인 인 계’에서 높은 수는 타

인과 따뜻하고 만족스러우며 신뢰로운 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하고, ‘삶의 목 ’은 삶의 목

표와 방향감을 갖고 있음을 말한다. 끝으로

‘자아수용’은 자신에 한 정 인 태도이다

(Ryff, 1989; Ryff & Keyes, 1995). 본 연구에서

각 하 요인별 내 일치도 계수(Cronbach ɑ)는

.543에서 .783수 이었다.

자기존 감

Rosenberg(1965)의 자기존 감 척도에 한

한유화와 정진경(2007)의 번역본을 사용했다.

총 10문항에 한 내 일치도 계수(Cronbach

ɑ)는 .837이었다

낙 주의

Scheier와 Carver, Bridges(1994)의 삶의 지향

검사 수정본(Life Orientation Test-Revised: LOT-R)

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4개 통제 문항을

제외한 6문항의 내 일치도 계수(Cronbach ɑ)

는 .715 다.

인기도

반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이와 가장 좋아하

지 않는 아이의 이름을 각각 세 명씩 게 하

고, 거명된 횟수의 학 별 표 수(Z score)를

인기(Like)와 거부(Dislike) 수로 사용했다.

한 Coie와 Dodge, Coppotelli(1982)에 근거하

여 래 지 집단을 구분했다. 이들의 집단

구분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 표 화된 L(like)

수와 D(dislike) 수의 차로 사회 선호 수

(Social Preference: SP), L 수와 D 수의 합으로

사회 향 수(Social Impact: SI)를 산출한다.

그리고 산출된 4개 수에 따라 인기집단

(SP>1.0, L>0, D<0), 거부집단(SP<-1.0, L<0,

D>0), 고립집단(SI<-1.0, L<0, D<0), 양면집

단(SI>1.0, L>0, D>0), 보통집단(-.5<SP<.5,

-.5<SI<.5)이 구분된다. 따라서 인기 집단은

정 지명만 많이 받은 학생들이고, 거부

집단은 부정 지명만 많이 받은 학생들이며,

양면 집단과 고립집단은 두 가지 지명을 모두

많이 받거나 받지 못한 집단이다. 그 외의

래 지 가 극단 이지 않은 학생들은 보통 집

단에 분류 다.

친사회 행동: 래 평가

Burgess, Wojslawowicz, Rubin, Rose-Krasnor, 그

리고 Booth(2003)가 개발한 학 놀이 확장

(Extended Class Play)에 한 정선진(2005)의 번

안본 에서 친사회성 6문항을 사용했다. 이

척도는 각 문항에 해서 해당하는 학 친구

세 명씩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사회성 수는 지명된 횟수의 학 별 표

수(Z socre)로 산출했다.

사회 행동: 자기 보고

Doh와 Falbo(1998)의 사회 유능성 척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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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했다. 이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라(2001)에서 인기도( : 나는 친

구들의 짝으로 선택될 때가 많다), 리더십( :

나는 여러 아이들 에서 표로 뽑힐 때가

많다), 방해성( : 나는 친구들과 놀 때 내 마

음 로만 하려고 한다), 사회성( : 나는 친구

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의 4개 요인

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4개 하 요인별

내 일치도 계수(Cronbach ɑ)는 .734에서 .891

수 이었다.

사회 바람직성

Strahan과 Gerbasi(1972)가 개발한 SDS(Marlowe-

Crown Social Desirability Scale)에 한 10문항

축약본을 사용했다. ‘ -아니오’로 응답하는 10

개 문항에 한 본 연구의 내 일치도 계수

(Cronbach ɑ)는 .546이었다.

차

행복 정도를 측정하는 1차 설문지는 연구

상자들이 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

은 3월 순에 실시했다. 사회 계를 측정

하는 2차 설문지는 한 학기가 지난 후 여름

방학이 시작되기 직 인 7월 순에 실시했다.

모든 설문지는 학 담임선생님에 의해서 각

학 에서 실시되었다. 해당 담임선생님에게는

사 에 질문지 실시 방법과 차에 한 안내

문을 제공하 고, 학생들에게는 래 평가를

포함한 모든 응답내용이 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음을 공지하여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유

도했다.

결 과

학기 행복 변인들의 계

학기 에 측정된 주 안녕감, 심리

안념감, 자기존 감과 낙 주의의 상호상 을

검토했을 때, 표 1과 같이 측정된 변인들은

남녀 집단에서 모두 유의미한 련성이 보

다. 구체 으로 자기존 감과 낙 주의가 높

은 사람은 주 안녕감과 심리 안녕감이

높았고, 자율성을 제외한 심리 안녕감의 모

든 하 변인들은 주 안녕감과 유의미한

상 이 있었다.

학기 행복과 학기말 인기도의 계

청소년기 래 인기도의 결정 요인은 성별

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장휘숙, 2004), 남녀

집단을 구분하여 학기 행복 수 과 학기말

인기도의 계를 검토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학기 행복 수 은 여학생보다 남학생 집단

에서 4개월 후의 인기도와 더 높은 상 이 있

었다(표 2 참조).

남자 학생의 경우, 학기 에 자신의 삶

에 만족하고 정 정서를 자주 느낀 남학생

은 학기 말에 좋아하는 친구로 거명되었고,

부정 정서를 자주 경험한 남학생은 학기말

에 싫어하는 친구로 거명되었다. 한 남학생

의 개인 성장, 정 인 계, 자아수용,

자기존 감, 낙 주의는 학기 말에 측정된

래 인기도와 정 상 이 있었다. 그러나 여

학생의 인기도는 삶의 만족 정 인 인

계와만 약한 련이 있었다.

다음으로 기 행복 수 이 학기 말 래

지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했다. Coie,

Dodge, 그리고 Coppotelli(1982)에 근거해서

래 지 를 구분했을 때, 인기집단에 59명(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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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 안녕감, 심리 안녕감, 자기존 감, 낙 주의의 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SWB

①삶의 만족 - .56** -.46** .17 .52** .42** .31** .42** .56** .53** .47**

② 정 정서 .44** - -.25* .17 .40** .35** .26** .26** .53** .59** .46**

③부정 정서 -.31** .06 - -.04 -.33** -.30** -.27** -.36** -.33** -.33** -.35**

PWB

④자율성 .25** .14 -.15 - .31** .35** .38** .22* .40** .41** .30**

⑤환경지배력 .45** .36** -.34** .26** - .52** .58** .52** .59** .47** .55**

⑥개인 성장 .44** .35** -.31** .14 .53** - .57** .46** .58** .56** .65**

⑦삶의 목 .45** .37** -.21* .08 .57** .44** - .41** .43** .50** .51**

⑧ 인 계 .35** .35** -.33** .35** .53** .58** .38** - .50** .54** .52**

⑨자아수용 .63** .50** -.30** .27** .66** .61** .58** .56** - .69** .64**

⑩자기존 감 .62** .52** -.38** .31** .60** .52** .57** .57** .70** - .60**

⑪낙 주의 .46** .40** -.26** .33** .50** .53** .52** .55** .61** .59** -

각선 아래는 남자, 각선 는 여자집단의 결과임 * p < .05, ** p < .01

표 2. 학기 행복과 학기 말 인기도의 계

남자 여자

인기 거부 인기 거부

SWB

삶의 만족 .22* -.16 .01 -.18*

정 정서 .21* .13 -.05 .02

부정 정서 -.10 .26** .03 .06

PWB

자율성 .04 .07 -.02 .05

환경 지배력 .17 -.03 -.08 -.04

개인 성장 .46** -.16 .08 .02

삶의 목 .12 .11 -.06 .08

정 인 계 .25** -.15 .20* -.24*

자아수용 .36** -.05 -.08 .03

자기존 감 .33** -.07 .00 -.07

낙 주의 .37** -.08 .00 -.03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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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남학생의 래 지 집단별 학기 행복의 평균 ( 호 안은 표 편차임)

인기집단 거부집단 고립집단 F

SWB

삶의 만족 3.44( .76) 2.98(1.12) 3.02( .55) 2.39

정 정서 3.67b( .52) 3.34ab( .97) 3.04a( .73) 4.60*

부정 정서 2.12( .84) 2.63( .91) 2.19( .87) 1.83

PWB

자율성 2.93( .51) 3.13( .52) 3.01( .44) .79

환경 지배력 3.24( .57) 3.04( .55) 2.86( .49) 2.80

개인 성장 3.86b( .38) 3.24a( .40) 3.29a( .51) 13.67***

삶의 목 3.63b( .72) 3.37ab( .79) 3.09a( .65) 3.33*

정 인 계 4.10b( .68) 3.39a( .58) 3.63a( .64) 6.23**

자아수용 3.66b( .65) 3.11a( .68) 3.06a( .72) 5.59**

자기존 감 3.73b( .61) 3.16a( .82) 3.11a( .63) 6.30**

낙 주의 4.05b( .53) 3.33a( .77) 3.33a( .73) 8.88***

* p < .05 ** p < .01 *** p < .001

첨자가 다르면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함

표 4. 여학생의 래 지 집단별 학기 행복의 평균 ( 호 안은 표 편차임)

인기집단 거부집단 고립집단 F

SWB

삶의 만족 3.16 ( .73) 3.00 ( .86) 3.30 ( .80) .70 n.s.

정 정서 3.32 ( .57) 3.60 ( .66) 3.33 ( .83) .83 n.s.

부정 정서 2.36 ( .80) 2.13 ( .74) 2.38 ( .98) .43 n.s.

PWB

자율성 2.94 ( .54) 3.03 ( .58) 2.90 ( .51) .27 n.s.

환경 지배력 3.05 ( .50) 3.24 ( .58) 3.16 ( .60) .62 n.s.

개인 성장 3.47 ( .55) 3.59 ( .53) 3.35 ( .49) .93 n.s.

삶의 목 3.34 ( .64) 3.82 ( .53) 3.27 ( .73) 3.05 n.s.

정 인 계 4.01 ( .62) 3.69 ( .78) 3.71 ( .79) 1.60 n.s.

자아수용 3.20 ( .63) 3.41 ( .63) 3.35 ( .67) .65 n.s.

자기존 감 3.37 ( .63) 3.42 ( .46) 3.27 ( .83) .27 n.s.

낙 주의 3.48 ( .64) 3.73 ( .70) 3.49 ( .66) .73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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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명, 여자 32명), 거부 집단에 30명(남자 16명,

여자 14명), 고립 집단 49명(남자 23명, 여자

26명), 양면 집단 7명(남자 5명, 여자 2명), 보

통 집단 19명(남자 13명, 여자 6명)이 포함되

었다. 그 에서 사례수가 은 양면 집단과

보통 집단을 제외하고 인기, 거부, 고립의 세

집단을 상으로 기 행복 수의 차이를 검

증했다.

집단별 평균 차이를 일원변량분석하고

Duncan 방식으로 사후검증했을 때, 표 3과 같

이 인기집단 남학생은 고립집단 남학생보다

학기 에 측정된 정 정서(F(2, 62) = 4.60,

p < .05, η2 = .13)와 삶의 목 (F(2, 58) = 3.33,

p < .05, η2 = .10) 수가 더 높았다. 한 인

기 집단 남학생은 거부 는 고립 집단 남학

생보다 개인 성장(F(2, 57) = 13.67, p < .001,

η2 = .32), 정 인 계(F(2, 57) = 6.23, p

< .01, η2 = .18), 자아수용(F(2, 60) = 5.59, p <

.01, η2 = .16), 자기존 감(F(2, 63) = 6.30, p <

.01, η2 = .17), 낙 주의(F(2, 60) = 8.88, p <

.001, η2 = .23) 수 이 더 높았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 1차시기에 측정한

모든 행복 변인들은 인기, 거부, 고립 집단 간

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표 4 참조).

행복과 친사회성: 래 평가

응답자의 행복과 4개월 후 래의 친사회성

평가 간의 련성을 검토했을 때, 기 행복

은 남학생보다 여학생 집단에서 친사회성과

더 높은 상 이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표 5와 같이, 개인 성장(r

= .33, p < .01), 자기수용(r = .20, p < .05),

낙 주의(r = .27, p < .01)가 높은 남학생이

믿을 수 있는 친구로 평가받았고, 삶의 만족(r

= .21, p < .05)과 개인 성장(r = .22, p <

표 5. 행복과 래의 친사회 행동 평가의 계: 남학생

아이디어 믿음 차례 공평 도움 의

SWB

삶의 만족 .04 .10 .13 .12 .06 .21*

정 정서 -.08 .09 .07 .12 .08 .14

부정 정서 .12 .01 .04 -.04 .01 -.02

PWB

자율성 .11 -.01 -.04 .00 -.01 .10

환경 지배력 -.03 .11 .03 .08 .05 .12

개인 성장 .11 .33** .07 .11 .15 .22*

삶의 목 -.17 .07 .10 -.01 .05 .12

정 인 계 -.03 .15 -.01 .03 .06 .08

자아수용 -.06 .20* .00 .15 .01 .17

자기존 감 -.10 .09 -.04 .15 .02 .11

낙 주의 -.04 .27** .14 .10 .12 .18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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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사회 바람직성을 통제한 행복과 4개월 후 자신의 사회성 지각의 부분상

인기도 리더십 방해성 사회성

SWB

삶의 만족 .35** .30** -.03 .16*

정 정서 .30** .23** -.07 .19*

부정 정서 -.15 -.12 .12 -.09

PWB

자율성 .24** .45** .10 .18*

환경 지배력 .38** .34** -.16* .03

개인 성장 .43** .35** -.12 .19*

삶의 목 .26** .33** -.00 .15

정 인 계 .35** .37** -.15 .34**

자아수용 .35** .33** -.10 .19*

자기존 감 .44** .48** .01 .17*

낙 주의 .39** .36** -.13 .32**

* p < .05 ** p < .01

표 6. 행복과 4개월 후 래의 친사회 행동 평가간의 계: 여학생

아이디어 믿음 차례 공평 도움 의

SWB

삶의 만족 .30** .03 .17 .13 .26** .27**

정 정서 .23* -.11 -.01 .00 .12 .17

부정 정서 .03 .02 .09 .03 .06 .06

PWB

자율성 .22* .00 .01 .05 .06 .03

환경 지배력 .09 -.04 .13 .11 .09 .10

개인 성장 .30** .13 .12 .17 .24** .26**

삶의 목 .25** .06 .13 .17 .18 .23*

정 인 계 .19* .08 .12 .19* .10 .09

자아수용 .20* -.07 .02 .06 .09 .10

자기존 감 .33** .02 -.03 .15 .26** .22*

낙 주의 .19* -.09 .10 .17 .09 .14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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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이 높은 남학생이 의바른 친구라는 평가

를 받았다.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는 표 6과 같이, 부정

정서와 환경지배력을 제외한 모든 측정된

기 행복 변인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지닌 친

구라는 래 평가와 유의미한 정 상 이 있

었다. 한 여학생의 삶의 만족, 개인 성장,

삶의 목 , 그리고 자기 존 감은 남에게 도

움을 주고 의바른 친구라는 래 평가와 정

상 이 있었다. 그 밖에 여학생의 정

인 계 수는 공평한 아이라는 래 평가

와 약한 정 상 이 있었다.

학기 행복과 사회 행동: 자기 보고

사회 행동에 한 자기보고식 측정은 사

회 바람직성의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 행복과 4개월 후의 자신의 사회성 평

가에서 사회 바람직성을 통제한 부분상

(partial correlation)을 산출했다. 그 결과, 표 7과

같이 기 행복은 4개월 후 정 인 자기 평

가와 정 상 이 있었다. 즉, 주 안녕감

과 심리 안녕감, 자기존 감이 높고 낙

인 학생들은 자신이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

고, 리더십이 있으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자기보고된 방

해성 수는 심리 안녕감의 환경지배력과만

약한 부 상 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

학생과 여학생 집단에서 일 되게 나타났다.

논 의

지 까지 행복에 한 심리학 연구의 방

향은 무엇이 행복을 유발하는가를 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행복이 무

엇을 유발하는가에 한 심이 제기되고 있

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 수 이 그 이후

의 정 인 래 계 형성과 련이 있는지

검토했다. 이를 해서 학교에 입학하여 학

래 계가 형성되기 이 인 1학년 1학기

에 주 안녕감, 심리 안녕감, 자기존

감, 낙 주의 경향성을 측정했다. 그리고 4개

월 후에 인기도와 사회 행동을 자기 보고

방식과 래 평가 방식으로 측정했다. 그 결

과를 요약하고 시사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학기 의 행복 수 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학기말 인기도와 더 큰 련이 있었

다. 주 안녕감과 심리 안녕감, 자기존

감이 높고 낙 인 남학생이 그 지 않은 남

학생보다 4개월 후에 래로부터 좋아하는 친

구로 거명되었다. 한 래 지 극단 집단

을 구분했을 때, 인기 집단 남학생은 래로

부터 거부되거나 고립된 남학생보다 학기

행복 수 이 높았다. 청소년기의 래 계 경

험은 그 당시 뿐 아니라 이후의 다양한 심리

행동 응을 유발함을 고려할 때(장휘숙,

2004; Parker & Asher, 1987), 행복한 남학생이

친구들로부터 선호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남학생의 행복이 사회 계망을 확장시킴으

로써 더 많은 지원과 안정감, 즐거움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사회 자원을 형성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학생의 학기 행복은 학기 말

인기도와 계가 없었다. 왜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의 행복은 래의 선호와 련이 없는

가? 그 이유는 먼 청소년기 래 계의 성

별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자 청소년의

친구 계는 함께하는 활동이나 오락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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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드러나는 외 요소들이 강조되는 반

면에 여자 청소년에게는 계의 질 측면과

개인의 내면 특성이 보다 요하게 작용한

다. 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배타 우

정 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장휘숙,

2004; Jarvinen & Nicholls, 1996). 이러한 성차로

인해서 정 정서, 낙 주의, 자기존 감과

같은 요소들은 여자 청소년보다는 남자 청소

년의 인기도와 더 깊은 련이 나타났을 수

있다. 그러나 여학생들은 상 방이 주장하거

나 표 하는 것보다 상 방에 한 자신의

단을 더욱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보고된 행복

과 래선호의 계가 약하게 나타났을 수도

있는 만큼 행복 수 을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

한 후 인기도와의 련성을 검토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둘째, 비록 학기 행복이 여학생의 인기

도나 래 지 와 련이 없었을지라도, 래

들은 행복한 여학생에 해서 정 인 평가

를 했다. 친사회 행동에 한 래 평가에

서 학기 행복 수 이 높은 여학생들은

래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좋은 아이디어를

갖은 아이, 남을 돕고 의바른 아이로 평가

받았다. 남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행복의

하 변인으로 포함된 개인 성장과 낙 주의

수가 높은 남학생이 래들로부터 믿을 수

있는 아이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

한 사람이 그 지 않은 사람보다 더 정

평가를 받는다는 선행연구들(Diener & Fujita,

1995; Harker & Keltner, 2001; Rimland, 1982;

Schimmack et al., 2004; Taylor et al., 2003)과 일

치한다. 특히 정 정서의 창의력 진 효

과는 선행연구들에서 지속 으로 보고된 바

있다(Isen et al., 1984; 1985; 1987). 본 연구에서

는 정 정서의 이러한 효과가 삶의 만족이

나 심리 안녕감, 자기존 감과 같은 다른

행복 요소들에도 일반화될 수 있음이 확인되

었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창의력에 한

래 평가인 만큼, 행복한 여학생이 실제로

창의력 수가 높은가에 해서는 후속 연구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Fredrickson(1998; 2001; 2005)이 정

정서의 확장과 자원 형성의 기능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정 정서의

향력이 크지 않았다. 한 측정된 여러 행복

변인들 에서 일부 변인들만이 래의 정

평가와 유의미한 련성을 보 다. 선행연

구자들의 주장과 달리 본 연구에서 래의 평

가에 한 행복의 향력이 크지 않았던 것은

본 연구의 기간이 4개월로 충분이 길지 않았

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행복의 사회 기능에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동아시

아 사람들은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에 비해서

행복과 정 정서를 상 으로 덜 요하

게 생각하고(Diener & Oishi, 2004), 한국인들은

미국인들보다 정 정서를 느끼고 표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알

려졌다(Diener, Suh, Smith, & Shao, 1995). 더욱

이 미국인들은 행복한 사람을 도덕 이고 존

경할만하며 따뜻하다고 단하지만, 일본인들

은 미성숙하고 이기 이라고 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서은국, 2004), 서구인들이

한국인들보다 행복한 사람을 더 좋아하고 더

정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행복의 사회

기능에 한 장기 인 종단 연구와 비교문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가능성들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여러 행복의 요소들 에서 특히 심

리 안녕감의 개인 성장 변인은 청소년의

래 선호 지각과 매우 한 련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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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학기 개인 성장 수는 남학생의

학기 말 인기도와 높은 정 상 이 있었고,

래 지 를 32% 설명했다. 한 이러한 남학

생은 래로 부터 믿음이 가고 의바르다는

평가를 받았고, 여학생의 경우 창의력이 있고

친사회 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개인 성장

이란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 하는 존

재로 인식하는 것, 즉 자신의 발 가능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경험에 개방 인 것이다(Ryff,

1989; Ryff & Keyes, 1995). 이러한 인식이 높은

청소년이 래의 선호와 정 평가를 받는

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 성장감이 자아

실 , 잠재력 개발, 그리고 최 의 심리 기

능을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청

소년의 정 인 사회 계 형성에서도 매

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 다.

다섯째, 부정 정서를 제외한 모든 행복

변인들은 학기말에 측정된 자신의 사회성에

한 정 지각과 높은 련이 있었다. 즉,

학기 에 행복한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들은 모두 학기 말에 자신이 사회 이며, 인

기와 리더십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사회

바람직성을 통제했을 때의 결과이므로 행

복한 청소년이 자신을 정 으로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행복한 청소년은 실제로

자신에 한 정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행복한 사람의

정 인 자기 지각에 한 선행연구들과 일

치한다(자세한 내용은 Lyubomirsky, King, &

Diener, 2005).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비록 일부 변인들

에서 성차가 나타났을지라도 반 으로 청소

년의 행복은 4개월 후의 정 인 자기 지각,

래의 선호 래의 정 인 평가와 련

이 있었다. 자기정체감을 형성하고 래 계

가 어느 시기보다 요한 청소년기에 이러한

정 인 자기 존 래의 사랑과 인정은

개인 성장을 한 자산임이 분명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기 행복의 결과는 부정 이기

보다 정 이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에서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행복과

심리 안녕에 해서 더 많은 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와 시사 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이 있다. 첫째, 본 연

구는 행복과 사회 계의 인과 계를 명확

히 규명하지 못했다. 비록 행복한 청소년이 4

개월 이후에 래 계가 정 이었을 지라도

행복이 정 인 사회 계를 유발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행복의 사회 결과가

정 이라는 것을 넘어서 행복이 정 인

사회 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규명하

기 해서는 실험처치와 통제집단을 포함하는

보다 정교한 설계구조를 가진 후속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학기 인기도와 사회

행동을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4개월 동안의

변화 정도를 고려하지 못했다. 비록 학기

에는 아직 우 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

에 래에 의한 평가는 불가능할지라도 사회

행동의 자기보고식 측정은 가능하며, 이를

통제했을 때 여 히 기 행복이 학기말 래

계와 유의미한 계를 갖는지 검토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행복과 래 계에 모두

향을 미치는 제3의 변인을 고려하고 통제하

지 못했다. 를 들어 성 이나 반장/부반장으

로서의 직책, 그리고 외모와 같은 변인들은

청소년의 행복 인기도와 깊은 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변인들로 인해서 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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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가 유의미한 련성을 나타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

인들을 함께 측정한 후 이들의 향을 배제했

을 때에도 행복의 효과가 유의미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래의 인기도 평가에서

평가하는 사람의 성별을 고려하지 못했다. 청

소년들이 동성과 이성친구를 평가하는 기 은

서로 다를 수 만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상을 동성 는 이성으로 제한하여 지명하게

한 후 결과를 비교하는 것 한 흥미로운 연

구 주제가 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행복이 형성하는 다양한

자원들 에서 사회 자원이라는 제한된

역만을 다루었고, 연구 상도 청소년으로 제

한되었다. 행복은 개인의 사회 측면 뿐 아

니라 신체 , 지 , 심리 , 직업 역에서

자원을 형성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이러

한 분야들로 연구의 범 를 확장한 장기 종단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행복의 자원형성 기능을

보다 포 으로 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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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onsequences of happiness: Are happy people pop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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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social consequences of happiness. For this purpose, we examined the

effect of happiness on the formation of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 A total of 241 Korean junior high

school students completed a happiness questionnaire consisting of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well-being, self-esteem, and optimism at the beginning of the school year. Four months later, their

popularity and social behaviors were measured using self-reports and peer-nomination measures. Happy

male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become nominated as a preferred friend by their peers at the end of

the semester; happy females were evaluated by their peers as being more creative than others. Happy

adolescents also viewed themselves as being more sociable, popular, and having more leadership than

others. Overall, the findings imply that happiness also have positive social consequences in highly

collectivist cultural settings, such as Korea.

Key words : happiness, subjective well-being, popularity, peer-relations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