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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우리는 매일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한다. 이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은 곧 내 삶에 대한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과 같다. 이는 

행복과 직결된다. 이에 기존 연구들은 선택이 주는 심리적 혜택들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요한 전제가 간과되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내 

선호가 분명해야만 비로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분명한 선호와 행복의 관계를 조명하였다. 분명한 선호는 내가 

선호하는 특정한 대상이 있을 때, 내 선호에 대한 이해가 명확할 때 

성립된다. 한편 선호가 결정될 때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요소가 모두 

활용된다. 선호는 대체로 여러 대상 중 내가 좋아하는 것이거나, 내가 

싫어하지 않는 것이다. 즉 선호는 호불호,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좋아하는 것은 대상의 긍정적인 특성이 두드러질 때, 

싫어하는 것은 대상의 부정적인 특성이 두드러질 때 발생한다. 이 때 

행복한 사람들은 긍정 편향으로 인해 긍정 특성에 더 주목한다. 따라서 

행복한 사람들은 오직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만 분명한 선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669명의 미국인 및 한국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네 

번의 실험을 수행한 결과, 행복한 사람일수록 좋아하는 것이 많고, 그 

내용이 다양하고 독특했으며, 여러 항목 중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빠르게 찾아냈다. 그러나 싫어하는 것에서는 행복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행복할수록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정립된 

선호 구조를 보이는 반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일관적인 

선호를 보였다. 종합 논의에서는 위의 결과에 대한 이론적 의의와 

실험의 한계, 실천적 함의를 논하였으며,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요어 : 선호, 행복,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선호의 구조, 긍정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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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종종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지곤 한다. 선택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조언한다. 

“마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조언을 하는 까닭은,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때 

다양한 심리적인 혜택들을 누리기 때문이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더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자신감을 가진다 

(Ryan, Deci, & Grolnick, 1995). 또한 원하는 일을 스스로 선택했을 

때에는 그 일에 대해 더 만족할 뿐만 아니라(Benz & Frey, 2008), 더 

높은 웰빙(Well-being) 수준을 누린다(Ryan & Deci, 2000; Sheldon, 

Kasser, Houser-Marko, Jones, & Turban, 2005). 이와 더불어, 

원하는 일을 함으로써 진정한 자기(true self)를 경험한다 (McGregor & 

Little, 1998). 

그런데 이 모든 긍정적인 효과들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 원하는 

일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떻게 웰빙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원하는 일을 선택한다는 것의 의미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원하는 일을 선택한다는 것의 의미를 

곱씹어보면, 두 가지 전제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원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다. 원하는 대상이 없을 때에는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두 번째 조건은 내가 

원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다. 어떤 대상을 

진정으로 좋아하더라도, 좋아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이를 선택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은 선택의 전제 조건에 해당하며, ‘분명한 

선호’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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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웰빙의 관계를 

탐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요구되는 분명한 

선호와 웰빙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조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 행복과 맺고 있는 관계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분명한 선호와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호의 존재: 선택의 심리적 혜택을 위한 요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행복의 관계에서의 핵심은 자율성의 

충족이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때에 자율성을 경험한다. 

자기 결정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에 의하면, 자율성과 

행복은 서로 양의 상관 관계를 가진다(Deci & Ryan, 1985; Ryan & 

Deci, 2000). 자율성이 높은 사람들은 행복하며, 행복한 사람들은 

자율성이 높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할 때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웰빙을 누리는 것은 자명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선호가 불분명할 때에는 스스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자율성이 충족되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과정을 되돌아 보면, 

두 가지 과정으로 구분된다. 우선, 선택의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원하는 것’이 존재한다. 그 다음으로는 원하는 것을 스스로 획득할 

기회, 즉 선택이라는 행위가 뒤따른다. 이 두 과정을 수행할 때 비로소 

자율성을 획득하며, 이에 수반되는 심리적 혜택들 역시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선택은 

심리적 혜택이 아닌 심리적 혼란을 유발하기도 한다. Schwartz (2000, 

2004)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증가하였을 때, 사람들의 행복이 예상과 다르게 감소하였다. 선택의 



 

3 

 

풍요가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로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데 선택을 해야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때에는 무수히 많은 선택지와 정보에 

압도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좋은 선택지를 찾기 위해 주어진 선택지를 

모두 탐색하고,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선택의 풍요는 선택지 및 그에 

수반된 정보들을 무수히 증가시켰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물질, 

시간, 인지적 자원들이 크게 소모된다. 하지만 선택의 결과는 소모된 

자원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다 (Schwartz, 2000). 

자기 선호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선택을 고통으로 탈바꿈시켰다. 

선택이 괴로움이 되자, 사람들은 오히려 선택을 회피했다. Novemsky, 

Dhar, Schwarz, 및 Simonson (2007)에서 선호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선택을 미루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Beattie, 

Baron, Hershey, 및 Spranca (1994)에 의하면, 자기 선호에 대해 

확신하지 못할 때에는 사람들은 선택의 기회를 누리기보다 오히려 

타인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대신해 주기를 원했다. 마찬가지로, Dhar 

(1997)에서도 선호를 모르는 사람들은 주어진 선택지들 중에서 

‘선택하지 않음 (No-choice)’ 옵션을 더 선호하였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분명한 선호가 있을 때에는 선택에서 자율성을 얻는 과정과, 

이를 바탕으로 심리적 혜택에 도달하는 과정이 원활하다. 선택을 하는 

여러 순간들을 떠올려보자. 점심 메뉴를 고를 때 혹은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때는 물론, 직장을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 모두 선호가 분명할 

때에는 고민이 줄어든다. 또한 선호가 분명할 때에는 선택이 쉽고, 

선택의 결과에도 더 만족한다 (Fazio, 2000; Katz, 1960). 특히 

Woolley와 Risen (2018)에 의하면, 사람들은 어떤 대상에 특히 더 

마음이 갈 때, 즉 직관적인 선호가 존재할 때에는 그 선호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정보들을 추가로 더 탐색하지 않았다. 또한 선택이 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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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빨랐다. 즉 선호가 분명하지 않을 때와 달리, 선호가 분명히 

존재할 때에는 소모되는 자원의 양이 적다. 하지만 선호가 불확실 할 

때에는 선택의 어려움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아마도’ 또는 

‘아무거나’의 방패 뒤로 숨게 된다. 

 

자기 선호를 아는 것: 자기에 대한 이해와 행복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은 자기 선호를 아는 것이다. 

분명한 선호가 주는 심리적 이점은 자기가 가진 선호를 분명히 

인식한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선호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선호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또 다시 선택의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한편 

선호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한다. 따라서 자기 선호를 

분명히 안다는 것은 자기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자기에 대한 인식, 즉 자기 개념 내에 

포괄된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안다는 것은 ‘진정한 자기’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선호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진정한 자기에 대한 지식 수준과 맥을 같이 한다. 진정한 자기에 

대한 지식은 자율성과 마찬가지로, 웰빙과 밀접한 상관을 띤다. 선택의 

순간에서도, 진정한 자기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선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끈다. 진정한 자기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삶의 주요한 

결정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았다(Schlegel, Hicks, Davis, & Smith, 

2013). 또한 진정한 자기를 아는 것이 반드시 선택 맥락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진정한 

자기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전반적인 웰빙 수준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삶의 의미 및 긍정적인 기분을 많이 경험하며, 자존감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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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일수록 진정한 자기에 대해 잘 알았다(Schlegel, Hicks, Arndt, & 

King, 2009; Schlegel, Hicks, King, & Arndt, 2011). 성격 특성 

면에서도, 진정한 자기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일수록 외향적이었으며, 

신경증적 성향은 적었다(Sheldon, Ryan, Rawsthorne, & Ilardi, 1997). 

위의 심리적 특성들은 모두 행복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들로(Myers 

& Diener, 1995), 이들은 모두 진정한 자기를 잘 아는 것과 진정한 

자기를 자주 경험하는 것이 행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선호를 분명히 안다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들, 

곧 나에 대한 이해가 명료함을 가리킨다. 자기 개념 명료성(Self-

concept clarity; SCC)은 자기에 대한 이해 혹은 믿음이 얼마나 

명료하고 일관되게 정의되는지를 나타낸다(Campbell et al., 1996). 이는 

자기 개념의 구조적인 측면을 반영한다. 자기 개념 명료성과 분명한 

선호와의 관계는 SCC 척도에서 잘 드러난다. Campbell과 동료들 

(1996)에 의해 개발된 SCC 척도에는 “나는 자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된다. 즉 자기 선호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넓은 의미에서 자기 개념 명료성에 포괄된다. 또한 Morrison과 

Wheeler (2010)에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소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개념 명료성이 높았다. 이와 달리 

분명한 선호가 강조되지 않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사람들은 자기 개념 

명료성이 비교적 낮았다(Campbell et al., 1996).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모두 분명한 선호와 자기 개념 명료성 간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한편 기존의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기 개념 명료성이 높은 

사람들은 웰빙 수준이 높았다 (Campbell et al., 1996; De Cremer & 

Sedikides, 2005; Slotter, Gardner, & Finkel, 2010). 웰빙은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되고 구성되나, 자기 개념 명료성은 이들 대부분의 측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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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상관 관계를 가진다. 우선 정서적인 측면에서, 자기 개념 명료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 정서들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Baumgardner, 1990). 인지적 측면의 웰빙을 나타내는 삶에 

대한 만족 수준 역시 자기 개념 명료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높았다(Usborne & Taylor, 2010). 웰빙과 깊이 관련된 심리적 

특성으로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개념 명료성이 높으며, 

신경증적 성향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 개념 명료성이 높았다(Campbell 

et al., 1996). 이를 토대로 할 때, 자기 개념 명료성 내에 포괄되는 

‘분명한 선호’ 역시 행복과 정적 상관을 가질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자기 확증의 효과 역시 개인의 전반적 웰빙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Nelson, Fuller, Choi, 및 Lyubomirsky (2014)에 의하면, 

참여자들이 쾌락주의적 웰빙(Hedonic Well-being) 및 의미론적 

웰빙(Eudaimonic Well-being) 측면에서 모두 자기 확증이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자기 확증 이후 쾌락주의적 측면에서는 참여자들의 

정서적 균형이 향상되었으며, 의미론적 측면에서는 삶의 의미 경험 및 

몰입의 수준이 증가하였다. Dutcher와 연구진 (2016)은 자기 확증의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의 신경학적 기제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fMRI 

연구를 통해 자기 확증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자극하여, 뇌의 

보상 중추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가치 판단을 포함한 자기 선호 판단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은 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가치를 

확인함으로써 긍정적인 보상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연구들은 모두 분명한 선호와 행복의 관계를 암시한다. 분명한 

선호를 가진 사람은 선택에 진정한 자기를 반영할 수 있으며, 

선택에서의 자율성을 누린다. 또한 자기 개념의 틀 안에서도, 분명한 

선호는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드러낸다.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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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가치들이 명료한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긍정적 보상을 얻는다. 

하지만 분명한 선호와 행복이 반드시 양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특히 이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개인적인 선호만을 내세우는 것, 자신만의 분명한 선호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Reimer, Shavitt, 

Koo, & Markus, 2014). Chen과 그의 동료들 (1998)에 의하면, 

집합주의적 문화에서는 자신만의 선호를 드러내는 것을 미성숙하거나 

이기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며, 사회에 부적응적인 행동으로 

여긴다. 서구 문화권이 자신만의 특별함과 자기 표현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개별적 선호보다 사회 규범에 합치되는 선호, 

조화를 이루는 선택을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서구 문화권에서는 일관되고 독특한 선호가 나타나지만 동양 

문화권에서는 맥락에 맞추어 변화하는 사회에 조화로운 선호가 나타난다. 

Park, Choi, Koo, Sul, 및 Choi (2013)에서, 상호의존적 자기 개념을 

기반으로 한 한국인들의 선호는 미국인들에 비해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가 더 많았다. 실제 앞선 연구들에서도 일본인의 자존감와 자기 

개념 명료성 간의 정적 상관 관계는 캐나다인들에게서 나타난 관계에 

비해 약했다(Campbell et al., 1996). 또한 자기 개념 명료성과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과의 관계 역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 약한 정적 상관을 띠거나 유의하지 않았다(Suh, 2002). 

이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분명한 선호와 행복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양 문화권 및 동양 문화권에서 모두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분명한 선호와 행복이 맺고 있는 관계를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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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에 앞서, 분명한 선호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미리 논하였다. 분명한 

선호는 선호하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과, 대상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명확히 인식한다는 점을 포함한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바탕으로, 분명한 

선호를 측정하기 위한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네 

번의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명한 선호: 선호 형성의 유창성과 구조적 명확성 

선호가 분명하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하나는 선호하는 

특정한 대상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대상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여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모두 선호를 

판단하는 기준이 뚜렷할 때 나타난다. 선호 판단의 기준이 뚜렷할 

때에는 선호 판단이 빠르게 이루어지므로,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대상이 많다. 또한 비교 대상 혹은 비교 상황의 변화에도 선호 판단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육류에 대한 불호가 뚜렷한 

채식주의자들은 닭고기, 소고기 등 모든 종류의 고기에 대한 선호 

여부를 쉽게 판단할 것이다. 또한 육류의 가격이 내리더라도, 샐러드나 

파스타와 육류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앞선 선호 판단의 내용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분명한 선호를 선호의 내용 및 구조,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였다. 먼저 선호의 내용적 측면에서, 선호가 

분명할 때에는 주변 환경에 대한 선호 판단이 빠르며, 이에 따라 

좋아하는 혹은 싫어하는 대상이 많다. 선호 기준이 뚜렷하므로, 선호 

판단이 유보되지 않아 선호가 쉽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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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의 유창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대상에 대한 선호를 얼마나 

쉽게 형성하는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선호가 유창하게 형성된다면 많은 

선호가, 빠르게 형성된다. 또 다른 측면은 선호의 구조적 명확성으로, 

선호의 견고함을 드러낸다. 선호의 기준이 뚜렷하고, 자신의 선호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비교 대상 및 상황이 바뀌더라도 대상에 대한 

선호 수준은 고정될 것이다. 따라서 각 대상 간의 선호 차이가 명확하며, 

이들은 단일한 선호 구조를 형성한다. 

분명한 선호는 선호의 내용과 구조 중 어느 한 기준의 충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두 기준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선호가 분명하다고 

표현될 수 있다. 대상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더라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선호로서 기능하지 못할 것이며, 가치가 부여되지 않으면 

선호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복과 분명한 

선호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선호 형성의 유창성 및 선호의 구조적 

명확성을 모두 확인하였다. 

 

선호 형성의 유창성 (Fluency in Forming Preference) 

선호 형성의 유창성은 분명한 선호의 판단 기준 중 내용적 측면으로, 

선호의 개수 및 선호 판단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측정될 수 있다. 선호 

기준이 뚜렷할 때, 선호는 유창하게 형성된다. 따라서 선호는 양적 수준 

및 질적 수준에서 모두 풍성하게 형성하게 형성된다. 일차적으로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의 수가 많으며, 더 나아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은, 독특한 선호들을 보일 것이다. 또한 선호 기준이 

분명하고 뚜렷하므로, 선호를 빠르게 판단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양적 수준의 유창성은 ‘선호의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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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다. 선호가 유창하게 형성된다면, 그 결과물인 선호 대상의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식에 대한 기준이 뚜렷한 

사람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음식의 수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단 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초콜릿이나 사탕 등에 대한 선호를, 쓴 맛을 

싫어하는 사람은 커피나, 쓴 맛이 나는 채소 등에 대한 불호를 비교적 

쉽게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기준에 부합하는 좋아하는 음식 또는 

싫어하는 음식들이 생겨난다. 이와 달리, 음식에 대한 선호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을 때에는 좋아하는 음식도, 싫어하는 음식도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선호의 수는 선호 대상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선호 형성의 

유창성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선호 형성의 

유창성에는 선호의 양적 풍성함 외에 질적 수준의 풍성함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질적 수준의 풍성함이란 선호 대상의 다양성을 

나타낸다. 양적 수준에서 선호의 총 개수가 많더라도,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유창한 선호를 형성하는 경우 반드시 선호가 분명하다고 

표현할 수 없다. 선호 형성이 유창한 사람들은 선호 판단이 쉽게 

유보되는 대상 혹은 보편적으로 선호가 결정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도 

선호를 쉽게 결정한다. 따라서 선호가 다양하고 개인적이며, 비교적 

독특하다. 그러나 선호 형성이 유창하지 않을 때에는 보편적인 선호 

또는 사회적으로 학습된 대상에 대해서만 선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선호 형성의 유창성을 드러내는 가장 근본적인 지표는 선호 판단에서의 

반응 시간이다. 선호 형성이 유창할 때에는 선호 판단에 대한 반응 

시간이 짧다.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한다는 판단이 쉽게, 유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빠르게’ 이루어짐을 뜻한다. 따라서 판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선호 형성의 유창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측정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Fazio와 Powell (1997)에서는 학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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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항목들에 대해 선호를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이 때 판단에 소요된 

시간을 ‘태도의 접근성(The accessibility of attitude)’으로 

명명하였다. 즉 선호 판단에의 소요 시간은 자기 선호를 얼마나 쉽게 

아는지, 형성하는지를 가리킨다. 

선호 판단 시간이 드러내는 분명한 선호의 또 다른 측면은 자기 선호에 

대한 확신 및 자신감이다. 앞선 연구들에 의하면, 선호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는 선택을 미루지 않는다. 반면 선호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에는 선택을 미루거나 회피한다(Dhar, 1997; Novemsky et al., 

2007). 이는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발견되었다. Woolley와 Risen 

(2018)에 의하면, 사람들은 강한 직관적인 선호를 형성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다른 정보를 탐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선호를 고수하기 

위해 선택을 더욱 빠르게 이어나갔다. 즉, 선호가 분명할 때에는 선택에 

대한 확신이 증가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의 필요성을 줄이므로 

판단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욱 짧아진다. 

 

선호의 구조적 명확성 (Structural Clarity of Preference) 

한편 분명한 선호는 선호의 구조적 명확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선호의 

구조적 명확성은 자기 선호에 대한 분명한 이해로, 선호를 부여한 대상 

및 대상 간의 선호 수준 차이에 대해 얼마나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앞서 선호 형성의 유창성은 선호의 내용적 측면으로 

각 대상에 대한 선호 여부를 반영하는 반면, 선호의 구조는 단일 대상에 

대한 이해 외에도 대상 간의 관계를 포함한다. 선호를 판단하는 기준이 

일관되고 명확할 때, 각 대상 간의 선호 차이를 반영하는 선호의 구조는 

단일한 위계 구조를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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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구조를 탐색하는 것은 선호의 유창성 측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이점이 있다. 이는 선호의 구조가 개인의 응답 

경향성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선호의 응답 개수 및 판단 

시간에는 선호의 유창성 외에 과제 수행 능력 및 선호에 대한 기억 인출 

능력, 반응 시간 등 개인의 응답 경향성, 즉 개인별 유창성이 반영될 수 

있다. 그러나 선호의 구조는 개별적 응답이 아닌, 통합적 수준에서의 

응답을 바탕으로 선호 위계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선호를 

탐색한다. 

선호의 구조적 명확성은 선호 구조의 두 가지 성질인 ‘이행성 

(Transitivity)’과 ‘맥락 독립성(Context independence)’으로 알 수 

있다(Park et al., 2013). 먼저, 이행성이란 집합 내 각 원소에 대한 이항 

관계(Binary relation)의 한 성질로, 집합 X의 원소 a, b, c에 대해 각 

원소 간 이항 관계를 판단할 때에 a ≤ b이고 b ≤ c일 때, a ≤ c인 

경우 원소들의 이항 관계는 이행적이라 칭한다. 이를 흔히 접할 수 있는 

선호에 대입하면, 음료를 비교할 때 우유를 주스보다 선호하고, 커피를 

우유보다 선호한다면, 주스와 커피를 비교할 때에는 커피를 더 

선호한다는 결론을 내릴 때에야 이행성 규칙을 충족한다. 이는 각 

대상에 대한 선호가 일관적으로 결정될 때, 선호 구조의 이행성이 

충족됨을 드러낸다(Tversky, 1969). 

또한 A와 B를 비교할 때에 A가 더 선호된다면, 선호를 판단할 대상이 

A, B, C로 확장되더라도 B보다 A를 선호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을 때 

선호는 맥락 독립적(context independent)이다(Park et al., 2013). 즉 

이항 관계에서 벗어나 맥락이 확장되더라도, 선호가 변하지 않는다면 

선호 구조는 맥락독립성을 충족한다. 위의 예에서 우유를 주스보다 

선호하므로, 선택지에 커피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주스보다 우유를 

선호한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을 때 선호는 맥락 독립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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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세상과는 달리, 개인의 선호 판단에서는 이행성 규칙이 종종 

위반된다(Tversky, 1969). 이는 선호를 비교할 때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에 대한 선호가 일관적으로 결정될 경우 

선호의 구조는 단일한 위계 구조를 띠어, 대상의 선호 순위가 모두 

확정된다. 그러나 선호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비일관적일 때, 선호 

구조는 부분 또는 전체적인 순환 구조를 띤다. 따라서 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 비해 더 선호되는지 또는 덜 선호되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없어, 

선호의 구조가 불분명하다. 

맥락 독립성 역시 이항 비교로부터 출발한다. 이항 비교와 함께 전체 

항목으로 확장된 맥락을 비교함으로써 구조적 특성을 파악한다. 이항 

비교에서의 선호 판단 결과 및 이로부터 도출된 선호의 구조와, 전체 

항목에 대해 매긴 순위를 비교함으로써 선호 구조의 맥락 독립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 두 선호의 순서 및 구조가 완벽하게 일치할 때, 

선호는 맥락 독립적이다. 그러나 이들 간의 간극이 멀어질수록 선호는 

특정 비교 대상 및 맥락에 의존적으로 결정되며, 비일관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정리하면, 선호의 분명함은 선호의 내용 및 선호의 구조를 통해 

결정된다. 선호가 뚜렷할 때 선호는 양적, 질적으로 풍성하며, 선호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호가 뚜렷할 때에는 선호의 

기준이 분명하므로, 대상 간의 선호 수준이 뒤바뀌지 않아 선호 구조가 

일관적일 것이다. 이는 선호의 이행성 및 맥락 독립성을 통해 평가된다. 

 

선호의 두 가지 요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한편, 분명한 선호와 행복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선호의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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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선호는 여럿 가운데서 뚜렷하게 

더 가려서 좋아하는 대상, 다른 대상과 비교할 때 더 좋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언제나 비교하는 대상이 존재한다. 이 때 선호를 판단하는 

근거는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직관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내가 싫어하는 특성을 

가지지 않거나,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되새겨보면 선호에는 

좋아하는 것(Likes)과 싫어하는 것(Dislikes), 두 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선호는 흔히 

‘호불호’라고도 표현된다. 이들을 통해 형성된 선호의 대상은 동일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사람들은 위 두 

요소를 모두 활용하여 자기 선호를 구성하고 파악한다.  

얼핏 보면 호불호는 선호 수준이라는 단일 차원의 양쪽 극단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적 극단으로는 좋아하는 것, 부적 극단으로는 

싫어하는 것과 같이 이해되곤 한다. 기존에 수행된 일부 연구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선호를 측정하였다. Fazio와 Powell (1997)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호를 판단하는 속도가 대학 생활에서의 건강과 

스트레스 감소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알아보았다. 이 때 선호 판단은 

학업과 관련된 여러 이슈에 대해 좋아하는 것인지 또는 싫어하는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Dutcher와 동료들 (2016)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선호를 좋아하는 것 또는 싫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과제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서로 구분된, 

독립된 속성으로 단일 차원이 아닌 이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앞선 여러 연구의 결과들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서로 구분된 

속성임을 제시한다(Herr & Page, 2004; Pittinsky, Rosenthal, & 

Montoya, 2011; Rodin, 1978). 이들은 각각 대상의 서로 다른 측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Houston, Sh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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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Baker (1989)에 따르면, 선호는 대상을 준거와 비교할 때에 어떤 

특성이 더 두드러지느냐에 따라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각기 

형성된다. 대상이 가진 특성과 준거가 가진 특성들을 비교할 때, 이들이 

공유하는 특성 외에 대상이 더욱 두드러진 긍정적 속성을 가진 경우 

대상은 ‘좋아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반면, 대상이 두드러진 부정적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싫어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대상의 서로 다른 두 가지 속성, 긍정성과 

부정성에 각기 연결된다는 점은 서로 독립적인 두 속성임을 드러낸다.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은 반드시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긍정성과 부정성의 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좋아하는 것과 

연결된 긍정성과, 싫어하는 것과 연결된 부정성은 서로 독립적으로 

나타난다(Cacioppo & Berntson, 1994; Eagly & Chaiken, 1998). 특히 

행복과 관련하여,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는 서로 다른 생리적 반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Ekman, 1993), 장기간의 측정에서 서로 독립적인 

빈도로 경험된다(Diener & Emmons, 1984). 이들 연구는 모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역시 독립적으로 경험되고,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대상들은 긍정적 속성과 부정적 속성을 모두 

지닌다. 따라서 선호 판단은 어떤 속성이 더 부각되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Tversky와 Kahneman (198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주어진 두 선택지의 확률적 기댓값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gain)이 부각되는지, 선택지로 인해 잃는 

것(loss)이 부각되는지에 따라 다른 선택을 했다. 즉 선택의 결과값이 

동일하더라도, 긍정 – 부정 프레이밍에 따라 사람들의 선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동일한 선택지가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을 모두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는 모두 적게 가진 선택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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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더 먼저 선택될 뿐만 아니라, 더 먼저 제거되었다(Shafir, 1993). 

또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서로 다른 과정으로 처리된다. 

좋아하는 것은 대상으로부터 유발된 긍정 정서 경험을 기반으로 

처리된다. Zajonc (1980)에 의하면, 두 가지 정보 처리 과정 중 감정에 

기반한 정보 처리는 자동적이며 빠르게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좋아하는 

것은 비교적 빠르게 결정된다. 반면 싫어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에 비해 

좀 더 통제되고 정교한 과정을 따라 처리된다(Herr & Page, 2004). 

Sokolova와 Krishna (2016)에서 참여자들은 선택을 하도록 했을 

때에는 감정을 기반으로, 더 마음에 드는 것을 찾는 등 직관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과제를 수행했다. 그러나 싫어하는 것부터 제거하는 

과제에서는 좀 더 인지적이고 신중한 사고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참여자에게 감정에 기반하여 판단하도록 하거나, 인지적 부하를 

가할 때에는 싫어하는 것을 잘 골라내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대상에 대해 획득하는 정보의 

양 역시 다르다. 이는 두 요소에 대해 작동하는 동기의 차이에 기인한다. 

좋아하는 것은 대상의 긍정적 특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상으로 인해 

접근 동기가 발현하므로 대상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된다. 이 경우 

대상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한다(Hoch & Deighton, 1989; 

Thorndike, 1898). 그 결과 좋아하는 대상을 묘사할 때에는 싫어하는 

대상보다 좀 더 세밀한 기준을 필요로 하며(Smallman & Roese, 2008, 

2009),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평가에서는 좀 더 정교한 기준이 

선호된다(Smallman, Becker, & Roese, 2014). 

정리하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모두 선호를 찾는 방법에 

포함되지만, 선호를 구성하고 결정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좋아하는 

것은 대상의 긍정적 속성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싫어하는 것은 대상의 



 

17 

 

부정적 속성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동일한 대상에 대해 

판단할지라도 어떠한 관점에서 대상을 접근하느냐에 따라 대상에 대한 

선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좋아하는 것인지, 싫어하는 것인지에 

따라 선호 판단 과정에서의 처리 속도, 판단의 결과, 이후 획득되는 

정보의 양 모두 달라질 수 있다. 긍정적 속성에 주목할 때에는 빠르게 

처리되며, 이후 획득하는 정보 역시 많지만, 부정적 속성에 대해서는 

느리게 판단할지라도 이후 획득하는 정보들은 많지 않다. 

 

좋아하는 것과 행복 

그렇다면 선호를 형성하고 판단함에 있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단서는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행복에서 찾을 수 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차이는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행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행복은 좋아하는 것의 판단 

근거가 되는 긍정 편향을 일으킨다. 긍정 편향이란 긍정 자극에 대해 

편향적으로 오랜 주의를 기울이며,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긍정 

편향은 다양하게 정의된 행복 측정치 및 행복한 사람들의 주요한 심리적 

특성들과 모두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Wadlinger와 Isaacowitz (2006)에 의하면, 참여자들이 긍정적 기분을 

경험할 때에는 부정적 자극보다 긍정적 자극으로 주의가 확장되었으며, 

긍정 자극에 더 많이, 오래 주의를 기울였다. 이러한 현상은 행복과 

연관된 심리적 특성인 낙관성이 높은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Isaacowitz, 2005; Segerstrom, 2001). 더 나아가 Becker와 

Leinenger (2011)에서는 반대 방향의 주의 편향, 즉 낮은 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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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자극에의 편향을 발견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이 

느끼는 기분과 동일한 정서 상태를 표현하는 얼굴에 더 주의를 

집중시켰다. 기분이 좋을 때에는 긍정적인 얼굴에, 기분이 나쁠 때에는 

부정적인 얼굴에 주의 편향이 나타났다. 한편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긍정 자극에 대한 편향이 행복을 정의하는 주요 개념인 주관적 

안녕감(SWB)과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였다(Sanchez & 

Vazquez, 2014). 해당 연구에 의하면, SWB의 두 요소인 삶에 대한 

만족과 긍정 정서 경험이 모두 유의하게 긍정 편향을 예측하였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정서적 측면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행복 수준이 높을 때 긍정 자극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은 대상의 

특성 중에서도 긍정적 속성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좋아하는 것 판단 기제의 발달과 연결된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정적인 속성들이 두드러질 때보다, 선택지 모두 긍정적인 속성들이 

두드러질 때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쉽다. 반면 모두 부정적인 

특성들이 부각되는 선택지들 중에서는, 싫어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Perfecto, Galak, Simmons, & Nelson, 2017). 예를 들어, 

음식점 세 곳에 대한 정보가 다음과 같이 수집되었다고 하자. A 

음식점은 재료가 신선하고, B 음식점은 가격에 비해 맛이 훌륭하며, C 

음식점은 이 곳에서만 맛볼 수 있은 음식을 판매한다. 이들 정보는 모두 

각 음식점이 가진 장점을 제시한다. 이 때에는 세 음식점 중 가장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비교적 쉽다. 그러나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반대로, 각 음식점의 단점으로 A 음식점은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고, B 음식점은 내부가 지저분하며, C 음식점은 

대기 시간이 매우 길다는 정보가 수집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때에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을 판단하는 것이 앞선 예에 비해 더 쉽게 느껴진다. 

따라서 행복할수록 각 대상의 긍정적 특성을 빠르게 발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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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또한 

이를 더 빠르게 처리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종합하면, 행복할수록 분명한 선호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선호의 두 요소 중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만 나타날 것이다. 

분명한 선호는 선택의 심리적 혜택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며, 자기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반영한다. 또한 이들은 모두 행복과 정적인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행복한 사람들은 분명한 선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상은 긍정적 속성과 부정적 속성을 모두 가진다. 

따라서 어떤 속성에 더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선호의 내용 및 

선호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행복한 사람들이 긍정 편향을 보인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행복한 사람들의 선호는 오직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복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더 분명한 

선호를 가질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수립하였다. 분명한 선호는 선호의 

내용적 측면에 해당하는 선호 형성의 유창성과 선호의 구조적 측면에 

해당하는 선호의 구조적 명확성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네 번의 

실험 연구를 통해 선호의 내용과 구조를 모두 탐색함으로써, 선호의 

분명함이 행복에 영향을 받는지, 또한 선호의 구성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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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요 

본 연구에서는 행복 수준이 높을수록 좋아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선호를 

가질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네 가지 실험 연구를 차례로 

수행하였다. 네 가지 실험 연구는 분명한 선호의 기준인 선호 형성의 

유창성에 대한 세 번의 실험과, 선호의 구조적 명확성에 대한 한 번의 

실험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는 행복한 사람일수록 좋아하는 것이 더 많은지를 

알아보았다. 이는 선호 형성의 유창성 중 양적 풍성함에 해당한다. 

주어진 시간 동안 정해진 주제를 제시하여,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작성한 개수를 측정하였다. 또한 이를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함께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가 보이는 실제 유창성과, 참여자가 지각하는 선호에 

대한 유창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어서 진행된 연구 2는 연구 1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행복한 사람들의 

선호의 내용이 더 다양하고, 독특하며, 구체적인지를 알아보았다. 이는 

선호 형성의 유창성 중 질적 측면의 풍성함을 나타낸다. 주어진 시간 

동안 제한 없이 작성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응답의 범주, 독특한 응답, 구체적인 응답 등 질적 측면의 

기준에서 응답의 개수를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양적 수준을 넘어 질적 수준에서도 선호 형성이 유창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측정하였다. 

연구 3은 행복할수록 좋아하는 것을 더 빠르게 판단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는 선호 형성의 유창성을 측정하는 마지막 기준으로, 

선호 판단에 대한 반응 시간으로 측정되었다. 참여자에게 주어진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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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찾도록 하였으며, 참여자가 각 

과제에서 소요한 시간을 측정하였다. 선호가 쉽게 형성된다면 선호는 

빠르게 판단된다. 이에 행복한 사람들이 선호를 더 빠르게 찾아내는지, 

그 차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4에서는 선호의 구조를 탐색하였다. 이는 자기 선호에 

대한 분명한 인식 및 선호의 일관성을 반영한다. 모든 대상에 대한 이항 

비교를 수행함으로써 도출된 선호 구조를 통해 선호의 이행성 

(Transitivity)을 판단하였으며, 확장된 맥락인 전체 순위 평정과 이항 

비교를 통해 도출된 선호 구조를 비교함으로써 선호의 맥락 

독립성(Context Independence)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선호 

구조의 특성이 행복과 선호의 두 요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의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1은 미국인 피험자, 연구 2, 3, 4는 한국인 피험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위의 네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분명한 선호의 행복의 관계, 

또한 이들 관계에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지표를 통해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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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행복과 선호의 양 

 

연구 1에서는 행복할수록 좋아하는 것이 더 많은지, 또한 좋아하는 것을 

더 쉽게 떠올리는지를 알아보았다. 선호가 분명한 사람들은 선호의 

내용이 풍성하다. 주변 환경에서 접하는 물건이나 사람에 대해 좋아함과 

좋아하지 않음에 대한 판단이 유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대상의 서로 다른 속성(긍정 vs. 부정)에 의해 

판단되어, 서로 다르게 처리된다. 따라서 연구 1에서는 선호의 두 

요소를 각각 독립적으로 측정하였으며, 행복한 사람일수록 이 두 요소 

중 좋아하는 것의 개수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좋아하는 

것을 작성하는 데에 느끼는 어려움 역시 더 적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행복 수준 별 반응을 

비교하였다. 

 

 

방  법 

 

연구 참여자 

Amazon Mechanical Turk 사이트를 통해 모집된 150명의 미국인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4.44세(SD=10.45) 

였으며, 참여자 중 여성이 69명(46%), 남성이 81명(54%)이었다. 

참여자의 대다수는 유럽계 미국인(109명, 72.7%)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20명, 13.3%), 아시아계 미국인(10명, 

6.7%), 라틴계 미국인(9명, 6%), 기타(2명, 1.3%) 순으로 분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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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응답을 모두 마친 연구 참여자는 사례로 1달러를 받았다. 

한편 이들 중 주의 집중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을 맞추지 못한 

11명(7.3%) 및 목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주제에 어긋나는 내용을 

작성한 9명(6%) 등 20명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측정 도구 

행복: 주관적 안녕감  

본 연구에서 행복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으로 

측정하였다. SWB는 행복을 정의하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여러 연구에서 

행복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Diener, 2000; Diener & Biswas-

Diener, 2002; Diener & Chan, 2011). SWB는 삶에 대한 만족(Life 

satisfaction)과 정서적 균형(Emotional balance)으로 구성되어, 행복의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는 장점이 있다(Diener, 

1984). 본 연구에서는 삶에 대한 만족과 정서적 균형을 별도로 측정한 

후, 각각의 점수를 표준화한 값을 더하여 SWB 점수를 산출하였다. 

먼저, 삶에 대한 만족은 Diener, Emmons, Larsen, 및 Griffin (1985)이 

개발한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SWLS는 총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며, “In most ways my 

life is close to my ideal.” “I am satisfied with my life.” 등을 

포함한다. SWLS의 각 문항은 7점 척도 상에서 평가되었다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전적으로 동의한다). 참여자들의 SWLS 점수로는 

5개 문항에 대한 평균 값이 사용되었으며, 연구 1에서 측정된 SWLS 

각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94 였다. 

참여자들의 정서적 균형은 지난 1개월 간의 정서 경험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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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되었다. 지난 1개월 간 부정 정서보다 긍정 정서를 얼마나 더 많이 

경험하였는지를 측정함으로써 정서적 균형 점수를 구하였다. 이 때 

1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지 않은 시간 간격을 둠으로써, 현재의 정서 

상태보다, 정서에 대한 개인 특성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 경험은 Watson, Clark, 및 Tellegen (1988)이 개발한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PANAS는 총 20문항으로, 긍정 정서를 묻는 형용사 

10문항 (예: excited, active, inspired 등)과 부정 정서를 묻는 형용사 

10문항(예: irritable, distressed, nervous 등)으로 구성된다. PANAS의 

각 문항은 5점 척도 상에서 평가되었다(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정서적 균형 점수는 긍정 정서 경험의 평균값에서 부정 정서 

경험의 평균값을 뺀 값으로 산출되었으며, 연구 1의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내적 일치도는 모두 Cronbach’s α=.91 이었다. 

 

절차 

연구 1은 온라인 상에서 진행된 연구로, 참여자들은 온라인에 게시된 

설명문을 읽고, 자유롭게 접속하여 각 질문에 응답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 전 참여자들은 링크 상에 게시된 연구 내용에 대한 설명문을 

읽고, 온라인 상에서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연구는 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를 표현한 참여자에 한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는 선호에 대한 작성 및 평가, 행복 수준 측정 등 크게 두 순서로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연구 참여자는 음식, 장소, 사람, 활동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likes)과 싫어하는 것(dislikes)을 

작성하였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각 

1분씩 작성한 후, 해당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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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1=매우 쉬웠다, 7=매우 어려웠다). 

네 가지 주제는 임의 순서로 제시되었으며, 주제 내에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작성하는 순서 역시 임의로 제시되었다. 또한 1분 경과 

시에는 자동으로 응답이 제출되도록 하였다. 선호를 기술하고 선호 

작성의 난이도를 평가하는 절차가 완료된 후에, 참여자들은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설문에 응답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묻는 SWLS에 응답한 후 긍정 및 부정 정서 경험을 묻는 

PANAS에 응답하는 순서로 측정되었다. 작성 과제의 수행 및 평가에 

대한 응답, 행복 척도에 대한 응답은 모두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퀄트릭스(Qualtrics.com) 상에서 수집되었다. 

 

 

결  과 

 

분석 방법 

연구 1에서는 행복 수준에 따른 선호의 양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참여자가 응답한 선호의 개수 및 선호 작성의 어려움 평가를 토대로, 

실제의 선호 형성의 유창성과 참여자가 느끼는 유창성 수준을 모두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중 선호의 양에 해당하는 응답의 개수는 주어진 

시간 동안 기록된 전체 응답 중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응답의 

수’로 한정하였다. 자동 제출로 인해 응답이 도중에 끊기거나, 

오탈자가 많아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는 해당 응답을 응답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응답 개수의 분포가 정규 분포에서 크게 

벗어나므로, 이후 통계적 추정에서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 응답 개수에 

제곱근을 취하여 값을 변환하였다. 응답 수의 제곱근을 취한 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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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는 Shapiro-Wilk 정규성 검정 결과, W=.99, p>.41로, 정규 분포에 

근사함을 확인하였다(Shapiro & Wilk, 1965). 

결과 분석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행복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양적인 수준의 유창성이 높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형 혼합 효과 모형(Linear mixed effects model)을 분석하였다. 

모형은 임의 절편 모형(Random intercept model)으로, 개인 내 변인인 

작성 조건(좋아하는 것=0.5, 싫어하는 것=-0.5)과 개인 간 변인인 

주관적 안녕감,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기울기는 모두 고정 

효과로 투입되었다. 그러나 참여자의 응답 평균에 해당하는 절편은 임의 

효과로 설정되었다. 모형 분석에는 HLM 7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각 응답의 

개수로 행복을 예측하는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응답의 수를 통제하였을 때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상대적인 

양이 행복 수준을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기술 통계량 및 상관 분석 

연구 1의 기술 통계량 및 변수 간의 상관 계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SWB는 표준화된 두 변수의 합이므로, 평균은 

0이다. 이 때 SWB 점수가 0인 참여자의 행복 수준은 전체 참여자 

중에서 평균에 해당한다. 

선호 응답의 수는 주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387)=38.59, 

p<.001, η2
partial=.05).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사람(M=8.21, SD=5.36)이 가장 

많았던 반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장소(M=5.95, SD=3.06)는 네 주제 중 

가장 적었다. 주제별 선호 개수의 차이는 싫어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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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선호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 역시 주제 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그 차이는 응답의 수와 유사했다(F(3,387)=11.44, p<.001, 

η2
partial=.02). 참여자들은 음식에 대한 선호를 작성하는 것(M=2.78, 

SD=.97)이 가장 쉽다고 응답한 반면, 장소에 대한 선호를 작성하는 

것(M=3.38, SD=1.22)이 가장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응답의 수 차이가 참여자가 느끼는 어려움에 반영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 많았을 때에는 응답이 

쉽다고 느껴지는 반면, 작성할 내용이 없을 때에는 선호 작성에 대한 

어려움 역시 높게 지각되었을 수 있다. 실제로 좋아하는 것의 응답 수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것을 작성하는 것을 덜 어렵게 느꼈다(r=-.34, 

p<.001). 마찬가지로, 싫어하는 것의 응답 수가 많을수록 싫어하는 것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덜 어렵게 느꼈다(r=-.18, p=.046). 

한편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개수 간에는 r=.58 수준의 상당히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작성하는 데에 느끼는 어려움에서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r=.11,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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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평균 SD 1 2 3 5 6 7 

1. 주관적 안녕감 (SWB) .00 1.76 -      

2. 삶에 대한 만족 4.35 1.52 .88*** -     

3. 정서적 균형 1.35 1.25 .88*** .56*** -    

4. √좋아하는 것의 평균 개수 2.97 .55 .18* .22* .10 -   

5. √싫어하는 것의 평균 개수 2.21 .46 -.08 .00 -.11 .58*** -  

6. 좋아하는 것 작성의 어려움 2.17 .91 -.44*** -.36*** -.42*** -.34*** .07 - 

7. 싫어하는 것 작성의 어려움 3.87 1.11 -.10 -.12 -.06 .19* -.18* .11 

† p<.10, * p<.05, ** p<.01, ***p<.001 

 

<표 1> 연구 1 기술 통계량 및 변인 간 상관 계수 

 



 

31 

 

행복과 선호의 양적 유창성: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개수 

행복할수록 선호하는 대상이 더 많은지, 이러한 관계가 좋아하는 대상 

및 싫어하는 대상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나이와 성별을 

통제한 선형 혼합 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 개수는 작성 조건(좋아하는 것=0.5, 싫어하는 

것=-0.5) 및 주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각 목록을 1분 동안 

작성하였을 때, 참여자들은 좋아하는 것(M=9.33, SD=3.27)을 싫어하는 

것(M=5.24, SD=2.21)보다 약 4개가량 더 많이 작성하였다( 𝛾10 =.76, 

p<.001). 또한 각 주제별로 나누었을 때에도, 모든 주제에서 좋아하는 

것의 수가 싫어하는 것의 수보다 많았다(t(129)>10.45, Ps<.001). 

 

고정 효과 
응답의 개수 

coefficient SE t df p value 

절편 (𝛽0𝑖)      

절편 (𝛾00) 2.59 .04 66.30 126 <.001 *** 

SWB (𝛾01) .01 .02 .25 126 .80 

조건 (𝛽1𝑖)      

절편 (𝛾10) .76 .04 19.15 128 <.001 *** 

SWB (𝛾11) .08 .02 3.43 128 <.001 *** 

임의 효과 SD 
Variance 

component 
df 𝛸2 p value 

절편 (𝑢0𝑗) .38 .15 126 488.94 <.001 *** 

Level 1 r .32 .10    

<표 2> 응답의 개수에 대한 선형 혼합 모형 분석 

† p<.10, * p<.05, **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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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복 수준은 전반적인 선호의 개수를 예측하지 못했다( 𝛾01 =.01, 

p=.80). 그러나 행복 수준과 선호의 요소 간에는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었다( 𝛾11 =.08, p<.001).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행복할수록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이 작성하였으나, 싫어하는 것에서는 행복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선호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 기울기 검정(simple slope test)을 

시행한 결과, 좋아하는 것의 개수에서는 행복 수준에 의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WB가 평균보다 1 SD 낮을 때(SWB=-1.76, 

estimate=3.07)보다, SWB가 평균보다 1 SD 높을 때(SWB=1.76, 

estimate=2.87) 좋아하는 것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b=.06, p=.03). 반면, 

싫어하는 것의 경우 SWB 수준이 높을 때(estimate=2.17)보다 SWB 

수준이 낮을 때(estimate=2.25) 더 많았으나,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b=-.02, p=.38).  

1.80

2.30

2.80

3.30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1 SD

 -1 SD

<그림 1> 행복 수준에 따른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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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제로 나누어 모형을 분석하였을 때에도, 음식을 제외한 모든 

주제에서 선호의 두 요소와 행복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었다 

(Ps<.01).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행복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주제에서 참여자들은 싫어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더 많았다. 그 중 

장소와 사람, 활동에서는 행복 수준이 높을수록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개수 차이가 더 벌어졌다. 

각 주제 별 응답에 대한 단순 기울기 검정 결과, 싫어하는 장소와 

사람의 경우 행복 수준에 의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Ps>.14), 

좋아하는 장소나 사람의 수는 행복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았다(Ps<.03). 

반면, 좋아하는 활동의 수는 행복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b=.03, p=.18). 그러나 싫어하는 활동의 수는 행복 수준이 

낮을수록 유의한 수준에 근접하게 더 많았다(b=-.05, p=.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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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행복 수준에 따른 주제 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개수  <그림 2> 행복 수준에 따른 주제 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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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수행한 다중 회귀 분석에서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개수로 각각 행복을 예측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선호의 요소가 

행복을 더 잘 예측하는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수가 행복을 

동일한 방향으로 예측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다중 회귀 분석에서는 투입된 다른 변인이 통제되었을 때에 각 변인이 

종속 변인을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얻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다중 회귀 모형은 각 응답 개수가 통제되었을 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상대적인 양이 행복과 맺고 있는 관계를 보여준다. 

이 때 투입된 두 변인은 서로 높은 수준의 상관을 가지므로(r=.58, 

p<.001), 공선성(collinearity)을 줄이기 위해 두 변인을 평균 중심화 

(mean-centering)하였다. 

그 결과, 좋아하는 것이 많은 것과 싫어하는 많은 것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행복을 예측하였다. 싫어하는 것의 수가 통제될 때, 좋아하는 

것의 개수가 많을수록 SWB가 높았다(β=.37, SE=.11, p<.001). 그러나 

싫어하는 것이 많을수록 SWB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β=-.29, SE=.10, 

p<.01). 즉 좋아하는 것이 분명할수록 행복하나, 싫어하는 것이 

분명할수록 행복 수준이 낮았다. 특히 좋아하는 것이 평균보다 -1 

SD만큼 적은 경우에는 전체 참여자 중에서 평균 이하의 행복 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싫어하는 것이 평균보다 1 SD만큼 많을 

때에도 적을 때보다 행복 수준이 낮았다. 그 결과, 좋아하는 것이 많고 

싫어하는 것이 적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좋아하는 것은 적으나 싫어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가장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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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제별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수로 SWB를 예측하도록 

했을 때, 좋아하는 장소(β=.27, SE=.12, p=.03)와 좋아하는 사람 (β=.26, 

SE=.10, p=.01)의 수는 행복을 유의하게 정적인 방향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싫어하는 것 중에서는 장소와 활동이 행복을 유의한 수준에서 

예측하였다. 싫어하는 장소(β=-.21, SE=.12, p=.09)와 싫어하는 활동(β=-.26, 

SE=.11, p=.02)이 많을수록 행복이 낮았다. 

정리하면, 선호의 양적 측면에서 선호의 두 요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행복과 서로 다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싫어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더 많았다. 그러나 이는 

행복한 사람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행복 수준이 낮을 때에 비해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 또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개수로 행복을 예측할 때에는 좋아하는 것이 

많을수록, 싫어하는 것이 적을수록 더 행복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참여자가 지각한 선호에 대한 유창성: 선호 작성의 어려움 

선호 작성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 역시 선호의 두 요소(좋아하는 것 vs. 

싫어하는 것)에 따라 달랐다. 참여자들은 좋아하는 것을 작성하는 

것(M=2.17, SD=.91)보다 싫어하는 것을 작성하는 것(M=3.87, SD=1.11)이 

더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𝛾10 =-1.70, p<.001). 한편 실제 선호의 양과는 

달리, 자기 선호를 작성하는 데에 느끼는 어려움은 행복 수준에 

의해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𝛾01 =-.12, p<.001). 그러나 이러한 차이 

역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서 다르게 나타났다(𝛾11=-.16, 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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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기울기 검정 결과, 싫어하는 것을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한 평가는 행복 수준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았다 

(b=-.04, p=.18). 그러나 좋아하는 것의 경우, 행복 수준이 낮은 사람(-1 

SD, estimate=2.53)보다 행복 수준이 높은 사람(+1 SD, estimate=1.80)이 

좋아하는 것을 작성하는 것이 더 쉽다고 평가하였다 (b=-.21, p<.001).  

이러한 경향은 모든 주제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행복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행복 수준이 낮은 사람들보다 좋아하는 것을 작성하는 것이 더 

쉽다고 평가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b<-.15, p<.03). 그러나 

싫어하는 것에 대한 평가에서는 행복 수준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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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행복 수준 및 선호의 두 요소에 따른 선호 작성의 어려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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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작성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각각의 평가로 SWB를 예측하는 다중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오직 좋아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만이 행복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좋아하는 것을 작성하는 것을 어렵다고 느낄수록, 행복 

수준이 낮은 것으로 예측되었다(β=-.43, SE=.08, p<.001). 그러나 싫어하는 

것을 떠올려 작성하는 것에 대해 느낀 어려움은 좋아하는 것에 대해 

느낀 어려움 수준을 통제하더라도, 행복을 예측하지 못했다 (β=.02, 

SE=.09, p=.83). 이는 세부 주제별로도 동일하였다.  

한편 좋아하는 것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은 실제로 작성된 

응답의 수를 통제하여도 유의하게 행복을 예측하였다(β=-.39, SE=.08, 

p<.001). 오히려 작성된 응답의 수(β=-.27, SE=.08, p<.001)보다 행복 

고정 효과 
 응답의 어려움 

coefficient SE t df p value 

절편 (𝛽0𝑖)      

절편 (𝛾00) 3.02 .06 48.30 126 <.001*** 

SWB (𝛾01) -.12 .04 -4.14 126 <.001*** 

조건 (𝛽1𝑖)      

절편 (𝛾10) -1.70 0.12 -14.61 128 <.001*** 

SWB (𝛾11) -.16 0.07 -2.46 128 .02* 

임의 효과 SD 
Variance 

component 
df 𝛸2 p value 

절편 (𝑢0𝑗) .26 .07 128 146.80 .12 

Level 1 r .94 .88    

<표 3> 선호 작성의 어려움에 대한 선형 혼합 모형 분석 

† p<.10, * p<.05, **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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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선호 작성에 대해 참여자가 지각하는 선호에 대한 

유창성(작성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을 더 잘 예측하였다. 

즉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선호가 유창하게 형성되며, 

선호에 대해 떠올릴 때에도 좋아하는 것은 행복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더 쉽게 떠올린다. 특히 실제 작성된 선호의 개수를 통제하였을 

때에도, 주관적인 평가 수준에서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는 행복할수록 자신의 선호를 ‘좋아하는 것’들로 

구성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논  의 

 

연구 1에서는 행복한 사람들이 선호의 양적 측면에서 더 풍성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선호의 풍성함이 ‘좋아하는 것인지 싫어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 단일 요인의 양 극단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기존의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Herr & 

Page, 2004; Houston et al., 1991; Rodin, 1978; Shafir, 1993).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일수록 좋아하는 것이 더 많았다. 

음식을 제외한, 장소, 사람, 활동 등 나머지 주제에서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좋아하는 것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 

그러나 싫어하는 것의 개수에서는 행복에 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개인 내에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수로 행복을 예측할 

때에는 좋아하는 것이 더 많을수록 더 행복하지만, 싫어하는 것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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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을수록 행복도가 감소하였다. 

또한 실제로 형성된 선호의 양 외에도, 자신이 지각하는 선호에 대한 

유창함 역시 ‘좋아하는 것’에서만 행복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행복할수록 좋아하는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떠올려 

작성하는 것에 대해 어렵지 않다고 느꼈다. 마찬가지로, 한 개인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의 

수준과 행복의 관계를 예측할 때에, 좋아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행복 수준은 낮았으나 싫어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은 행복 수준이 낮지 않고, 오히려 높았다.  

 

좋아하는 것과 긍정성, 행복과의 관계 

위의 결과는 선호 형성의 유창성이 선호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따라, 즉 좋아하는 것인지 싫어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준다. 

또한 그 차이는 행복 수준에 의해 조절된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형성되는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것은 대상의 여러 속성 중에서 긍정적인 속성들이 두드러질 때 

형성된다. 반면 싫어하는 것은 부정적 속성들이 두드러질 때 

형성된다(Houston et al., 1991; Shafir, 1993). 이 때 행복은 ‘긍정적 

속성’에 주의를 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대상에 편향적인 주의를 기울인다(Isaacowitz, 2005; Wadlinger & 

Isaacowitz, 2006). 이는 좋아하는 것이 형성되는 맥락을 활성화시킨다. 

그 결과,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바탕으로 선호를 형성하는 

기제가 발달한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의 유창한 형성은 싫어하는 것의 

유창한 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싫어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의 반대 

극단이 아니며, 다른 속성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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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가 싫어하는 것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람들은 왜 싫어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더 많을까? 

한편 행복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참여자가 ‘싫어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작성하였다. 단 4명(3%)의 참여자만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작성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좋아하는 것을 

떠올리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 더 어려웠다고 

평가하였다.  

기존 연구를 토대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긍정 상쇄 

(Positivity offset)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긍정 상쇄란 대상에 

대한 평가 시, 평가의 근거가 낮은 수준일 때, 즉 근거가 약하거나 

부족할 때에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 동기가 좀 더 강하게 발생함을 

이른다(Cacioppo, Gardner, & Berntson, 1999). 마주한 대상이 가진 

속성이 중립적인 경우, 첫 인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되어 

접근하고자 하는 동기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람들에게는 좋아하는 것이 

싫어하는 것보다 더 쉽게 형성된다.  

물론 긍정적 속성이 부정적 속성에 언제나 우세한 것은 아니다. 긍정 

상쇄의 대척점에는 부정 편향(negativity bias)이 존재한다. 부정 

편향이란 대상에 대한 평가 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부정적 근거가 있을 

때에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동기가 강하게 발생함을 이른다. 이때 

부정적 근거는 긍정적 근거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다(Baumeister, 

Bratslavsky, Finkenauer, & Vohs, 2001; Taylor, 1991).  

하지만 Ito와 Cacioppo (2005)는 두 가지 현상에 개인적 특성이 



 

42 

 

반영된다고 설명한다. 긍정 상쇄가 발달한 사람들은 더 많은 대상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며, 부정 편향이 강한 사람들은 더 

많은 부정적 인상을 형성한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이에 기반하여 

이해할 수 있다. 행복한 사람들은 개인적 특성으로서 ‘긍정 상쇄’가 더 

발달하였으며, 따라서 좋아하는 것을 더 쉽게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앞선 연구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긍정적 특성’에 대해 더 

빠르게, 더 오랜 시간 반응한다는 점과 연결된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것은 접근 동기와 연결되어 쉽게 기억을 떠올릴 수 

있으나 싫어하는 것은 회피 동기와 연결되므로 쉽게 기억을 떠올리기 

힘들다. 좋아하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며, 심리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그 결과 접근 동기 및 대상에 접근하는 행동을 촉진시킨다 

(Carver, 2003; Gable & Harmon-Jones, 2008). 이와 반대로, 

싫어하는 것은 대상으로 인해 유발된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된다. 따라서 

회피 행동이 더 쉽게 일어난다(Woud, Becker, & Rinck, 2008). 접근 

동기를 가진 대상의 경우, 반복적인 상호 작용을 하므로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며, 기억에서도 쉽게 인출된다. 그러나 회피 동기를 가진 대상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불편감을 유발한다. 따라서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의도적으로 ‘싫어하는 것’을 떠올리는 것을 억제시키거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이를 떠올리는 것이 억제되었을 수 있다. 의도적인 

기억 억제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부정적인 정서 경험과 결부된 기억은 

쉽게 억제되었으나, 긍정적인 정서 경험과 결부된 기억은 억제되지 

않았다(Lambert, Good, & Kirk, 2010). 하지만 Ryckman과 Lambert 

(2015)에 의하면, 신경증적 성향이 높을 때에는 부정적 기억이 잘 

억제되지 않았다. 이는 행복 수준이 낮을 때에는 비교적 싫어하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 더 용이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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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및 한계 

요약하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형성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 더 용이하다. 그러나 이는 개인적 특성에 의해 달라진다. 

긍정 편향을 가지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은 ‘긍정 상쇄’가 개인 

특성으로서 더 발달한다. 따라서 좋아하는 것을 형성하는 기제가 더욱 

발생하며, 싫어하는 것은 반대로 억제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행복 

수준이 낮을 때에는 이러한 기제들이 긍정 상쇄에 대응하여 존재하는 

‘부정 편향’에 의해 차감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하지만 연구 1은 선호의 내용을 ‘양적 수준’에서만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선호의 내용이 풍성하다고 할 때에는 선호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등 질적 수준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좋아한다고 응답한 선호의 내용이 특정한 영역에 국한되거나, 보편적인 

대상인 경우 그의 선호가 풍성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분명한 선호는 

두루뭉술하지 않으며, 또렷하고 구체적이다. 따라서 선호가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양적 접근만으로는 

이들을 모두 담아내지 못한다. 이어지는 연구 2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선호의 내용을 들여다 보고, 질적 수준에서의 선호 형성의 유창성과 

행복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44 

 

연구 2: 행복과 선호의 다양성 

 

연구 2에서는 한국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사람일수록 좋아하는 

것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더 풍성한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알아보았다. 앞선 연구 1의 결과에 의하면, 행복할수록 좋아하는 것이 

더 많았다. 또한 행복 수준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좋아하는 것을 

작성하는 것이 더 쉽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는 선호의 양적 수준에 

국한된 것으로, 선호의 내용을 들여다 보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연구 2는 연구 1에서 더 나아가, 참여자가 가진 선호가 얼마나 

다양하고 독특하고 구체적인지를 측정함으로써, 선호의 질적 풍성함과 

행복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역시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만 더욱 풍성한 선호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2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범주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참여자가 지각하는 선호에 대한 유창성 수준을 측정하였다. 

 

 

방  법 
 

연구 참여자 

심리학개론 또는 인간관계의 심리학을 수강하는 서울대학교 학생 

9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모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 참여자 모집 시스템 (SNU R-point)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응답 

종료 후 참여자들은 사례로 1 크레딧을 지급 받았다. 연구 참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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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령은 20.52세(SD=1.86)였으며, 그 중 여성이 46명(47.9%), 

남성이 50명(52.1%)이었다. 이들 중 실험 진행 과정에서 인터넷 연결 

중단 등의 오류가 발생한 참여자 2명 및 주의 집중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을 맞추지 못한 참여자 2명 등 4명(4.2%)은 결과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총 92명의 응답이 사용되었다(여성 46명, 평균 연령 

20.45세, SD=1.81). 

 

측정 도구 

행복: 주관적 안녕감 

연구 1과 동일하게 연구 2에서 역시 주관적 안녕감(SWB)으로 개인의 

행복 수준을 측정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은 행복의 인지적 요소 및 

감정적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인지적 측면에 해당하는 삶에 

대한 만족(Life satisfaction)과 감정적 측면의 정서적 균형(Emotional 

balance)으로 구성된다(Diener, 1984). SWB 점수는 두 요소를 따로 

측정한 후, 각 점수를 표준화 한 값을 더함으로써 산출되었다. 

삶에 대한 만족은 연구 1과 마찬가지로, Diener와 동료들 (1985)에 

의해 개발된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으로 

측정되었으며, 한국어로 번안된 척도가 사용되었다. SWLS는 총 다섯 

문항으로, 참여자들이 응답한 5개 문항의 평균값이 삶에 대한 만족 

점수로 사용되었다. 연구 2에서 측정된 SWLS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84였다.  

정서적 균형 역시 연구 1과 동일하게 지난 1개월 동안의 정서 경험에 

대한 자기 보고로 측정되었다. 정서 경험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Watson과 동료들 (1988)이 개발한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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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ect Schedule (PANAS)를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가 사용되었다. 

PANAS는 총 20문항으로, 긍정 정서를 묻는 형용사 10문항과 부정 

정서를 묻는 형용사 10문항으로 구성된다. 참여자들은 지난 1개월 동안 

각 정서를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는지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였다. 

정서적 균형 점수는 긍정 정서 경험의 평균값에서 부정 정서 경험의 

평균값을 뺀 값으로 산출되었으며, 연구 2에서의 긍정 정서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81, 부정 정서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83이었다. 

 

절차  

연구 2는 연구 참여자가 실험실에 방문하여, 비치된 컴퓨터에 응답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는 온라인 링크에 접속한 후 

실험의 진행 순서에 따라 제시된 물음에 답하였다. 연구 수행 전, 연구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 의사를 표현한 참여자에 한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는 좋아하는 것 혹은 싫어하는 것에 대해 대상이나 

범주의 제한 없이,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각 1분 동안 작성하였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작성하는 과제의 순서는 임의로 

제시되었다. 1분 동안 각 내용을 작성한 이후, 참여자들은 이들을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해 7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였다 

(1=매우 쉬웠다, 7=매우 어려웠다). 작성 및 평가 과제를 종료한 후, 

이어서 참여자들은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설문 문항에 응답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SWLS에 응답한 후,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 경험을 측정하는 PANAS에 차례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선호 작성 및 작성의 어려움 평가, 행복 척도 응답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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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퀄트릭스(Qualtrics.com)로 수집되었다. 

 

 

결  과 
 

분석 방법 

참여자들이 각 1분 간 작성한 응답은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의 네 가지 기준인 유창성(Fluency), 융통성(Flexibility), 

독창성(Originality), 정교성(Elaboration)을 토대로 평가되었다 

(Guilford, 1959; Torrance, 1966). 각 평가 기준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세 명의 평가자가 각각 응답의 개수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세 

평가자의 평정치 평균을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후 

분석에서 사용한 응답의 개수는 연구 1과 마찬가지로 통계적 추정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 제곱근 변환하였다.  

연구에서 활용한 확산적 사고의 네 가지 기준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먼저, 확산적 사고에서의 유창성(Fluency)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응답의 

개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응답의 개수로 평가하였다. 이는 연구 1에서 평가한 내용과 같으며, 

양적 수준의 선호의 유창성에 해당한다. 다만 응답이 1분 간의 제한 

시간 내에 온라인 링크 상에서 작성되었으므로, 내용이 도중에 끊겨 

의미를 파악이 힘든 항목은 응답의 개수를 셀 때 제외되었다. 또한 

오탈자로 인해 응답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역시 개수에서 

제외되었다.  

두 번째로, 융통성(Flexibility)은 산출된 응답의 범주의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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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보고한 좋아하는 것 또는 싫어하는 것의 주제 

또는 종류를 범주 개수로 평가하였다. 가령 좋아하는 것에 대해 

“부모님, 친구, 피자, 치킨, 강아지, 고양이”와 같이 작성되었다면, 사람, 

음식, 동물 등 세 범주에서 작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독창성(Originality)은 산출된 응답이 얼마나 독특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다른 참여자에게서는 자주 발견되지 않는 응답이 

얼마나 많은지로 평가된다. 독창적 응답의 개수는 타인이 선호를 

형성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형성된 선호라는 측면에서, 질적 수준의 

선호 형성의 유창성을 잘 드러낸다. 또한 이는 연구 참여자 본인에게만 

의미 있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의 수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 중 다섯 개 이하로 발견되는 응답을 독창적인 응답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정교성(Elaboration)은 산출된 응답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지를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 정교한 응답의 개수로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된 응답을 셈으로써, 충분한 부연 설명이 

이루어진 응답의 개수로 평가하였다. 정교한 응답의 수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 또는 싫어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묘사하는지 

측정한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마찬가지로 단편적인 선호를 넘어 

참여자가 응답 내용에 대해 부여한 의미를 반영한다. 또한 자신이 가진 

선호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드러낸다. 

예비 분석 (Preliminary analysis) 

응답 개수에 대한 평가자 간 일치도 

확산적 사고의 네 가지 기준에서의 응답 개수는 세 명의 평가자의 평균 

값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각 평가자의 기준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응답 개수에 대한 평가자 간 일치도 (Inter-r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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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를 구하였다. 평가자 간 일치도는 급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로 계산하였으며, 이원 혼합 효과 모형(2 

way mixed effects model)으로 추정하였다. ICC 값 및 95% 신뢰 

구간에 대한 추정은 통계 패키지 R version 3.4.3을 이용하였다. 

각 기준 내에서의 평가자 간 일치도는 모두 이후 분석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수준이었다. 먼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응답 개수를 가리키는 

기준인 ‘유창성’에서는 평가자 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F(183,366)=1794, p=0, 95% CI=[1 1]). 전체 응답의 개수를 단순 평가하는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 평가자의 값이 대부분 일치했다. 응답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평가하는 기준인 ‘융통성’ 역시 ICC=.91로 

일치도가 매우 높았다(F(183,366)=12, p<.001, 95% CI=[.87 .93]). 독특한 

응답의 개수를 평가하는 독창성 기준에서의 평가자 간 일치도는 

ICC=.98로, 역시 매우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F(183,366)=53, p<.001, 95% 

CI=[.97 .98]). 그러나 응답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지 평가하는 

정교성 기준에 대한 ICC는 앞선 세 기준에 비해 다소 낮은 .52에 

그쳤다(F(183,366)=2.1, p<.001, 95% CI=[.39 .63]). 하지만 Cicchetti 

(1994)의 기준에 따르면 .40 이상일 때 일치도가 타당한 수준이라 

판단하므로, 정교성 기준 역시 이후 분석을 진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기술 통계량 및 상관 분석 

연구 2의 좋아하는 것의 개수와 싫어하는 것의 개수는 연구 1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r=.56, p<.001)을 보였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참여자가 작성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모두 ‘선호를 형성하는 능력 및 선호를 파악하는 능력’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선호를 구성하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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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호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이 두 가지 측면의 

선호 내용을 작성하는 데에 모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작성하는 데에 개인의 반응 

경향, 과제 수행 능력 등 개인 특성으로서의 유창성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선호가 아니더라도 응답을 쉽게 작성하는 참여자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신중한 성격의 참여자는 두 요소 모두 쉽게 작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연구 1의 결과와 달리, 좋아하는 것을 작성하는 데에 느끼는 

어려움과 싫어하는 것을 작성하는 데에 느끼는 어려움 역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r=.31). 그러나 실제 작성된 선호의 수와 선호 작성의 

어려움 사이의 상관은 싫어하는 것에서만 유의하였다(r=-.27, p<.01). 

좋아하는 것의 수와 작성하는 데에 느끼는 어려움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r=-.15,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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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평균 S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주관적 안녕감 (SWB) .00 1.81 -            

2. 삶에 대한 만족 4.52 1.07 .91*** -           

3. 정서적 균형 .41 1.01 .91*** .64*** -          

4. √좋아하는 것의 개수  3.00 .65 .26* .22* .26* -         

5. √좋아하는 것의 범주 수 2.24 .40 .27** .24* .25* .83*** -        

6. √독창적인 좋아하는 것 2.35 .65 .26* .22* .25* .82*** .57*** -       

7. √구체적인 좋아하는 것 .84 .60 .26* .20† .27** .11 .04 .37** -      

8. √싫어하는 것의 개수 2.41 .53 .03 .03 .03 .56*** .41*** .54*** .17 -     

9. √싫어하는 것의 범주 수 2.00 .36 .05 .02 .08 .50*** .45*** .46*** .15 .83*** -    

10. √독창적인 싫어하는 것 2.12 .58 .14 .13 .12 .47*** .33** .52*** .28** .87*** .70*** -   

11. √구체적인 싫어하는 것 .83 .59 .03 .06 -.01 .10 .04 .27* .60*** .26* .16 .40** -  

12. 좋아하는 것 작성의 어려움 3.41 1.48 -.22* -.16 -.25* -.15 -.20† -.10 -.22* .14 .07 .17 .02 - 

13. 싫어하는 것 작성의 어려움 4.73 1.32 .04 .00 .07 .10 .09 .05 -.12 -.27** -.22* -.22* -.26* .31** 

<표 4> 연구 2 기술통계량 및 변인 간 상관 계수 

† p<.10, * p<.05, **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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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수준에 따른 선호 내용의 차이 

행복 수준에 따른 선호 내용의 질적인 차이는 확산적 사고의 각 네 가지 

기준(응답의 개수, 범주 수, 독특한 응답의 수, 구체적 응답의 수)에 

대해, 선형 혼합 효과 모형(Linear mixed effects model) 분석 및 다중 

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함으로써 확인하였다.  

먼저, 선형 혼합 효과 모형으로 작성 조건(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따라 선호 내용의 다양성이 달라지는지, 또한 행복에 따라 선호의 

다양성이 달라지는지, 행복과 작성 조건 간에 상호작용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임의 절편 모형(Random intercept model)을 

설정하였다. 이 모형에서, 조건(좋아하는 것=0.5, 싫어하는 것=-0.5)과 

행복(SWB), 두 변인의 상호작용은 모두 고정 효과로 투입되었으며, 

참여자의 응답 평균 값인 절편(intercept)은 임의 효과로 투입되었다. 

모형은 HLM version 7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다중 회귀 

분석에서는 각 조건(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선호의 

다양성이 행복을 예측하는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좋아하는 것 및 

싫어하는 것의 질적 풍성함이 행복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선호 내용의 유창성: 선호의 개수 

먼저 유창성은 선호가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앞서 연구 1에

서 사용된 양적 수준의 풍성함과 동일하다. 이는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

나 많은 선호 내용을 작성하였는지로 평가되었다. 응답의 유창성은 위에

서 설정한 선형 혼합 모형을 제한적 최대 우도법(Restricted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REML)으로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유창성에 대

한 선형 모형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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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의 개수는 선호의 두 요소(좋아하는 것=0.5, 싫어하는 것=-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구 1의 결과와 동일하게 한국인 참여자들 

역시 좋아하는 것이 싫어하는 것보다 더 많았다( 𝛾10 =.59, t(90)=10.42, 

p<.001). 선호를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했을 때, 좋아하는 것은 1분 동안 

평균 9.41개(SD=3.90)를 작성한 반면, 싫어하는 것은 같은 시간 동안 약 

3개 적은 6.09개(SD=2.60)를 작성하는 데 그쳤다. 선호의 수와 SWB의 

관계에서는, 참여자들의 SWB 수준이 높을수록 작성된 선호의 수가 더 

많았으나,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𝛾01 =.05, t(90)=1.59, p=.12). 그러

나 선호의 두 요소와 SWB 간에는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었다(𝛾11 =.08, 

t(90)=2.69, p<.01).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 기울기 검정을 수행하였

다. 그 결과, <그림 5>와 같이 싫어하는 것의 개수에서는 행복 수준에 

의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b=.01, SE=.03, p=.84). 그러나 좋아

하는 것은 행복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았다. 행복 수준이 평균보다 1 

SD 낮은 사람보다(SWB=-1.81, estimate=2.83) 행복 수준이 평균보다 1 

SD만큼 높은 사람(SWB=1.81, estimate=3.16)일 때, 좋아하는 것이 뚜렷하

게 더 많았다(b=.09, SE=.03, p=.01). 이는 연구 1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어서 각 선호의 구성 요소를 예측 변인으로 투입하여 행복 수준을 예

측하는 다중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2에서 수행된 모든 다중 회

귀 분석을 수행할 때, 공선성을 줄이기 위해 각 예측 변인을 평균 중심

화(mean-centering)하여 투입하였다. 다중 회귀 분석 결과, 싫어하는 

것의 개수가 통제되었을 때에 좋아하는 것의 개수가 많을수록 유의하게 

SWB가 더 높았다(β=.36, SE=.22, p<.01). 반면 좋아하는 것의 개수가 통

제되었을 때에 싫어하는 것의 개수가 많을 때에는 SWB가 더 낮았으나, 

이는 유의하지 않았다(β=-.16, SE=.22,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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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에서 선호의 질적 측면을 탐색하기 위해 수립한 네 가지 기준 중 

‘유창성’은 선호의 총 개수라는 양적 측면만을 고려한다. 따라서 유창성

에 대한 결과는 연구 1의 결과를 재검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행복할수록 좋아하는 것이 더 많았다. 또한 좋아하

는 것의 수와 싫어하는 것의 수를 서로 통제하였을 때에도 좋아하는 것

이 많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았다. 하지만 싫어하는 것의 수는 행복 수준

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즉 선호의 양적 측면에서 접근할 때, 행

복할수록 싫어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에 대해 더 분명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선호 내용의 융통성: 선호의 범주 수 

두 번째 기준인 융통성은 얼마나 많은 주제에 대해 선호를 가지고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선호가 특정 영역에 국한되어 형성되지 않고 다

양한 영역에 분포함을 보여준다. 이는 작성한 응답의 범주의 수로 평가

된다. 예를 들어, 응답의 개수가 많더라도 오로지 선호 내용이 오직 음

식에 한정하여 작성하였다면, 범주의 수는 1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나 물건, 행동 등 선호를 폭넓게 작성했다면, 선호가 특정 주제에 

한정되지 않으며 작성 과정에서도 어떤 주제이든 자신의 선호에 쉽게 접

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 2에서 참여자들이 1분 동안 응답한 선호 범주는 평균 4.65개

(SD=1.33)로, 그 중 좋아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작성된 범주는 여가 활

동(N=137)이었다. 이 외에 대인 관계나 환경 및 장소, 감정 및 정서, 음

식 등이 포함되었다. 싫어하는 것으로는 인간 관계에 대한 서술(N=156)

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음식, 학교 및 학업 관련 문제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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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선호의 범주 수 역시 선형 혼합 효과 모형(linear mixed effect 

model)으로 분석하였다. 응답의 범주 수 역시 전체 개수와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것의 종류(M=5.17, SD=1.71)가 싫어하는 것의 종류(M=4.14, 

SD=1.43)보다 유의하게 더 많았다(𝛾10 =.24, t(90)=5.80, p<.001). 한편 선호

의 범주 수는 SWB 수준과도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행복한 사람일수록 

더 다양한 선호의 범주를 가지고 있었다(𝛾01 =.04, t(88)=2.07, p=.04). 하지

만 이 역시 선호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작성되었는지, 싫어하는 것에 대

해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조절되었다(𝛾11=.05, t(90)=2.13, p=.04).  

이에 행복과 선호의 두 요소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 기울기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5>에 제시하였다.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싫어하는 것의 종류 수는 행복 수준에 의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b=.02, SE=.02, p=.49). 그러나 행복할수록 좋아하는 것의 내용은 더 다

양했다(b=.06, SE=.02, p<.01). 즉 행복한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에 비해 좋

아하는 것이 훨씬 다양한 반면, 행복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비교적 좋아

하는 것이 다양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과의 차이도 적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범주 개수로 SWB를 예측하는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에도, 좋아하는 것의 범주 수만이 SWB를 유의한 

수준에서 예측하였다(β=.30, SE=.21, p=.01). 반면 싫어하는 것은 SWB와 

부적인 관계를 보이나 유의하지 않았다(β=-.09, SE=.21, p=.44).  

응답의 범주 수에 대한 결과는 행복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선호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 선호의 영역이 편중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행복

한 사람들이 가진 선호를 쉽게, 다양하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선호의 

요소에 따라 달랐다.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선호를 다양하게 떠올리지 

못했으나, 좋아하는 것에 대해 떠올릴 때에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다양한 선호 내용을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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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내용의 독창성: 독특한 선호의 수 

세 번째 기준인 독창성은 해당 참여자의 응답에서만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선호 내용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참여자의 응답 중 

‘다섯 개 이내’로 발견되는 응답을 독창적인 응답으로 평가하였다. 

독창성은 가장 개인적인 선호를 드러낸다.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쉽게 

부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나만의 가치를 부여할 때 독특한 선호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로부터 가장 빈번하게 작성된 좋아하는 

것으로는 부모님, 친구 등의 인물이나, 술, 고기 등의 음식, 혹은 운동, 

잠과 같은 행동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독창성과 거리가 멀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작성한 독특한 응답으로는 노을, 벙어리 장갑, 리치 

등이 있었다. 싫어하는 것 중 독특한 응답은 말벌, 완숙 계란, 너무 얇은 

휴지 등이 있었다. 

선형 혼합 모형 분석 결과, 독창적인 응답 개수에서도 선호의 두 요소에 

의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𝛾10 =.23, t(90)=3.70, p<.001). 참여자가 응답한 

좋아하는 것 중 독특한 것의 수(M=5.95, SD=3.17)가 싫어하는 것에서 

나타난 독특한 응답(M=4.83, SD=2.40)보다 더 많았다. 또한 독창적 

선호의 수는 SWB에 의해서도 차이가 있었다. SWB가 높을수록 

독창적인 선호의 수가 더 많았으며, 그 효과가 유의한 수준에 

근접하였다( 𝛾01 =.06, t(88)=1.89, p=.06). 하지만 앞선 두 기준과는 달리, 

독창성 기준에서는 행복과 선호의 구성 요소에 따른 상호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𝛾11 =.05, t(90)=1.34, p=.19). 이는 좋아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 모두 행복할수록 독특한 내용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행복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더 많은 

독창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응답 개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독특한 응답 수로 SWB를 예측하는 다중 회귀 분석을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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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그 결과 앞선 기준과 동일하게 좋아하는 것의 독창성만이 

행복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β=.27, SE=.22, p=.03). 하지만 앞선 두 

기준처럼 싫어하는 것의 독창성 수준은 행복을 예측하지 못했다(β=-.02, 

SE=.22, p=.87).  

추가적으로, 전체 응답의 수가 통제되었을 때에 독특한 응답의 수는 

행복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좋아하는 것의 전체 

응답 수와 독특한 응답의 수로 SWB를 예측하도록 할 때, 두 응답 수 

모두 주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이 

있었다(b=-.24, SE=-.17, p=.07). 좋아하는 것의 개수가 충분히 많을 때(+1 

SD)에는 평균 이상의 행복 수준을 보이며, 이 때에는 독특한 응답의 

수가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b=.08, SE=.50, p=.87). 그러나 좋아하는 

것의 수가 적을 때(-1 SD)에는 독특한 응답의 수가 많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b=1.14, SE=.62, p=.07). 싫어하는 

것에 대하여도 동일한 분석일 수행하였을 때에, 싫어하는 것의 개수는 

행복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반면(b=-.66, SE=.39, p<.10), 그 중에서도 

독특한 것의 개수는 행복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b=.83, SE=.39, p=.04). 

즉 싫어하는 것이 많을수록 행복은 감소하지만 응답 내에서 독특한 것이 

많을 때에는 이러한 경향이 줄어들었다.   

요약하면,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뚜렷한 선호를 가진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에 대해 독특한 선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선호의 수가 적을 때에는 독특한 

선호의 비중이 클수록 더 행복하며, 싫어하는 것의 수가 많아서 행복 

수준이 떨어질 때에도 자기만의 선호를 가지는 것은 이러한 효과를 

완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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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내용의 정교성: 구체적인 선호의 수 

마지막으로, 정교성 기준에서는 선호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또한 

풍성하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정교성 기준은 독창성과 

유사하게 응답자가 스스로 부여한 선호 대상의 가치 및 의미를 포착한다.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할지라도 응답자가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 

대상에 대한 기술이 풍성해지며, 정교한 선호 응답으로 이어진다. 또한 

선호하는 대상 외에 상황 혹은 특성까지도 구체화될 때에는 응답이 보다 

자세히 묘사된다.  

참여자들이 작성한 응답 중 정교하지 않고 단순하게 작성된 것으로는 

앞선 예시에서의 가족, 친구, 또는 게임 등이 해당된다. 싫어하는 것 중 

정교하지 않은, 즉 구체적이지 않은 응답으로는 시험, 스트레스, 오이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작성된 좋아하는 것으로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의 진솔한 대화’ 또는 ‘한적한 버스나 

기차에서 노래 들으며 책 읽기’ 등이 있었다. 싫어하는 것에서는 ‘손 

씻고 수도꼭지 만지기’ 또는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 등이 있었다. 

정교한 응답의 경우 앞선 세 기준과 달리, 좋아하는 것(M=1.06, 

SD=1.10)과 싫어하는 것(M=1.04, SD=1.05) 간의 개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𝛾10 =.003, t(90)=.06, p=.95). 또한 행복 수준 역시 전반적인 정교한 

응답의 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𝛾01 =.04, t(90)=122, p=.23). 하지만 선호 

작성 조건과 행복 수준 간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었다( 𝛾11 =.08,  

t(90)=2.53, p=.01). <그림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SWB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을 작성할 때(estimate=.84)보다 좋아하는 

것(estimate=.98)을 작성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더 많이 작성했다(b=.14, 

SE=.08, p=.07). 그러나 행복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좋아하는 

것(estimate=.70)보다 싫어하는 것(estimate=.83)을 더욱 풍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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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했다(b=-.13, SE=.08, p=.08). 특히 구체적으로 작성된 싫어하는 것의 

수에서는 행복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b=.00, SE=.04, 

p=.99), 좋아하는 것 중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들은 행복 수준이 높을 때 

유의하게 더 많았다(b=.08, SE=.04, p=.03).  

정교성 기준에 대해서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행복을 각각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싫어하는 것에 대한 정교한 응답의 수를 통제할 때, 좋아하는 것의 

정교한 응답 수는 SWB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β=.37, SE=.23, p<.01). 

그러나 싫어하는 것에 대해 작성한 정교한 응답의 수는 SWB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β=-.19, SE=.23, p=.14). 하지만 SWB의 두 요소 

중 정서적 균형만을 예측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작성된 싫어하는 것의 

개수와 좋아하는 것의 개수가 모두 행복을 유의하게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작성된 좋아하는 것의 개수는 정서적 측면의 행복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β=.42, SE=.12, p<.01), 싫어하는 것의 개수는 

정서적 행복을 부적으로 예측했다(β=-.26, SE=.13, p=.04).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행복감을 적게 느끼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며, 그 상황들을 잘 묘사하지 못했다. 오히려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더 잘 

묘사하였다. 이는 행복 수준이 낮을수록 싫어하는 것에 대해 더욱 

분명한 선호를 가지고, 더 분명히 인식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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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행복 수준 및 선호의 두 요소에 따른 선호의 질적 유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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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효과 

응답의 개수 응답의 범주 수 독특한 응답의 개수 구체적인 응답의 수 

coefficient SE p value coefficient SE p value coefficient SE p value coefficient SE p value 

절편(𝛽0𝑖)             

절편(𝛾00) 2.70 .05 <.001 ***  2.12 .03 <.001 *** 2.24 .05 <.001 *** .84 .06 <.001 *** 

SWB(𝛾01) .05 .03 .12 .04 .02 .04 * .06 .03 .06 † .04 .03 .23 

조건(𝛽1𝑖)             

절편(𝛾10) 0.59 0.06 <.001 *** .24 .04 <.001 *** 0.23 0.06 <.001 *** .00 .05 .95 

SWB(𝛾11) 0.08 0.03 <.01 ** .05 .02 .04 * 0.05 0.03 .19 .08 .03 .01 * 

임의 

효과 

Variance 

component 
𝛸2 p value 

Variance 

component 
𝛸2 p value 

Variance 

component 
𝛸2 p value 

Variance 

component 
𝛸2 p value 

절편(𝑢0𝑗) .20 323.34 <.001 .06 232.82 <.001 .19 268.29 <.001 .46 364.76 <.001 

Level 1 r .15   .08   .18   .37   

<표 5> 선호의 질적 유창성에 대한 선형 혼합 모형 분석 

† p<.10, * p<.05, **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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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작성의 어려움 평가 

연구 1과 동일한 맥락에서, 참여자가 지각하는 선호 형성의 유창성 

수준을 다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자신의 선호를 떠올리는 것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과 행복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𝛾01 =-.07, t(88)=-1.01, 

p=.32). 그러나 이 역시 선호의 응답 조건에 따라 달랐다(𝛾11=-.21, t(90)=-

2.23, p=.03). 전반적으로는 좋아하는 것을 작성하는 것(M=3.41, 

SD=1.48)이 싫어하는 것을 작성하는 것(M=4.73, SD=1.32)보다 덜 

어려웠다고 평가했으나(𝛾10 =-1.32, t(90)=-7.78, p<.001), 행복 수준이 높은 

사람들(estimate=3.10)은 행복 수준이 낮은 사람들(estimate=3.73)에 비해 

좋아하는 것을 더욱 쉽다고 평가하였다 (b=-.17, SE=.08, p=.04). 반면, 

싫어하는 것을 작성하는 데에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행복 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b=.04, SE=.08,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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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행복 수준에 따른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작성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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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작성의 어려움에 대한 다중 회귀 분석에서도, 좋아하는 것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 만이 행복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쉽게 작성할수록 행복 수준이 높았다(β=-.26, 

SE=.11, p=.02). 그러나 싫어하는 것의 경우, 작성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과 행복의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β=.11, SE=.11, p=.29).  

행복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것을 작성하는 것이 쉬운 

이유로는 응답 내용을 그만큼 많이 작성하기 때문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 2의 결과는 이러한 예상과 달랐다. 좋아하는 것의 수와 

응답의 어려움 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r=-.15, p=.15).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떠올릴 때에 더욱 선호이 더 

쉽다고 여겼다(r=-.22, p=.03). 이에 좋아하는 것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고정 효과 
 응답의 어려움 

coefficient SE t df p value 

절편 (𝛽0𝑖)      

절편 (𝛾00) 4.07 .12 34.44 88 <.001*** 

SWB (𝛾01) -.07 .07 -1.01 88 .32 

조건 (𝛽1𝑖)      

절편 (𝛾10) -1.32 0.17 -7.78 90 <.001*** 

SWB (𝛾11) -.21 0.09 -2.23 90 .03 * 

임의 효과 SD 
Variance 

component 
df 𝛸2 p value 

절편 (𝑢0𝑗) .79 .63 88 171.98 <.001 

Level 1 r 1.15 1.32    

<표 6> 선호 작성의 어려움 평가에 대한 선형 혼합 모형 

분석 

† p<.10, * p<.05, **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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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SWB와 실제 선호 작성 개수로 

예측하였다. 응답의 개수가 통제되었을 때에도 SWB는 좋아하는 것을 

응답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을 한계적 수준에서, 부적으로 

예측하였다(b=-.16, SE=.09, p=.07). 그러나 응답의 개수는 응답의 

어려움을 예측하지 못했다(b=-.23, SE=.24, p=.35). 이와 같은 결과는 

실제의 유창성과는 별도로, 지각된 유창성 수준에서의 분명한 선호와 

행복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논  의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내용을 보완하여, 행복한 사람들이 더 풍성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호의 질적 측면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연구 1에서 측정된 양적 측면에서의 유창성 기준을 

반복하여 검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세 가지 기준, 응답의 범주 

수(융통성), 독특한 응답의 수(독창성), 구체적인 응답의 수(정교성)을 

평가하였다. 한편 연구 1이 미국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것과 달리, 

연구 2는 한국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연구 2의 결과는 연구 1과 결과와 유사하였다. 행복한 사람들은 선호의 

내용 중 좋아하는 것의 개수가 많았다. 또한 질적인 수준에서도, 

좋아하는 것이 다양한 범주에서 제한 없이 나타났으며, 자신만의 독특한 

좋아하는 것들을 응답했다. 서술된 응답에서도 좋아하는 것의 경우 

구체적이고, 상황 설명이 자세히 이루어진 것들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싫어하는 것에서는 선호의 질적 풍성함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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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과 달리,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수로 행복을 예측하게 

했을 때에도 정교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에서, 좋아하는 것의 

풍성함만이 행복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의 수가 

통제될 때에 싫어하는 것의 응답 수는 정교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에서 

모두 행복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왜 좋아하는 것이 싫어하는 것보다 더 다양할까 

한편 연구 2에서도 전반적으로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응답 우세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우세는 구체적인 서술 외에 각 ‘항목’을 

기반으로 한 응답 개수(전체 응답의 개수, 범주의 개수, 독창적 응답의 

개수)에서는 모두 발견되었다. 양적 수준에서 더 나아가 질적 

수준에서도 좋아하는 것에 대해 더 다양하고 독특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이유는 ‘접근 동기’에 의해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교하게 작성된 선호의 경우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행복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을 더 많이 작성했다. 이는 

기존에 이루어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연구의 결과들 역시 

개인의 행복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Smallman과 

동료들 (2014)의 결과에 의하면, 좋아하지 않는 대상에 비해, 

참여자들은 좋아하는 대상을 평가할 때에는 더 자세하고 세밀한 기준을 

필요로 하였다. 하지만 행복 수준이 낮을 때에는 비교적 긍정 특성에의 

주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오히려 부정 편향(negativity bias)이 더 

발달할 수 있다. 따라서 강한 부정성의 효과로 인해 좋아하는 것에 대해 

더 자주 접근함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것이 가진 속성이 더 현저하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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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교성에 대한 해석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정교하게 작성된 

것으로 평가된 응답은 응답의 길이가 길고 부연 설명이 많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 동안 정교하게 작성된 응답의 수가 많을수록 응답의 

유창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또한 정교성 기준, 즉 

구체적으로 작성된 응답은 다른 기준에 비해 매우 적은 값 내에서 

응답이 분포하였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응답을 작성할 

때에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응답을 수집하도록 하거나, 

응답의 개수와 구체적인 응답을 분리하여 수집할 필요가 있다.  

 

문화 보편적인 ‘행복한 사람들의 분명한 선호’ 

한편 연구 2의 결과는 집단주의적 문화 배경의 한국인 참여자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개인적인 선호를 가지는 것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행복에 큰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는 듯 했다. Savani, Markus, 및 Conner (2008)에 의하면, 

집단주의적 문화에 해당하는 인도인들은 미국인들에 비해 개인적인 

선호가 선택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아시아계 미국인에게는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행복에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반면, 

유럽계 미국인에게는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Oishi 

& Diener, 2001; Suh & Diener, 2001). 문화적 배경 상 자기 선호를 

분명히 형성하는 것이 강조되거나 장려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2의 결과에서는 분명한 선호를 가지는 것이 SWB와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분명한 선호가 문화적 배경에 관계 없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함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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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3: 행복과 선호의 판단 시간 

 

연구 3은 선호 형성의 유창성과 행복과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수행된 

마지막 실험으로, 행복할수록 좋아하는 것을 더 빠르게 파악하고, 

판단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앞선 두 연구에서 참여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호를 측정하였던 것과 달리, 연구 3에서는 제시된 항목 

중에서 즉각적으로 좋아하는 것 또는 싫어하는 것을 찾도록 함으로써 

선호의 판단을 측정하였다.  

선호의 판단 시간은 선호의 유창성을 드러내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이다. 

선호 형성이 유창하게 이루어질 때 선호 판단은 쉽게 느껴지며, 판단이 

지연되지 않는다. Novemsky 등 (2007)에 의하면 선호를 쉽게 결정할 

수 있을 때, 선호 결정을 미루지 않았다. 또한 Woolley와 Risen (2018) 

역시 선호가 분명할 때에 선택을 미루지 않는다고 밝혀, 선택에 대한 

반응 시간이 짧을 것임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한 사람일수록 선호의 두 가지 측면 중 좋아하는 

것을 더욱 빠르게 판단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연구 3 역시 앞선 두 

연구와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오직 좋아하는 것에서 행복에 의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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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서울대학교 및 강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151명이 연구 3에 

참여하였다. 참여자 중 서울대학교 재학생은 서울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SNULife)에서 85명이 모집되었으며, 강원대학교 

재학생은 기초심리학 및 통계방법론 수강생 중 66명이 참여자로 

모집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2.19세(SD=2.93)였으며, 

여성이 99명(65.6%), 남성은 52명(34.4%)으로 여성 참가자의 수가 더 

많았다. 전체 참여자 중 주의 집중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을 맞추지 못한 

참여자 24명(15.9%)은 제외하여, 총 127명을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여성 83명, 평균 연령 21.91세, SD=2.49). 

 

측정 도구 

행복: 주관적 안녕감 

연구 3 역시 참여자의 행복 수준을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

being; SWB)으로 측정하였다. 앞선 연구들과 동일하게 삶에 대한 

만족도는 Diener 등 (1985)이 개발한 SWLS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참여자들은 한국어로 번안된 SWLS의 5개 문항을 읽고, 동의하는 

정도를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였다(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전적으로 동의한다). 또한 정서적 균형 역시 앞선 두 연구와 

동일하게 PANA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Watson et al., 1988). 긍정 

정서를 표현한 형용사 10문항, 부정 정서를 표현한 형용사 10문항에 

대해 참여자들이 지난 1개월 동안 얼마나 정서를 자주 경험하였는지 

물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정서 경험 빈도를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였다. 연구 3에서 측정된 SWLS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81이었으며,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내적 일치도는 모두 Cronb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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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88이었다. SWB 점수는 SWLS와 PANAS의 점수를 각각 표준화하여 

더하여 계산하였다. 

 

선택 과제: 가장 좋아하는 것과 가장 싫어하는 것 

선택 과제는 각 8개 선택지가 포함된 목록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또는 

‘가장 좋아하지 않는 것’을 찾도록 하여,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선택 과제에서 사용된 목록은 총 10가지로, 색, 가치, 

스포츠, 음악 등 주관적인 선호를 반영하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었다. 

이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모든 주제에 대해 가장 

좋아하는 것과 가장 좋아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다. 각 판단 문항과 

함께 연구에 주의 깊게, 집중하여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문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주의 집중을 확인하는 문항으로는 “아래 

음식 중, 글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래 교통 수단 중, 

가나다 순으로 배열할 때 가장 뒤에 있는 단어는 무엇입니까?”가 

제시되었다. 이들 문항이 포함되어, 선택 과제는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 시간은 10가지 목록에서 측정된 시간의 평균 값으로 

산출되었다. 

 

절차 

연구 3은 연구 참여자가 실험실에 방문하여, 실험실에 비치된 

컴퓨터에서 온라인 링크에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연구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참여자에 한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장 먼저, 연구 참여자는 10가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주어진 선택지 



 

70 

 

중 가장 좋아하는 것 또는 가장 좋아하지 않는 것을 찾는 선택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때 각 과제에서의 응답 시간이 측정되었다. 과제의 수행 

및 반응 시간에 대한 측정은 모두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퀄트릭스 

(Qualtrics.com)를 사용하였다. 퀄트릭스 시스템에서는 첫 번째 클릭 

시간과 마지막 클릭 시간, 페이지 제출 시간이 기록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 시 자동으로 응답이 제출되도록 설정하여, 마지막 클릭 시간을 

응답 시간으로 사용하였다. 모든 선택 과제는 하나의 목록 및 하나의 

질문으로 구성되며, 임의의 순서로 제시되었다. 선택 과제를 종료한 후, 

참여자들은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설문 문항에 응답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과정은 SWLS에 응답 후, PANAS에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연구 종료 후,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참여의 대가로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받았다. 

 

 

결  과 
 

예비 분석 (Preliminary analysis) 

수집한 자료 중 참여자들의 응답 시간은 통계적 추정에서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 로그 변환(log transformation)되었다. 응답 시간의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원 자료(raw data)는 정규 분포에 크게 어긋나므로, 

자료의 정규성을 가정한 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규 분포에 근사한 값을 얻기 위해, 응답 시간에 자연 로그를 취하여 

자료를 변환(log transformation)하였다(Berry, 1987). 로그 변환된 

응답시간은 Shapiro-Wilk 정규성 검사에서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으므로(W>.98, p>.30),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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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Shapiro & Wilk, 1965). 이후의 결과 분석은 모두 로그 변환된 

응답 시간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연구 3의 참여자는 서울대학교와 강원대학교에서 모집되었으므로, 

수집된 응답에서 두 집단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미리 확인하였다. 먼저 

독립 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의 경우 두 학교 학생 간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t(125)=.75, p=.46). 이에 독립 변인인 행복 수준에 

대해서는 두 집단을 동질한 것으로 보고, 가설 검정 과정에서 분리하지 

않았다. 다만 응답 시간에서는 두 집단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25)=-

3.70, p<.001). 

 

기술 통계량 및 상관 분석 

연구 3의 기술 통계량 및 변인 간의 상관 관계에 대한 피어슨 상관 

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먼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응 시간은 총 10가지 

주제에 대한 평균 응답 시간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응답 시간은 

주제별로 차이가 있었다(F(9,1134)=16.19, p<.001). 참여자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소요했던 선호 판단 주제는 ‘가치’에 대한 판단이며(M=10.21, 

SD=5.90), 가장 적은 시간을 소요했던 주제는 ‘모양’에 대한 선호 

판단이었다 (M=5.58, SD=3.16).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데에 소요된 시간과, 가장 좋아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데에 소요 된 시간의 상관은 r=.63 (p<.001)으로 매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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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과 선호의 판단: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 

행복 수준과 선호 판단에서의 반응 시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선형 

혼합 효과 모형과 다중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선형 혼합 효과 

모형으로 행복 수준에 따라 선호 판단에서의 반응시간이 달라지는지, 

이러한 차이가 선호의 어떤 요소를 묻는지에 따라 조절되는지를 

확인하였다. 모형은 임의 절편 모형으로 설정하여, 개인 내 변인인 

선호의 두 요소(좋아하는 것=0.5, 좋아하지 않는 것=-0.5), 개인 간 

변인인 주관적 안녕감, 이들 간의 상호작용항은 모두 고정 효과로 

투입하되 참여자의 응답 평균에 해당하는 절편은 임의 효과로 

투입하였다. 모형은 HLM version 7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다중 

회귀 분석에서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데에 소요된 시간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데에 소요된 시간이 각각 행복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우선, 나이와 성별, 참여자의 출신 학교를 모두 통제하여 선형 혼합 

모형을 분석한 결과, 선호 판단 시간은 선호의 두 요소, 좋아하는 

것인지 좋아하지 않는 것인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𝛾10 =-.26, 

변수 평균 SD 1 2 3 4 

1. 주관적 안녕감 (SWB) .00 1.76 -    

2. 삶에 대한 만족 4.21 1.10 .88*** -   

3. 정서적 균형 .62 1.22 .88*** .55*** -  

4. 가장 좋아하는 것 ln 1.77 .31 -.19* -.14 -.21* - 

5. 가장 좋아하지 않는 것 ln 2.04 .33 -.05 -.02 -.06 .63*** 

<표 7> 연구 3의 기술 통계량 및 변인 간 상관계수 

† p<.10, * p<.05, **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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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 참여자들은 가장 좋아하는 것(M=6.21, SD=2.18)을 가장 좋아하지 

않는 것(M=8.10, SD=2.95)보다 평균 2초 정도 더 빠르게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에 대해 더 분명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주제별로 차이가 있었다(F(9,1134)=11.05, p<.001). 

대부분의 주제에서 좋아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더 빠르게 나타났지만 

스포츠와 음악, 도시에 대한 선호 판단의 경우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영화 장르의 경우, 좋아하지 않는 것(M=1.65, SD=.54)보다 

좋아하는 것(M=1.79, SD=.63)을 판단할 때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t(126)=2.12, p=.04, d=.19).  

 

고정 효과 
 응답 시간 

coefficient SE t df p value 

절편 (𝛽0𝑖)      

절편 (𝛾00) 1.91 .02 48.92 122 <.001*** 

SWB (𝛾04) -.02 .01 -1.14 122 .26 

조건 (𝛽1𝑖)      

절편 (𝛾10) -.26 .02 -10.79 125 <.001*** 

SWB (𝛾11) -.03 0.01 -1.90 125 .06 † 

임의 효과 SD 
Variance 

component 
df 𝛸2 p value 

절편 (𝑢0𝑗) .24 .06 122 491.13 <.001 

Level 1 r .19 .04    

<표 8> 선호 판단 반응 시간에 대한 선형 혼합 모형 분석 

† p<.10, * p<.05, **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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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호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 시간은 행복 수준에 따라서는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𝛾01 =-.02, p=.26). 하지만 선호 판단에 소요된 시간과 

행복의 관계는 선호의 요소(좋아하는 것 혹은 좋아하지 않는 것)에 의해 

조절되었다( 𝛾11 =-.03, p=.06). 각 선호의 요소 별로 행복 수준에 따른 

반응 시간을 살펴 보았을 때, <그림 6>과 같이 행복한 사람들(SWB +1 

SD=1.76, estimate=1.72)은 덜 행복한 사람들(SWB -1 SD=-1.76, 

estimate=1.83)에 비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뚜렷하게 더 빨리 

선택하였다(b=-.03, SE=.02, p=.06). 반면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한 판단 

시간은 행복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b=-.003, p=.86). 

이어서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데에 소요된 시간이 

서로를 통제할 때에 행복을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가장 좋아하는 것과 가장 좋아하지 않는 것을 

찾는 데에 소요된 시간을 두 예측 변인으로 설정하고,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도록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 역시 앞선 연구들과 동일하게 

1.5

1.6

1.7

1.8

1.9

2

2.1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1 SD

 -1 SD

<그림 6> 행복 수준에 따른 선호 판단에서의 반응 시간 



 

75 

 

공선성을 줄이기 위해 두 변인을 평균 중심화 하였다. 

그 결과, 두 응답 시간이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모형은 

유의하였으며 (F(2,124)=3.12, p<.05, R2=.05), 그 중 가장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응답 시간은 행복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β=-.28, SE=.63, p=.02). 

그러나 가장 좋아하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데에 소요된 시간은 행복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β=.13, SE=.61, p=.26).  

정리하면, 행복한 사람들은 선호를 구성하는 두 요소,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모두 빠르게 판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에 국한될 때에는 행복 수준이 높아질수록 선호를 더 빠르게 

판단하였다. 즉 선호의 판단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때에도, 

행복한 사람들은 오직 좋아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선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시간이 빠를수록 더 행복한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그렇지 않았다. 

 

 

논  의 
 

연구 3에서 측정한 선호 판단 시간 역시 선호 형성의 유창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앞선 두 연구와 맥락을 공유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SWB 수준이 높을수록 주어진 선택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것을 더 

빠르게 찾아냈다. 그러나 가장 좋아하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시간과 

SWB 수준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한 판단 시간으로 행복을 예측하게 하였을 때에도, 

좋아하는 것만이 행복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한 판단 시간은 좋아하는 것에 대한 판단 시간이 통제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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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도 행복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선호 판단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한편 앞선 두 연구에서 사용된 ‘선호 작성’과 달리, ‘선호 판단’에서 

측정된 반응 시간에는 여러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준다.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선호 판단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과 자신감이다. 연구 1과 연구 

2에서, 좋아하는 것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과 실제 

좋아하는 것의 개수는 상관 관계가 약하거나 유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선호 작성의 어려움은 SWB와 더 강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선호의 판단에서의 반응 시간에는 선호 판단에 대해 느끼는 자신감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Novemsky와 동료들 (2007)에 의하면, 사람들은 

선호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선호 판단을 미룬다. 그러나 선호에 

대한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생겼을 때에는 의사 결정을 미루지 

않는다(Dhar, 1997). 

선호 판단의 자신감에는 선호 판단의 맥락이 영향을 주기도 한다. 

대상이 가진 두드러진 특성과, 선호를 판단하는 맥락이 일치할 때 선호 

판단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한다(Perfecto et al., 2017). 예를 들어 

선택지의 긍정적인 특성들이 부각되는 상황에서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할 때에 자신감이 상승한다. 반대로 부정적인 특성들이 

두드러지는 선택지들 사이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선택지를 제거할 때에 

의사 결정의 자신감이 상승한다. 좋아하는 것은 긍정적 특성과, 

좋아하지 않는 것은 부정적 특성과 연결되기 때문이다(Houston et al., 

1991; Shaifr, 1993). 행복한 사람들이 긍정 자극에 편향적인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행복한 사람들은 긍정 특성들에 

주목하여 좋아하는 것을 더 쉽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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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선호 판단의 자신감을 가지므로, 좋아하는 것을 판단할 때에는 

자신감이 상승하여 선택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짧아질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 다른 요인으로, 선호 판단의 반응 시간에는 이미 가지고 있는 분명한 

선호의 존재 및 선호의 종류가 영향을 준다. Woolley와 Risen (2018)에 

의하면, 직관적으로 분명한 선호를 형성한 이후에는 많은 정보를 

탐색하지 않았다. 또한 곧바로 선택을 이어감으로써 자기 선호를 

고수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호가 인지적으로 형성된 경우에는 

참여자들이 여전히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추론할 때, 비교적 직관적이고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때에는 이미 형성된 선호가 있을 때 더 빠른 선택으로 

이어지나, ‘좋아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에는 이미 형성된 선호가 

있더라도 시간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는 행복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더 빠르게 판단하는 이유를 

제시함과 동시에, 선호 판단 시간에서도 동일하게 ‘좋아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우세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한다. 좋아하는 것은 

직관적이고, 빠르게 처리된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것은 비교적 

인지적이고 정교한 사고를 요한다(Sokolova & Krishina, 2016).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호 형성 이후의 정보 탐색에도 영향을 

준다(Woolley & Risen, 2018). 이와 더불어 연구 3의 과제 특성을 

고려해볼 때, 선호를 판단할 각 항목만 제시될 뿐 각 항목의 특성은 

자세히 제시되지 않았다. 긍정 상쇄 (Positivity offset) 효과에 의하면, 

이와 같이 대상을 평가할 근거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대상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쉽게 형성된다(Cacioppo, Gardner, & 

Berntson 1999). 따라서 좋아하는 것은 비교적 더 쉽게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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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행된 세 번의 연구에서는 선호 형성의 유창성과 행복이 맺고 

있는 관계를 살펴보았다. 세 번의 연구 결과, 선호 형성의 유창성은 

행복 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있으나 그 관계는 선호의 서로 다른 두 

요소에 의해 조절되었다. 세 번의 실험에서 모두 참여자들의 행복 

수준이 높을수록 좋아하는 것에 대한 선호 형성의 유창성이 높았다.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이 많고, 좋아하는 것이 다양하고 

독창적이었다. 또한 행복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세부적인 특징 및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 그러나 싫어하는 것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 선호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 역시 실제 개수보다도 행복 수준에 따라 달랐다.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에 대해 떠올려 작성하는 것이 더 쉽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 역시 싫어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선호를 

판단할 때에도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더 빠르게 골라내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것은 빠르게 골라내지 못했다.  

그러나 위의 결과에는 각 개인의 반응 유창성이 응답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 반응 유창성은 선호 형성에서의 유창성이 아닌, 

과제 수행 능력을 가리킨다. 연구 1과 2의 경우, 실제로 참여자가 가진 

선호의 개수가 많고, 내용이 질적으로 풍성하더라도 주어진 시간 동안 

떠올리는 데에 어려움을 겪거나, 작성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다면 선호의 

풍성함이 응답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연구 3에서 역시, 참여자의 

성격 특성 및 참여자가 과제에 익숙한 정도에 따라 참여자의 반응 

시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연구 3의 결과에서 두 학교에서 측정된 

‘반응 시간’의 차이가 유의하다는 점은 이러한 문제의 방증으로, 이와 

같은 측면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함을 드러낸다. 

또한 분명한 선호는 선호 형성의 유창성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선호 

형성의 유창성은 분명한 선호의 존재를 드러내지만, 자신이 가진 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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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명한 이해 및 선호도의 정립 등 구조적 측면은 반영하지 못한다. 

분명한 선호는 선호의 존재 및 자기 선호에 대한 이해로 구성된다. 

따라서 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연구 4에서는 개인적 유창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호의 분명한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선호 구조와 

행복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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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4: 행복과 선호의 구조 
 

연구 4에서는 행복한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분명한 선호 구조를 정립하고 있는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앞선 세 연구에서는 선호의 내용적 측면에 주목하여, 행복한 사람들이 

선호를 많이,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며, 이를 빠르게 형성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행복한 사람들이 자기 선호를 더욱 

분명히 인식하는지, 이러한 인식이 선호의 두 요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따라 다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호의 구조는 앞선 

세 기준(선호의 양, 선호의 다양성, 선호 판단 시간)에 비해 개인의 

응답 경향성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또한 선호의 기준이 명확하고 

일관적인지를 드러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ark과 동료들 (2013)이 

사용한 선호 구조의 기준인 이행성(Transitivity)과 맥락 

독립성(Context Independence)를 바탕으로 선호 구조를 살펴보았다. 

 

방  법 
 

연구 참여자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서울대학교 재학생 중 272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0.20세였으며(SD=1.83), 그 중 

여성은 130명(남성 142명)이었다. 이들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 

참여자 모집 시스템 (SNU R-point)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응답을 

완료한 후 참여에 대한 사례로 1 크레딧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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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도구 

행복: 주관적 안녕감 

연구 4에서도 참여자들의 행복 수준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

being; SWB)으로 측정되었다.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측면인 삶에 

대한 만족은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Diener et al., 

1985)로, 감정적 측면인 정서적 균형은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Watson et al., 1988)로 측정하였으며, 두 

값을 표준화하여 합한 값을 SWB 점수로 산출하였다.  

SWLS는 총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며, 참여자로 하여금 7점 척도 상에서 

각 문장에 동의하는 정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개 

문항의 평균값을 삶에 대한 만족 점수로 사용하였으며, 연구 4에서 

측정된 각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 .85이었다. 또한 

PANAS로 참여자들의 지난 1개월 간의 정서 경험을 측정하였다. 

PANAS에서 측정된 긍정 및 부정 정서 경험의 평균 값을 서로 뺀 

값으로 정서적 균형 점수를 산출하였다. 연구 4에서의 긍정 정서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 .84, 부정 정서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 .88이었다.  

 

구조 탐색 과제 도구 

선호의 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부록 3>의 8가지 학과목과 8가지 

음료를 선호 판단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학과목과 음료의 각 항목에 

대해, 참여자들에게 양자택일 과제 및 전체 순위 평정 과제를 

제시하였다. 양자택일의 경우 목록 내 전체 항목 중 두 가지를 임의로 

제시하여, 조건에 따라 둘 중 더 좋아하는 것 / 좋아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학과목 중에서 “국어와 수학 중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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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을 더 좋아합니까?” 또는 “영어와 음악 중 어떤 과목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와 같은 문항을 제시하였다. 양자택일 문항은 2 

(목록의 수) X 8C2 (8개 선택지 중 임의의 두 선택지 제시)으로 

56문항과, 주의 집중을 확인하는 4문항(예: “둘 중 더 작은 수는 

무엇입니까?” “둘 중 더 길이가 긴 단어는 무엇입니까?” 등)이 포함되어, 

총 60문항이 제시되었다. 전체 순위 평정 과제는 목록의 전체 항목, 즉 

여덟 가지 학과목과 여덟 가지 음료를 선호의 순서에 따라 각각 차례로 

나열하도록 하였다. 이 역시 조건에 따라 좋아하는 것부터/ 좋아하지 

않는 것부터 나열하도록 하였다.  

 

절차 

연구 4는 연구 참여자가 온라인에 게시된 설명문을 읽고, 자유롭게 

접속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연구에 

참여하기 전, 연구 참여 링크의 첫 페이지에 게시된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읽고, 온라인 상에서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응답이 수집되었다. 응답 

수집은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퀄트릭스(qualtrics.com)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는 8가지 학과목과 음료에 대한 양자택일(binary 

choice) 과제에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과제 수행에 앞서, 두 

집단으로 무선 할당 되었다. 한 집단은 제시되는 좋아하는 과목, 

좋아하지 않는 음료를 선택하는 과제를 수행하며, 다른 한 집단은 

좋아하지 않는 과목, 좋아하는 음료를 선택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양자택일 과제는 총 60문항으로, 임의 순서로 제시되었다. 

이어서 참여자들은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SWLS와 PANAS에 

차례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앞서 응답한 학과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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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에 대해 전체 항목의 선호 순위를 평정하였다.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 주제는 가장 좋아하는 것부터 차례로 나열하며, 좋아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주제는 가장 좋아하지 않는 것부터 차례로 나열하도록 

하였다.  

 

 

결  과 

 

분석 방법  

연구 4에서는 행복 수준과 선호의 구조적 명확성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선호의 구조적 특성은 선호의 이행성(transitivity) 및 

선호의 맥락 독립성(context independenc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명한 선호의 구조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각각 이행적 

선호의 비율, 맥락 독립성 회귀 계수를 구하여 선호의 구조적 명확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산출하였다. 

먼저, 이행적 선호는 선호의 이항 비교에서 나타나는 각 항목의 선호 

우세 횟수를 통해 파악하였다. 이행성 규칙(transitivity rule)이란 A가 

B보다 선호되며, B가 C보다 선호될 때, A가 C보다 선호됨을 뜻한다. 

선호 구조의 이행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항목에 대한 이항 비교가 

선행되어야 한다(Hsee, 1996). 본 연구에서 각 주제는 모두 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주제별로 ‘8개 항목 중 2개를 임의로 

선택할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8C2 번, 즉 28번의 비교가 수행되었다. 

개별 항목을 기준으로는 각 7번씩 비교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각 

항목의 선호 우세 횟수는 0에서 7까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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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적 선호는 모든 항목에 대한 선호 판단이 일관적이므로, 하나의 잘 

정립된 선호 구조를 띤다. 따라서 이행적 선호에서는 모든 항목의 선호 

순위가 확립된다. 선호 비교를 바탕으로, 이행적 선호를 나타내면 <그림 

7>의 좌측과 같이 나타난다. 이를 선호 우세 횟수로 옮기면, <표 9>의 

상단과 같이 0부터 7까지의 숫자가 모두 나타난다. 즉 모든 항목의 

선호 우세 횟수는 차등적이다.  

반면 반이행적 선호(intransitive preference)는 선호 판단의 기준이 

비일관적이므로, 선호의 구조가 하나로 정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 선호 

구조가 전체 혹은 부분 순환적인 형태를 띠므로, 각 항목의 선호 순위를 

파악할 수 없다. <그림 7>의 우측과 같이, A가 C보다 더 선호되고, C가 

D보다 더 선호되나, A와 D의 선호 비교에서 D를 A보다 선호하는 경우 

선호는 반이행적이다. 마치 가위바위보와 같다. 이행성에 반하는 선호는 

여러 항목의 선호 우세 횟수 값이 동일하다. 

B 

A 

C 

D E 

F 

G 

H 

B 

A 

C 

D E 

F 

G 

H 

이행적 선호 반이행적 선호 

<그림 7> 이행적 선호와 반이행적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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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기준인 선호의 맥락 독립성은 위의 이항 비교에서 도출된 

선호와 전체 선호 순위 평정값을 비교하였다(Park et al., 2013). 선호 

판단의 맥락이 이항 비교로부터 전체 맥락으로 확장되더라도, 선호의 

순서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선호는 맥락 독립적이다. 따라서 이항 

비교에서 산출된 선호 구조와 전체 항목에 대해 매긴 선호도 순위를 

비교함으로써, 이들 간의 불일치 수준을 계산하였다. <표 10>과 같이, 

이항 비교에서 각 항목이 우세한 횟수에서 전체 선호 평정 순위를 뺀 

값을 선형 예측함으로써, 선형 모형의 회귀 계수를 구하였다. 선호가 

맥락 독립성을 충족할 때, 차이 값의 분포는 y = -2 x + n (n=전체 항목의 

개수)에 수렴한다. 따라서 선호 구조의 맥락 독립성은 회귀 계수가 -2에 

가까울수록, 절편이 n에 가까울수록 맥락 독립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항목 A B C D E F G H 

우세 

횟수 
7 6 5 4 3 2 1 0 

선호 

순위 
1 2 3 4 5 6 7 8 

차이 값 6 4 2 0 -2 -4 -6 -8 

항목 A B C D E F G H 

이행적 선호 

우세 횟수 
7 6 5 4 3 2 1 0 

반이행적 선호 

우세 횟수 
6 6 5 5 4 3 2 1 

<표 9> 이행적 선호와 반이행적 선호의 선호 우세 횟수 비교 

<표 10> 이행성과 맥락 독립성: 선호 순위와 선호 우세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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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과 선호의 이행성(Transitivity) 

구조적 측면에서 분명한 선호와 행복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참여자의 

행복 수준이 선호 구조의 이행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자의 행복 수준 및 선호 판단 조건으로 선호의 이행성을 

예측하는 로지스틱 선형 혼합 모형(Logistic linear mixed effects 

model)을 분석하였다. 이 때 선호 판단 조건(좋아하는 것=0.5, 

좋아하지 않는 것=-0.5)과 행복은 고정 효과로, 각 연구 참여자는 임의 

효과로 설정하였으며, 결과 분석에는 통계 패키지 R의 lmerTest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먼저, 선호 구조의 이행성 충족 여부는 선호 판단 조건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았다(b=.06, z=.32, p=.75). 이러한 결과는 앞선 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싫어하는 것에 비해 좋아하는 것에 대해 더 유창하고 분명한 

선호를 보인 것과 달랐다. 이는 선호의 구조는 응답의 유창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참여자의 행복 수준 역시 전반적인 수준에서 선호 구조의 이행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b=-.06, z=-.94, p=.35). 그러나 선호의 이행성과 

행복 수준의 관계는 선호 판단이 ‘좋아하는 것’인지 ‘좋아하지 않는 

것’인지에 따라 달랐다(b=.22, z=1.87, p=.06). 행복 수준이 높을 때, 

좋아하는 것에 대한 선호 구조는 더욱 명확했다. 행복한 사람들(SWB 

+1 SD=1.75)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행적인 선호를 가질 확률은 .77인 

반면, 행복 수준이 낮은 사람들(SWB -1 SD=-1.75)은 .7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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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z=.64, p=.52). 한편, 좋아하지 않는 

것을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경향이 역전되었다.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행복 수준이 낮을 때 유의하게 더 분명한 선호 구조를 

띠었다(z=-1.93, p=.05). 행복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행적 선호를 보일 확률이 .68로 크게 감소하는 반면, 행복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79로 오히려 더 높아졌다.  

또한 행복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것(p=.68)보다 좋아하는 

것(p=.77)에 대해 더 명확한 선호 구조를 가질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이는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였다(z=1.58, p=.11). 반면 행복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보다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 더 이행적인 

선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0.63

0.66

0.69

0.72

0.75

0.78

0.81

0.84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이
행
적

선
호

확
률

 +1 SD

 -1 SD

<그림 8> 행복 수준 및 선호의 요소에 따른 이행적 선호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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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과 선호의 맥락 독립성(Context Independence) 

선호의 맥락 독립성은 이항 비교에서의 ‘선호 우세 횟수’와 전체 선호 

평정 순위 값의 차이가 그리는 회귀선의 기울기 값으로 비교하였다. 

먼저 맥락 독립성은 이행성과 달리, 선호 판단 조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참여자들은 좋아하는 것(b=-1.84, SE=.01)을 좋아하지 

않는 것(b=-1.70, SE=.01)보다 더 맥락 독립적으로 판단하였다(z=-7.50, 

p<.001). 즉 선호의 구조적 명확성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더 분명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선 세 번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결과 역시 개인의 행복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b=-.05, 

t(4344)=-4.78, p<.001). <그림 9>와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선호 구조의 경우, 행복 수준이 낮을 때(SWB -1 

SD, b=-1.83)보다 행복 수준이 높을 때(SWB +1 SD, b=-1.85) 맥락 

독립성이 더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z=-.75, p=.45).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것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역전되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b=-1.78, SE=.02)이 행복한 사람들(b=-1.63, SE=.02)에 비해 더 

맥락 독립적인 선호를 보였다(z=4.15, p<.001). 즉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선호를 물을 때에는 행복 수준이 낮을수록 더 일관적이고, 맥락의 

확장에 좌우되지 않는 분명한 선호를 보였다. 한편 행복 수준에 따라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맥락 독립성의 반응 변화를 

살펴보면, 행복한 사람들의 선호의 맥락 독립성은 좋아하지 않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z=-7.09, p<.001). 그러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한 판단도 좋아하는 것만큼 맥락에 

독립적이었다(z=-1.57,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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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는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에 대해 

구조적으로 더욱 분명한 선호를 형성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분명한 

선호를 형성하기 때문에, 선호의 구조적 특성에서 두 요소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SWB +1 SD SWB -1 SD SWB +1 SD SWB -1 SD 

Intercept 
7.34 *** 

(.05) 

7.23 *** 

(.05) 

6.32 *** 

(.05) 

7.01 *** 

(.05) 

b 
-1.85 *** 

(.02) 

-1.83 *** 

(.02) 

-1.63 *** 

(.02) 

-1.78 *** 

(.02) 

<표 11> 행복 수준 및 선호의 두 요소에 따른 맥락 독립성 회귀 계수 

† p<.10, * p<.05, **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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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행복 수준 별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맥락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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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연구 4에서는 분명한 선호의 또 다른 측면으로, 선호의 구조를 

탐색하였다. 선호의 구조적 명확성은 자기 선호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자기 선호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때에는 선호가 잘 확립되어 상황이나 

판단 맥락에 쉽게 좌우되지 않는다. 이는 선호 구조의 두 가지 특성, 

이행성(Transitivity)과 맥락 독립성(Context Independence)을 통해 

알 수 있다(Park et al., 2013). 선호가 이행성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은 선호의 비교 대상이 변하더라도, 선호를 판단하는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된다는 점을 드러낸다. 또한 맥락 독립적인 선호는 둘 

이상의 선호를 판단할 때에, 고려해야 할 대상의 수가 늘어나더라도 

기존의 선호가 동일하게 유지됨을 뜻한다. 이들은 모두 선호 판단의 

일관성을 나타낸다. 

연구 4의 결과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에 대해 구조적으로 더 분명한 선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교적 좋아하는 것보다는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 더 분명한 선호를 가지고 있었다. 행복 수준이 높은 

참여자들은 좋아하지 않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때 이행적인 

선호를 보이는 반면, 행복 수준이 낮은 참여자들은 행복 수준이 높은 

참여자들보다 좋아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 이행적인 선호를 보였다. 

한편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때 

선호의 맥락 독립성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그러나 행복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한 행복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선호가 더 맥락 독립적이었다.  

위의 결과는, 선호 구조 및 자기 개념 명료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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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측면에서의 분명한 선호는 자기 선호에 대한 높은 인식 수준을 

반영한다. 즉 자기 선호에 대한 인식이 잘 확립되어 있을 때에 자기 

선호의 구조 역시 흔들림 없이 확립된다. 한편 선호가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은 곧 선호 구조 역시 자기 개념의 구조와 

연결됨을 뜻한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잘 드러난다. 한국인들의 선호 

구조는 미국인들에 비해 비일관적이었으며(Park et al., 2013), 같은 

문화권의 일본인들은 자기 개념의 구조적 측면에 해당하는 자기 개념 

명료성이 낮았다(Campbell et al., 1996). 또한 자기 개념 명료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인들에 비해 한국인들에게서는 유의하지 

않거나, 그 효과가 작았다(Suh, 2002).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인들에게도 행복한 사람들은 선호의 구조적 명확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선호를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오직 

좋아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선호를 구성하도록 할 때, 행복한 사람들은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일관된, 명확한 선호 구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추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선호의 구조를 탐색할 시에 

선호의 두 요소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한 판단에서 행복 수준에 

따른 이행성 비율 차이가 크게 두드러졌다. 행복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일관적인 응답을 보이는 반면, 행복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앞선 응답에 반하는 응답을 하는 등 비일관적인 

응답을 보였다. 그 결과 행복 수준이 높은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판단할 때, 이행적인 선호를 보일 확률이 가장 낮았다. Sokolova와 

Krishna (2016)에 의하면, 선택지를 제거하는 과제는 인지적이고 

통제된 사고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비교적 직관이 

반영되는 선택하는 과제에 비해 응답이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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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결과가 행복 수준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좋아하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더 일관적인 응답을 

보인 것은 행복 수준이 낮을 때에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행복 수준이 

낮을수록 긍정 상쇄보다는 부정 편향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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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논 의 

 

선호가 분명하다는 것은 행복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원하는 

것들이 분명한 사람들은 행복할까? 행복한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분명할까? 본 연구는 그 시작점으로 분명한 선호와 행복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네 번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들의 세상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또한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연구 1, 2, 3에서는 선호의 내용을, 연구 4에서는 선호의 구조를 

측정함으로써 분명한 선호와 행복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행복은 선호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중 

오직 좋아하는 것과 뚜렷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먼저, 연구 1에서는 

선호하는 대상의 수를 측정함으로써, 선호의 양적 풍성함과 행복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이 많았다. 그러나 

싫어하는 것은 행복 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연구 2는 연구 

1에서 더 나아가, 선호의 질적인 수준의 풍성함 역시 확인하였다. 

행복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다양한 영역에 분포하며, 독특했다. 또한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서 수행된 연구 

3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덜 행복한 사람들에 비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빠르게 찾아내었다. 즉 이들 결과는 행복한 사람들은 유창하게 

선호를 형성하여, 선호하는 대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한편 연구 4에서는 분명한 선호의 또 다른 측면으로, 선호 구조의 

명확성이 탐색되었다. 연구 4의 결과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에 비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선호 구조가 더 잘 확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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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반면 싫어하는 것은 오히려 더 비일관적이고, 맥락에 좌우되는 

경향을 보였다. 즉 행복한 사람이 분명한 선호를 가지는 대상 및 분명한 

선호 구조를 가지는 것은 선호의 두 요소 중에서 ‘좋아하는 것’에 

국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분명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가? 

본 연구의 결과들은 모두 행복할수록 싫어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더욱 분명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선호만을 

독립적으로, 다각적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가 선호를 선택 

상황 또는 자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 내에서 수반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던 것과는 다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좋아하는 것이 분명한 

것과 행복이 맺는 관계를 선택 및 자기 개념이라는 맥락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이해하는 발판을 제공하였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할 때에는 높은 

자율성을 느낀다. 자기 결정 이론(SDT)에 의하면, 자율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욕구 중 하나로, 자율성이 충족 될 때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웰빙을 누린다(Ryan & Deci, 2000). 따라서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자율성을 매개로, 웰빙과 정적 

상관을 맺는다고 이해되었다. 다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전제가 있다. 바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 분명하게 선호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 

지점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분명한 선호의 존재가 독립적으로 

행복과 정적 상관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선택의 

심리적 혜택을 위한 필요 조건으로서의 분명한 선호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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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결과는 선택에 미치는 선호의 영향이 적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선택에 미치는 선호의 영향은 문화 별로 달랐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자기 선호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분명한 선호를 형성하는 것이 장려되지 않는다. 관련 연구로, 

인도인들은 미국인들에 비해 그들의 선호가 선택을 잘 예측하지 

못했다(Savani et al., 2008).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처럼, 

동아시아 문화권에서의 독특한 자기만의 선호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환영 받지 못한다. 비서구권,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사회 규범에 

통합적이며, 맥락에 부합하는 선호를 형성하도록 장려한다(Riemer, 

Shavitt, Koo, & Markus, 2014). 그런데 한국에서 수행된 세 번의 

실험에서도 모두 자기만의 분명한 선호를 가지는 것이 개인 수준의 

행복과는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선택에 반영되지 않아도’, 

‘선호가 장려되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들은 분명한 선호를 가지며, 

분명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함을 보여준다.  

자기 개념과의 관계에서 접근하더라도, 자기 선호를 분명히 아는 것은 

행복과 관련된다. Campbell과 동료들 (1996)에 의하면 동아시아 

문화권의 사람들은 자기 개념이 비교적 명료하지 않으며, 비일관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사회적으로 자기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강조하고, 

장려하지 않는다. 그 결과 일본인의 자존감이 자기 개념 명료성에 의해 

영향 받는 정도는 캐나다인들에 비해 적었으며(Campbell et al., 1996), 

자기 개념이 분명한 것과 SWB의 관계 역시 한국인에게서는 유의하지 

않거나, 작았다(Suh, 2002). 그러나 ‘분명한 선호’만을 떼어 놓고 

봤을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문화권의 영향과 무관하게 행복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인 참여자(연구 1)와 한국인 참여자(연구 2, 3, 

4)에게서 모두 동일하게 행복한 사람들은 선호가 분명하였다. 다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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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를 묻는 방식에 의해 다르게 나타났다. 선호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만 물었을 때에는 행복과 분명한 선호의 관계가 미국인 참여자 및 

한국인 참여자에게서 모두 유의하였다. 그러나 싫어하는 것에서는 두 

문화권의 참여자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분명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분명한 선호가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 중 하나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상대적인 양의 차이이다. 호불호가 분명하더라도, 호가 분명한 것과 

불호가 분명한 것은 분명히 다르다. 연구 1과 2의 결과에서, 좋아하는 

것이 많고, 싫어하는 것이 적은 사람들은 행복 수준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싫어하는 것이 많을 때에 좋아하는 것이 적은 경우 행복 수준이 

가장 낮았다. 이는 분명한 선호가 단순히 존재한다는 것보다는 어떠한 

선호의 요소로 분명한 선호가 구성될 때 행복에 더 이로운지를 드러낸다. 

고려되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분명한 선호의 질적인 풍성함이다. 선호 

형성이 양적으로만 유창한 것만으로는 행복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다. 

연구 2에서, 행복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모두 통제되었을 

때에도 독특한 선호의 수가 행복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분명한 

선호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행복에 큰 영향을 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행복 수준과 분명한 선호, 그 중 좋아하는 것의 관계를 

탐색하였을 뿐 인과 관계를 탐색하지 않았다. 따라서 “분명한 선호를 

가져야, 행복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분명한 선호를 가지는 것이 반드시 행복에 도움을 줄까? 현실의 예를 

생각해 볼 때에도, 분명한 선호를 가지는 것은 명암을 모두 가지고 있다.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어두운 측면 중 하나는 융통성 및 적응력의 

부족이다. 유명한 이솝 우화에서, 폭풍우가 몰아친 이후 유연한 갈대는 

살아남았으나 꼿꼿했던 참나무는 부러지고 말았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98 

 

유연하게 선호 기준 및 선호의 대상을 바꾸어야 할 때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고려될 때에 분명한 선호를 가지는 것은 행복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한 답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충되어야 한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선택의 기회가 없는 분명한 

선호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웰빙과 

정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나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선택을 하는 

것, 즉 선호가 없을 때의 선택은 오히려 행복과 부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렇다면 선택할 수 없는 분명한 선호는 행복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이 역시 추가적으로 탐색될 필요가 있다. 

 

좋아하는 것이 분명한 것과 싫어하는 것이 분명한 것은 다

른가? 

본 연구의 또 다른 함의는 선호를 구성하는 이 두 요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분리하여 측정하였다는 점에 있다. 두 요소를 개별적으로 

측정함으로써 행복과 선호의 총량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총량을 

구성하는 요인의 상대적인 크기를 탐색하였다. 또한 선호의 구조 역시 

개별 요인에서 독립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선호를 단일 속성이 아닌 두 

요인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살펴보았다. 이전에 수행된 몇몇 연구들은 

선호를 단일 요인으로 측정하였다. Fazio와 Powell (1997)에서는 

좋아하는 것 또는 싫어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를 측정함으로써 

대학생활에서의 웰빙을 예측하였다. 이 때에 연구자들은 판단할 대상을 

제시한 후 좋아하는 것인지 혹은 싫어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 Dutcher와 그의 동료들 (2016)은 참여자로 하여금 

자기 확증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선호 판단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때에도 역시 하나의 대상에 대해 좋아하는 것인지 싫어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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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선호를 단일 속성의 양극단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이 이 두 요소를 서로 나누어서 측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Rodin, 1978). 선호를 구성하는 두 요소는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이다(Herr & Page, 2004; Pittinsky et al., 2011; Rodin, 

1978).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각각 대상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기반으로 판단된다(Houston et al., 1991; Shafir, 1993). 따라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처리되는 속도 및 습득하는 정보의 양 

등에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프레이밍(framing)에 따라 동일한 

대상에게서 모두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들 역시 선호의 두 요소를 분리하여 측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입증하였다. 네 번의 실험에서 모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응답에서 차이가 있었다. 특히 행복과의 관계에서는 

선호의 양적 풍성함 및 질적 풍성함, 판단의 빠르기, 선호의 구조 

면에서 모두 상호작용이 발견되었다.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분명한 선호를 보였으나 싫어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았다. 이는 좋아하는 것을 형성하고,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는 행복이 포함되나, 싫어하는 것을 형성하고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는 행복이 포함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행복과 분명한 선호의 관계가 선호의 요소에 따라 다른 일차적인 이유는 

선호의 두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대상의 서로 다른 속성,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에 의해 판단된다. 그 결과,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반응에는 비대칭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네 번의 실험에서는 

전반적으로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우세했다. 네 번의 실험에서 

참여자들은 평균적으로 싫어하는 것에 비해 좋아하는 것이 더 많고, 

다양하였다. 또한 좋아하는 것을 더 빠르게 판단하였으며, 맥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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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역시 높았다.  

좋아하는 것이 싫어하는 것에 비해 더 우세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접근 동기 및 회피 동기의 차이로 인한 ‘정보의 수준 

차이’때문이다. 두 동기는 서로 다른 정서적 반응과 연결된다. 

좋아하는 대상은 보상을 제공한다. 또한 좋아하는 대상과 함께 할 

때에는 긍정적인 정서들을 경험한다. 따라서 좋아하는 대상은 

가까이하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 결과 대상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된다. 이와 반대로, 좋아하지 않는 대상은 불쾌함을 

불러일으키므로 대상을 멀리하게 된다. 그 결과 좋아하는 것과는 달리 

대상에 대한 정보의 양이 적다. 이를 반영한 연구로 Smallman과 동료들 

(2014)에서, 참여자들은 좋아하는 대상을 평가할 때에는 대상의 많은 

특성들을 묘사할 수 있는 자세하고 세밀한 기준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대상을 표현하는 기준은 비교적 단순하고 간단한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차이는 좋아하는 것이 내용 면에서 더 풍성히 형성되며, 

좋아하는 것을 판단할 때에도 더 뚜렷하고 구체적인 기준들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긍정 상쇄(Positivity offset) 경향으로 인해 

바탕으로 좋아하는 것을 더 쉽게 형성하기 때문이다. 대상에 대한 

정보가 현저히 부족할 때에는 대상에 대한 인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되어 접근 동기가 발생한다. 긍정 상쇄에 대응하는 부정 편향 현상 

역시 존재하지만, 부정 편향은 높은 수준의 근거일 때에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처음 접하는 대상이 두드러진 부정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확률적으로 그 대상을 싫어하는 것보다는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호의 양을 비교할 때에, 또한 즉각적인 선호 판단의 빠르기를 

비교할 때에 좋아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보다 더 우세한 반응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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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서로 다른 과정으로 처리된다. 

좋아하는 것은 정서적인 만족을 주는 대상 및 직관적인 선호를 반영한다. 

정서적인 반응에 기초하므로, 좋아하는 것은 자동적이며 빠르게 

처리된다(Zajonc, 1980). 반면 싫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인지적이고 

통제된 사고를 바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리되는 속도 역시 좋아하는 

것에 비해 느리게 나타난다. 따라서 인지적 부하 상황 또는 감정에 

기반한 선택을 하도록 할 때 싫어하는 것부터 제거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게 느껴진다(Sokolova & Krishna, 2016). 다만 Sokolova와 

Krishna의 연구에서, 싫어하는 것을 제거할 때에 응답의 일관성은 더 

높게 나타났다. 

 

행복한 사람들은 왜 좋아하는 것이 분명할까? 

선호의 두 요소 중 좋아하는 것은 ‘행복’이라는 개인 특성과 결합될 

때 시너지 효과를 낸다. 행복한 사람들은 ‘긍정 특성’에 대해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자극보다 긍정적인 

자극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Becker & Leinenger, 2011; Sanchez 

& Vazquez, 2014; Segerstrom, 2001; Wadlinger & Isaacowitz, 2006). 

좋아하는 것은 대상이 준거와 비교하여, 두드러진 긍정적 속성을 보일 

때 결정된다(Houston et al., 1989). 따라서 행복한 사람들이 가진 

‘긍정 편향’은 긍정 특성 발견으로부터 시작되는 ‘좋아하는 것’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  

또한 이는 긍정 상쇄와도 연결된다. Ito와 Cacioppo (2005)에 의하면, 

긍정 상쇄와 부정 편향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발현된다. 긍정 

상쇄가 더 쉽게 일어나는 사람은 부정 편향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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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가 더 잘 발생한다. 그러나 부정 편향이 더 쉽게 일어나는 사람은 

긍정 상쇄의 효과가 더 적게 나타난다. 이들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행복한 사람들은 긍정 자극에의 편향으로 인해 ‘긍정 상쇄’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좋아하는 것을 형성하거나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더 우수한 수행을 보이게 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좋아하는 것이 뚜렷하므로, 좋아하는 것에 대한 선호의 구조 역시 

이행적이며 맥락 독립적인 형태를 띤다. 

논의를 확장해보면, 행복 수준이 낮을 때에는 싫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분명하다. 그러나 싫어하는 것의 분명함은 약하게 나타나며, 선호의 

유창성과 선호의 구조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행복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나, 

그만큼 잘 떠올리지는 못했다. 이는 싫어하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 

억제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연구 1, 2, 3 등 유창성 측정에서는 

싫어하는 것의 응답이 행복을 약하게 예측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나 선호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드러내는 연구 4에서는 행복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높은 이행적, 맥락 독립적 선호를 

보였다. 

 

연구의 함의 및 한계 

끝으로, 본 연구의 함의는 선호의 내용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을 모두 

살펴보았다는 점에 있다. 분명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선호하는 

대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과, 그 선호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모두 포괄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선호 형성의 

유창성과 선호의 구조적 명확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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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형성이 유창하게 이루어질 때, 주변의 대상들은 자신이 부여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가치를 지닌 대상이 많을 때에는 선호의 

양이 많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대상에도 

자신만의 가치를 부여하므로, 다양하고 독특한 선호가 나타나며, 선호에 

구체적인 의미가 담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과정은 빠르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많은 선호들을 빠르게 형성하였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선호에 대해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분명한 선호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자신이 부여한 가치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때에 선호의 구조 역시 명확하다. 자신이 부여한 가치에 대해 명확히 

인식한다면, 다른 대상과 비교하더라도, 비교해야 할 대상이 다른 

대상으로 확장되더라도 선호에 대한 판단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선호 형성의 유창성은 측정 방법에서의 

한계가 있었다. 연구 1과 2에서는 주어진 시간 동안 선호를 작성하게끔 

하며, 이를 선호의 양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선호의 수와 작성된 

선호의 수 간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선호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과제에 대한 응답 경향성, 즉 개인적인 응답 유창성이 낮아서 선호 

인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선호의 양은 적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유창성 측정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유창성 

측정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이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적 유창성이 반영되지 않는 선호의 구조를 탐색함으로써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세 방법론 모두에 

개인적 유창성이 반영된다는 점, 후자는 선호 형성의 유창성을 벗어난 

방식으로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선호 형성의 유창성 측정 시에 개인적 유창성의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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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1과 연구 2에서 나타난 ‘지각된 유창성’이 

실제의 유창성보다 행복에 의해 더 잘 예측된다는 점은 개인적 유창성의 

영향을 차치하더라도 선호에 대한 유창성이 행복과 맺고 있는 관계가 

지지됨을 암시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실제로 작성한 응답의 수를 

통제하더라도, 행복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좋아하는 것을 작성하는 

것이 쉽다고 응답하였다. 좋아하는 것을 떠올리고, 작성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자신감은 좋아하는 것을 쉽게 형성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즉, 

선호에 대한 지각된 유창성과 행복의 관계는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연구의 결론을 뒷받침한다. 

한편 본 연구는 행복에 대한 이론적인 발견 외에도 실천적 측면에서의 

행복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세상을 ‘좋아하는 것’들로 구성한다. 행복한 

사람들이 호불호가 많지는 않다. 행복한 사람들은 그저 ‘호’가 많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며, 싫어하는 것은 

비교적 잘 알지 못한다. 즉 대상의 부정적 속성에 주목하여 싫어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선호를 찾기보다는 긍정적 속성에 주목하여 선호를 

찾는 사람들은 더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이는 세상을 보는 관점의 

전환이 행복 증진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의 행복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행복한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 혹은 

행복한 사람들의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 제시한다. 대표적인 성격 

특성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외향적이며(Costa & McCrae, 1980; Pavot, 

Diener, & Fujita, 1990), 낙관적이다(Campbell, 1981). 환경적 

요인으로는 문화적 배경(Diener, Suh, Smith, & Shao, 1995), 소득 

수준(Diener, Diener, & Diener, 2009) 등이 행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요인들은 개인적 수준에서 변화를 도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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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은 오롯이 자신에게 달려있다. 본 

연구는 “분명한 선호를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한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그 첫 걸음으로서 분명한 선호와 행복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였다. 분명한 선호가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행복에 

다가가는 또 다른 한 걸음으로써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눈 돌릴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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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척도 

1)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Diener et al., 1985)  

 

DIRECTIONS: Below are five statements with which you may agree 

or disagree. Using the 1-7 scale below, indicate your agreement with 

each item by placing the appropriate number in the line preceding that 

item. Please be open and honest in your responding. 

 

1 = Strongly Disagree 

2 = Disagree 

3 = Slightly Disagree 

4 = Neither Agree or Disagree 

5 = Slightly Agree 

6 = Agree 

7 = Strongly Agree 

 

______1. In most ways my life is close to my ideal. 

______2. The conditions of my life are excellent. 

______3. I am satisfied with life. 

______4. So far I have gotten the important things I want in life. 

______5. If I could live my life over, I would change almost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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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삶에 대한 만족도 척도(SWLS; Diener et al., 1985) 

 

아래의 글을 읽고, 평소에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는 정도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약간 그렇지 않다 

4=보통이다 

5=약간 그렇다 

6=그렇다 

7=매우 많이 그렇다 

 

1.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 

2. 나의 삶의 조건은 매우 훌륭하다. 

3.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4.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원했던 것들을 모두 얻었다. 

5.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그대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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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Watson et al., 1988) 

 

This scale consists of a number of words that describe different 

feelings and emotions. Read each item and then mark the appropriate 

answer in the space next to that word. Indicate to what extent you 

have felt this way during the past month. Use the following scale to 

record your answers. 

 

1=Very slightly or not at all 

2=A little 

3=Moderately 

4=Quite a bit 

5=Extremely 

 

1. Interested 

2. Distressed  

3. Excited 

4. Upset 

5. Strong 

6. Guilty 

7. Scared 

8. Hostile 

9. Enthusiastic 

10. Proud 

11. Irritable 

12. Alert 

13. Ashamed 

14. Inspired 

15. Afraid 

16. Determined 

17. Attentive 

18. Jittery 

19. Active 

20. Nerv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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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 경험(PANAS; Watson et al., 1988) 

 

다음의 단어들은 감정이나 기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각 단어를 읽고 

현재를 포함한 최근 1개월 동안 당신이 느끼는 기분의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낸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전혀 그렇지 않다 

2=약간 그렇다 

3=보통이다 

4=많이 그렇다 

5=매우 많이 그렇다 

 

1. 흥미진진한 

2. 짜증난 

3. 괴로운 

4. 정신이 맑게 깨어있는 

5. 신나는 

6. 부끄러운 

7. 화난 

8. 감명받은 

9. 강인한 

10.  불안한 

11.  죄책감 드는 

12.  단호한 

13.  겁에 질린 

14.  집중하는 

15.  적대적인 

16.  조바심 나는 

17.  열정적인 

18.  활기찬 

19.  자랑스러운  

20.  두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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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3 선택 과제 목록  

 

 

 

<부록 3> 연구 4 선택 과제 목록 

 

목록 선택지 

1. 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흰색 

2. 월 1월, 3월, 5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3. 가치 도전정신, 창의성, 성실함, 자유로움, 관용, 화합, 정직함, 인내 

4. 스포츠 축구, 농구, 야구, 골프, 스키, 수영, 테니스, 마라톤 

5. 동물 기린, 사자, 얼룩말, 펭귄, 부엉이, 악어, 거북이, 돌고래 

6. 음악 클래식, 재즈, 힙합, 락, 알앤비, EDM, 발라드, 트로트 

7. 영화 액션, 로맨스, 다큐멘터리, 판타지, SF, 공포, 스릴러, 코미디, 

8. 여행지 파리, 하와이, 도쿄, 프라하, 하노이, 홍콩, 시드니, 뉴욕 

9. 모양 ★, ●, ■, ▲, ♠, ♣, ◆, ♥ 

10.  과일 사과, 바나나, 포도, 키위, 메론, 오렌지, 파인애플, 딸기 

목록 선택지 

1. 학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2. 음료 홍차, 콜라, 커피, 우유, 오렌지주스, 사이다, 두유, 에너지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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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 happy people have clear 

preferences? 
 

Yuhyun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clear preferences. We are all faced, every day, with choices.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psychological benefits of choosing. The 

choice is important to enhance autonomy, positively related to 

happiness. What is truly important is the clear preference behind the 

choice, which allows people to choose what they really want. 

However, no studies hav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lear 

preferences and happiness. Clear preferences consist of the 

presence of specific preferences and well-established knowledge on 

those preferences. Preferences, meanwhile, are determined in two 

different ways—what they like or what they do not dislike among 

options. This shows preferences include two distinct components, 

likes and dislikes. Likes are driven by the highlighted positive aspects 

of the subjects, whereas dislikes are driven by the highlighted 

negative aspects of them. In this regard, happy people tend to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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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ve attention toward positive targets. They could easily find 

positive attributes and focus on those—making it easier to find what 

they like. This research, therefore, predicted that happy people will 

have clear preferences only for things they like, and not for things 

they dislike. Four empirical studies with 669 participants in U.S. and 

Korea revealed that happy people had more preferences, had more 

different kinds of preferences, and decided their preferences more 

quickly compared with unhappy people only for what they like. These 

results, however, were not found with things they dislike. Also, happy 

people were less likely to violate the rule of transitivity and context 

independence when they chose what they like, but this was reversed 

when they chose what they dislike.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results are discussed and the directions of further 

studies are proposed. 

 

Keywords : Preference, Happiness, Likes and Dislikes, Preference 

structure, Positivity bias 

Student Number : 2017-2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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