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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과 일본의 주관적 행복감 

비교 연구

오노 유미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주관적 행복감을 분석함으로써 비교적 

비슷한 사회로 알려져 있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양국의 사회의 

차별성과 다양성, 특징을 밝히고자 했다. 한국과 일본의 종합사회조

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양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주관적 행복감은 2007~11년의 기간 꾸준히 하락

하였고, 일본과 비교해도 평균수치가 낮았다. 양국의 주관적 행복감

은 실업률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둘째, 혼인상태에 따라 행복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주로 남성이었다. 그 이유 중 하나로써 양국 기혼 여성이 공통적으

로 처하는 결혼에 따른 부담을 지적했다.

   셋째, 일본에서는 40대에 비해서 20대, 30대가 유의하게 행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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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한국은 세대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차이에 대

해서는 최근에 일본에서 화제가 된 “사토리(悟り:득도) 세대”에 대

해 언급하면서, 한국의 청년층과의 차이를 분석했다.

   넷째, 학력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일본에서는 

‘대학교 이상 여성’, 한국에서는 ‘대학교이상 남성’만 유의하게 행복

감이 높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학력의 ‘보편화’에 주목했다. 양국의 

학력 구조를 살피면서 전 연령대를 통합해서 보았을 때, 한국에서는 

남성이 대학까지 가는 것이 이미 “당연한” 일이 되어 가고 있는 반

면,  일본에서는 여성이 대학까지 가는 것이 아직 “특별한” 일이라

는 점을 지적했다.  

   다섯째, 실제 가구소득에 따른 행복감은 한국 저소득층 남성에게

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계부양자라는 사

회적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여섯째, 행복과 종교 관계에 대해서 한국은 종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유의하게 행복하지만, 일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일본의 독특한 종교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교의 유형별로 보았을 때, 불교를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개신

교,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유의하게 행복감이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경제적 변수나 종교 몰입 변수를 통제해도 여전히 남았다. 본 

논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기독교의 교리 상 특징을 지적하면서 

기독교의 “감사(感謝)”의 교리가 그 들의 행복감이 높은 것과 관련

이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남녀 차이로 보았을 때, 

여성은 종교의 유무나 종교의 유형보다 종교 몰입도가 행복감과 깊

은 연관성이 있었다. 반면에 남성은 종교 몰입도보다 종교의 유무나 

종교의 유형이 행복감과 깊은 연관성이 있었다. 이것은 양국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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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된 점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고에서는 한국 여성에 초점을 맞

춰 논의했다. 종교 그 자체보다는, 실제로 믿음과 종교 활동을 통해  

한국 여성들이 얻는 유무형의 것들이 행복감을 높인 가능성을 지적

했다.

   일곱째, 건강과 행복에 대해서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으로 

나눠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체적 건강에서는 양국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정신적 건강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술, 도박을 각각 과도하게 한 적이 있는 사람이 한 적이 없는 사람

보다 행복감이 낮았다. 한편 일본에서는 동네환경에서 소음이 심각

하다고 느낄수록 행복감이 낮아졌다. 이것은 양국사회의 차이를 보

여주는 데에 있어서 흥미로운 차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노후 불안’

이 행복감과 연관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과 일

본의 연금제도 차이에 언급하면서 한국의 공적 지원 부족이 개인의 

노후 불안감을 크게 하고, 결과적으로 행복감을 낮춘 가능성을 지적

했다.

주요어: 한국, 일본, 주관적 행복감, 사회경제적 속성, 종교, 건강

학번: 2013-2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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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근년 '행복'이라는 주제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부유함과 인간의 행복은 꼭 일치하는 것이 아니

다”라는 주장 때문이다. 이런 설은 Easterlin이 1974년에 처음으로 

제기해서 ‘Easterlin의 역설’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현상은 경제성

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소위 선진국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으

로 한국과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양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경

제수준 대비 주관적 행복감이 낮은 편이다. (그림1 참조)

<그림1> OECD 각국의 주관적 행복감(Life satisfaction)

   Source: OECD. 2013. “How's Life? 2013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http://survey.gov-online.go.jp/h26/h26-life/index.html(2015/1/9 접속)



- 2 -

   “왜 한·일 양국은 주관적 행복감이 유독 낮을까?” 이 문제를 두고 

한국, 일본 각국에서는 시사적 이슈뿐만 아니라 학문적 분야, 나아

가 정치 분야에서도 행복감에 관한 정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

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을 키워드로 하여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정부가 주관적 행복감이 낮은 것을 

문제로 삼아 2010년에 행복도 지표를 작성하는 것이 각의 결정되어 

내각부(內閣部)에 연구회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

로도 한국, 일본 양국에서도 ‘행복’이라는 주제는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하여 한국과 일본의 주관적 행

복감을 분석함으로써 비교적 비슷한 사회로 알려져 있고 비슷한 현

상이 나타나는 양국 사회의 차별성과 다양성, 특징을 밝히고자 한

다. 같은 동아시아에 속한 양국은 경제성장이라는 역사적 경험뿐만 

아니라 높은 자살률이과 같은 사회적 문제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분명 주관적 행복감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같은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고 비교해 보면, 양쪽 사회의 다양성

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우선 1장 2절에서 행복감에 

관한 기존연구의 전체적 경향을 살피고, 3절에서 자료와 연구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2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

해서 전체적 경향을 분석한다. 3장부터는 주관적 행복감과 연관성이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사회경제적 속성

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기본적인 속성들이 개인의 행복감과 어떤 연

관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4장에서는 종교에 주목해서 이 요소와 행

복감과의 관련을 분석하고자 한다. 종교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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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동아시아 사이에서 큰 차이가 있고 또한 한국, 일본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감과의 관련도 각 사회에서 다

양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주관적 행복

감과 큰 연관이 있다고 인식되는 건강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사회에서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 만큼 건강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자살

률이 높은 것으로 보았을 때, 정신적 건강 문제도 심각하다. 따라서 

건강과 행복의 연관성에 관해서 여러 측면으로 분석하는 것이 두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2절  행복에 관한 기존연구 현황

   앞에서 지적했듯이 ‘행복’이라는 주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관련 연구도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강범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김명소·한영석(2006)에 따르면, 행복에 대한 연구

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행복이란 무

엇인가?” 와 같이 행복의 개념 자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고, 

다른 하나는 행복과 여러 요소들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다. 

이 두 가지 관점은 서로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상호적으로 보

완해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행복 연구’는 크게 객관

적 삶의 실과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연구와 각각의 상호 연관성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윤태(2009)의 정리에 따르면, 행복의 객관적 환경 요인을 강조

하는 경우, 행복의 개념은 안녕(well-being) 또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반면 행복의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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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이나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이라는 용어가 쓰인다. Veehoven(1984)은 삶의 만족

을 생애 기간과 지속성에 따라 일시적 만족, 범주적 만족, 좋은 경

험, 생활의 만족(행복)으로 구분하여 개인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만

족을 느낄 때, ‘행복’이라고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행복의 주관적 

측면에 주목하기 때문에 ‘주관적 안녕’, ‘삶의 만족’, ‘생활의 만족’을 

비슷한 의미로 사용한다. 

   주관적 행복감과 여러 요소들의 관련성을 분석한 대표적인 초기 

연구는 Wilson(1967)의 고찰이다(구재선·서은국 2011). 그는 다양

한 속성들과 행복의 관계를 검토한 후, 젊음, 건강, 높은 교육과 봉

급, 외향성, 낙관성, 자기존중감 등을 행복한 사람의 특징으로 결론

지었다. 그 후 Diener 등(1999)에 의해서 이 결과는 재검증되었다. 

Diener는 행복과 관련되는 요소들은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설명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하나는 성별, 연령, 소득, 교육, 보건, 여가

와 같이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성격, 자립감, 

성취감, 문화적 풍요로움, 안전, 스트레스의 부재 등 주관적인 측면

이다. 여태까지 객관적 측면보다는 주관적 측면이 행복과 관련이 크

다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Wilson, 1967; Diener, 1984; 구

재선·서은국, 2011).

  한국, 일본에서도 국제적 흐름을 따라 최근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서구와 비교

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구체적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각장 앞부

분에서 종속변수들을 검토하면서 분석하므로 여기서는 전체적 경향

만 언급하고자 한다. 한국, 일본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미국, 서구 중

심으로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양국 각국의 국내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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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함으로써 각국의 특징을 밝히고 있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

나 이런 연구들은 대개 국내 데이터 분석에 머물러 있고, 종종 서구 

사회와의 비교한 연구는 눈에 띠어 동아시아 나라들과의 비교를 수

행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양국에서 행복감의 연구 흐름은 객관

적 측면보다 심리적 측면에 주목하는 실정이다. 구재선·서은국

(2011)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그 경향이 현저하고 특히 심리학 분야

에서는 객관적 변인을 포함한 국내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 경제

학, 사회학 분야에서도 객관적 요인에 주목한 행복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지만, 아직 시작 단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 한계를 염두에 두며,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한국 일본 양국 사회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의 특성상 주로 외적 측면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기 때문에 서구

의 연구 성과를 많이 이용하였다. 

제3절  자료와 연구방법

<자료>

   본 논문에서는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2007~2011)와 일본의 

General Social Surveys JGSS (2000, 2001, 2002, 2003, 2005, 

2006, 2008, 2010)를 사용하여 양적 연구를 실시한다. 한국종합사

회조사 KGSS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로서 다단계지역확률표집(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 방식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된 응답대상자들에 대한 대인 

면접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일본의 JGSS는 일본 전국의 만 20

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층화 이단 무작위 추출법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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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2장에서는 연도별 행복감

의 경향을 분석하고 3장 이하에서는 양국의 2010년 조사를 사용해

서 행복감과 다양한 속성들과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한다. 2010년 

조사를 이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해에 한국, 일본, 

중국, 대만 4개국이 공동으로 동아시아사회조사(EASS, East Asian 

Social Surveys)라는 조사를 실시했고 그 내용이 KGSS와 JGSS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양국에 공통된 설

문이 많았고, 선택지도 맞춰서 작성됐다. 다른 하나는 역시 같은 해

에 EASS에서 건강과 관련되 요소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에 주목한 본 연구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다양한 속성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기술통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서 양국의 행복감과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를 밝힌다. 한편, 분석에는 Stata11을 사용했다.

<측정 도구>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각 장 앞부분에서 검토한다. 종속변수로써 

사용하는 설문은 한국은 “귀하의 요즘 생활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

로 얼마나 행복 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이고 선택지는 

2007, 2008년은 “1.매우 행복하다, 2.다소 행복하다, 3.별로 행복하

지 않다 4.전혀 행복하지 않다”의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2009년, 

2010년은 같은 질문에 “1.매우 행복 ~ 5.매우 불행”의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2011년은 같은 질문에 “1.전적으로 행복하다, 2.매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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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다, 3.다소 행복하다, 4.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다, 5.다소 불

행하다, 6.매우 불행하다, 7.전적으로 불행하다”의 7점 척도로 되어 

있다.

  한편, 일본은 “Are you happy?”(あなたは、現在幸せですか。)라

는 질문에 “1. Happy ~ 5. Unhappy”(1.幸せ~5.不幸せ) 로 대답하

는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다만 2008년과 2010년에는 EASS의 기

준에 맞춰서 “1.Very happy ~ 5. Very unhappy”(1.非常に幸せ~

非常に不幸せ)라는 선택지로 조사를 따로 실시하였다. 이는 일본 사

람들이 “매우”와 같은 극단적 선택지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에 공통조사가 이루어진 연도에만 다른 나라와 맞춰서 선택지를 작

성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척도의 경우, 숫자가 클수록 행복감이 높아지게끔 그 순서를 역

전시켰다. 



- 8 -

연도 평균 최댓값

2000 3.84 5.00 

2001 3.85 5.00 

2002 3.82 5.00 

2003 3.79 5.00 

2005 3.83 5.00 

2006 3.89 5.00 

2008 3.92 5.00 

2010 3.91 5.00 

연도 평균 최댓값

2007 2.89 4.00 

2008 2.86 4.00 

2009 3.49 5.00 

2010 3.46 5.00 

2011 4.82 7.00 

제2장  한국과 일본의 행복감 경향 분석

제1절  연도별 경향 분석

   <표1-1>과 <표1-2>는 각각 한국과 일본의 연도별 행복감 평균

을 나타낸 표다. <그림2-1>과 <그림2-2>는 각각 한국과 일본의 연

도별 행복감을 10점 척도로 전환해서 만든 도표이다.        

<표1-1>한국의 연도별 행복감 평균   <표1-2>일본의 연도별 행복감 평균 

   <그림2-1>과 <그림2-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주관적 

행복감은 2007년~11년의 기간 꾸준히 하락하였다. 반면, 일본은 

2003년에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V자형을 보였다. 양국의 평균치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수치가 낮음을 알 수 있

다. 앞서 지적했듯이 2008년 및 2010년의 일본 조사에서는 EASS

의 기준에 맞춰서 예년과 선택지를 다르게 해서 따로 조사가 이루

어졌다1). 그 결과는 <그림2-2>에 표시한 평균치보다 비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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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한국의 결과보다는 높았다(2008년 

7.38/10.00, 2010년 7.36/10.00).

   

1) 일본은 2008년과 2010년에 조사를 두 번 실시하였다. 각각을 편의상, A표와 B

표라고 부르겠다. 이 때, A표는 예년과 같은 선택지로 한 것이고, B표는 “매우”

라는 선택지를 추가했다. 연도별 행복감의 평균을 낼 때는 예년과 같은 기준(A

표)을 썼지만, B표를 이용해도 여전히 한국보다 높은 평균치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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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도(宍戸)·사사키(佐々木)(2011)의 연구에 따르면, 2003년에 

나타난 “유의미한 행복감의 하락”과 2008년에 나타난 “행복감의 상

승”은 일본 총무상 “노동력조사”의 완전실업률 추위를 반전시킨 결

과와 비슷하다. 그들의 연구는 한 나라의 실업률이 사람들의 행복감

에 분명 영향을 끼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Di Tella 

Rafael, Robert J. MacCulloch and Andrew J. Oswald, 2001).

   안타깝게도, 한국의 행복감 추이를 분석한 연구는 2014년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행복감의 하강 원인을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일본에 대한 선행연구에 비춰봤을 때, 마찬가지로 실업률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실제로 한국의 실업률을 살

펴보면, 2007년 3.2%, 2008년 3.2%, 2009년 3.6%, 2010년 3.7%, 

2011년 3.4%였다2). 따라서 실업률은 2011년에 약간 개선됐을 뿐

이지, 2007년부터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9년

은 전년 벌어진 미국발(發) 금융공황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불

황이 몰아닥친 해였다. 한국의 실업률도 3.6%로 전년 대비 +0.4%

로 크게 상승했다. 행복감 역시 6.98로 전년 대비 0.17포인트 하락

하여 제일 큰 하락 폭을 보였다. 물론 위의 분석은 어디까지나 추측

이지만, 하나의 가설로 삼아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제2절  2010년도의 경향 분석

   3장부터는 2010년 이뤄진 조사에 초점을 맞춰서 주관적 행복감

2) 출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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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따라서 여기서는 2010

년도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2010년도의 주관적 행복감의 평균치는 5점 척도로 했을 때, 한

국이 3.26, 일본이 3.68이었다3). 양국의 행복감 분포는 <그림3-1>, 

<그림3-2>에 각각 나타난 바와 같다.

   행복감의 평균치가 높은 일본은 그 분포에서도 “행복” 쪽에 몰

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인이 ‘약간 이상으로 행복하다’라고 조사에 

응한 사람은 58.91%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은 중간을 선택한 사람

이 제일 많고, “행복” 쪽을 선택한 사람은 46.39%로 채 절반을 넘

지 않았다. 비교적 한국의 주관적 행복감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3) 일본 척도는 EASS에 맞춰서  “1.Very happy ~ 5. Very unhappy”(1.非常に

幸せ~非常に不幸せ)의 선택지를 사용(JGSS 2010년 B표)했다. 필자는 편의상, 

점수가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높아지게끔 척도를 역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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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경제적 속성과 행복

제1절  기존연구 검토  

   앞에서 지적했듯이 행복감과 관련 있는 변수는 외적 변수와 내

적 변수로 나뉜다. 본 논문에서는 그 변수들을 살피거나 또는 단순

히 연관성의 수치를 비교하는 것보다, 분석을 통해서 양쪽 사회를 

비교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을 대상

으로 시행된 공통 설문을 근거로 하여 각각의 독립변수를 검토한다. 

이 장은 그 중에서도 사회경제적 속성에 초점을 맞춰 본 논문이 주

목하는 변수에 대한 기존연구를 일별한다. KGSS와 JGSS 에서 추출

한 사회경제적 변수는 연령, 성별, 학력, 실제 가구소득, 주관적 가

구소득, 고용상태, 혼인상태의 7가지 변수이다. 

<연령>

   연령에 대해서는 “U자곡선설”과 가령에 따라 행복감이 낮아지는 

“가령저하설”로 나눠 볼 수 있다. Blanch flower and 

Oswald(2008)는 미국과 유럽의 데이터를 분석해 행복감은 대략  

40대에서 바닥을 치는 U자 곡선을 그린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시

도·사사키(2011)가 JGSS(2000-2010)를 분석한 일본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일본 “2008년 국민생활백서”에 따르면, 일본인의 

행복감은 가령에 따라 저하한다고 지적했다(내각부 국민생활국内閣

府国民生活局 2008:61). 한국의 경우에는 행복에 대한 연령의 부정

적 관계를 보였는데, KGSS(2006)를 분석한 이동원에 따르면,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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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활만족감이 가장 높고 40대 이후는 계속 떨어졌다(이동원, 

2007).

<성별>

   경향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행복감이 약간 높다는 결과가 많은 

연구에서 보고 되었지만,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다(Inglehart, 1990; White, 1992). 일본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

다 더 행복감이 높다는 연구가 있었으나, 흡연 변수를 통제하면, 그 

차이는 무의미해진다는 지적도 있다(츠츠이筒井 et al., 2009). 반면 

한국에서는 남성의 높은 행복감을 실증하는 연구가 다소 있었다 (조

명한 외, 1994; 차경호, 1999; 김명소 외, 2003). 또한 다른 측면, 

이를테면 고용상태나 혼인상태 등에서 성별에 따라 행복감과의 관

계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시도·사사키, 2011; 최말옥,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성별 요소를 차용하여 분석을 실시했

다. 

<학력>

   특히 선진국에서 학력의 효과는 한정적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

다(Hartog and Oosterbeek, 1998). 이 원인에 대해서 Frey and 

Stutzer(2002)는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원

망(aspiration)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바람직한 상태를 항상 위쪽

으로 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 JGSS를 쓴 분석에서

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보다 대학교 졸업 이상이 더 행복감

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시도·사사키, 2011). 구재선·서은국

(2011)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했지만, 성별, 외향성, 소득 등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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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학력 수준에 따라 행복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졌다고 

보고했다. 또한 한국 연구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지고 자신이 높은 소득계층에 속한다고 믿지만, 사실 학력별 평

균소득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동원, 2007). 

<실제 가구소득과 주관적 가구소득>

   경제성장과 국민 개개인의 행복감은 분명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

고 있다. 그러나 국민소득과 행복감이 반드시 정비례한 것은 아니

며, 여러 다른 요소가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따

라서 국가 전반의 차원에서 소득이 상승하더라도 개인의 행복감은 

일정 수준에 머무른다는 “Easterlin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가 많다

(Hagerty and Veenhoven, 2003; Diener and Biswas- Diener, 

2002; Blanchflower and Oswald, 2005 등). 한편 개인 차원에서

는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감은 높아지지만, 오히려 부유층에서는 행

복감 효과가 감소한다는 지적도 있다(시라이시白石·시라이시白石, 

2010). 또한 서구, 일본, 한국의 사례에서, 실제 소득보다는 주관적 

소득이 행복감과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되기도 했다

(Firebaugh and Schroeder, 2009; 시시도·사사키, 2011; 구재선·

서은국, 2011). 한국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결과에서는 월평균가구소

득과 행복감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확인된 연구(김명소 외, 

2003; 구재선·서은국, 2011)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서로 상

반되는 연구가 있다(이동원, 2007).

  

<고용상태>

   많은 연구들이 실업자의 행복감은 낮다고 지적했다(Di Tella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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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1; 오타케大竹, 2004 등). 일본 데이터를 쓴 분석에 따르면, 

30세에서 49세 사이의 실업이 행복감을 낮춘다는 결과나 비정규직

이 정규직에 비해 행복감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사노佐

野·오타케大竹, 2007). 또한 고용 불안정성과 행복감의 상관관계가 

남성에게만 있다고 지적하는 연구도 있다(시시도․사사키, 2011). 한

국 연구 중에는 남성, 여성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무직이 

더 행복감이 높다는 결과가 있다(최말옥, 2011). 

<혼인상태>

   기혼자가 미혼자나 이혼자에 비해서 행복감이 높다는 연구결과

가 대부분을 차지했다(Diener and Seligman, 2004; Easterlin, 

2005). 남녀 차이의 측면에서, 일본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의 행

복감은 유의하게 떨어지는 것이 지적되었다(시시도·사사키, 2011). 

또한 한국에서도 이혼한 남성의 행복감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이 보

고되었다(이동원, 2007).

제2절  양국 비교 분석

   다음 쪽에 표시한 <표2>는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변수를 종

합한 기술통계 결과이다. 각 독립변수 중에서 정의가 필요한 것은 

각주로 설명했다. 양국을 비교하면, 연령대는 일본이 높고 학력은 

한국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가구소득에서 “모름/무응

답”이 27%로 비교적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연령이 높음에 따라 

일본은 기혼·동거의 비율이 한국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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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회경제적 변수의 기술통계 결과

구분 
한국(N=1576) 일본(N=2496)

N(%)/평균(SD) 합계 N(%)/평균(SD) 합계

연령 45.21(16.56) 　 53.70(16.98)

20 대 이하 295(18.7) 　 236(9.5)

30 대 370(23.5) 1570 381(15.3) 2496

40 대 360(22.8) (99.6) 403(16.1) (100.0)

50 대 219(13.9) 　 428(17.1)

60 대 157(10.0) 　 540(21.6)

　 70 대 이상 169(10.7) 　 508(20.4) 　

성별 　
1576  

(100.0)

　
2496   

(100.0)남자 744(47.2) 1154(46.2)

　 여자 832(52.8) 1342(53.8)

학력4) 　 　 　

중학교 졸업 이하 364(23.1) 　 396(15.9)

고등학교 졸업 475(30.2) 1574 1157(46.3) 2484

단기 대학, 전문 235(14.9) (99.9) 372(14.9) (99.5)

대학교 이상 500(31.7) 　 559(22.4) 　

(한국)월평균 가구소득 　 　 　

100 만원 미만 211(13.4) 　 -

100~199 만원 195(12.4) 　 -

200~299 만원 215(13.6) 1576 - -

300~399 만원 240(15.2) (100.0) -

400~499 만원 177(11.2) 　 -

500 만원 이상 341(21.7) 　 -

　 모름/무응답 197(12.5) 　 - 　

(일본)연간 가구소득 　 　 　

0-349 만엔 - 　 569(22.8)

350~649 만엔 - -　 662(24.9) 2471

650~999 만엔 - 　 398(16.0) (99.0)

1000 만엔 이상 - 　 207(8.3)

　 모름/무응답 - 　 67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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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가구소득5) 2.59(0.99) 1554 
(98.6)　 2.61(0.89) 2477 

(99.2)　
고용상태 　 　 　

경영자, 임원 - 　 90(3.6)

상용직 474(30.1) 1568 724(29.0) 2456

임시직, 일용직 171(10.9) (99.5) 410(16.5) (98.4)

자영업, 가족종사자 295(18.7) 　 278(11.1)

무직 620(39.3) 　 917(36.7)

실업6) 8(0.5) 　 37(1.5) 　

혼인상태 　 　 　

기혼, 동거 1007(63.9) 1573 1805(72.3) 2495

이혼, 사별, 별거 198(12.6) (99.8) 302(12.1) (99.9)

　 미혼 368(23.3) 　 388(15.5) 　

   <표3-1>과 <표3-2>는 한․일 양국에 대하여 7개의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Model 1은 연령을 연속변수로 보았

고, Model 2는 연령을 세대별로 나눈 결과이다. Model 3은 기존연

구에 따라, 성별로 나눠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4) 학력 정의 <한국> 중학교 졸업 이하=무학, 서당 한학, 초등(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고등학교. 단기대학·전문=전문대학교(2,3제). 대학교 이상=대학

교(4년제), 대학원(석사과정),  대학원(박사과정)을 범주화.

   <일본> 중학교 졸업 이하=구제 고등 소학교이하 또는 신제 중학교 졸업이하. 

고등학교 졸업=구제 사범학교 이하 또는 신제 고등학교 졸업 이하. 단기대학, 
전문=구제 고등학교 이하 또는 신제 단기대학, 전문대. 대학교 이상=구제 대학

교 이상 또는 신제 대학교 이상.

5) 주관적 가구소득 설문<한국>Q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귀댁의 소

득은 평균보다 어느 정도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1,평균보다 훨씬 

높다. 2.평균보다 약간 높다 3. 평균이다 4.평균보다 약간 낮다 5.평균보다 훨씬 

낮다. “1.평균보다 훨씬 낮다~5.평균보다 훨씬 높다”로 척도를 역전시켰다.

   <일본>Q. Compared with Japanese families in general, what would you 

say about your family income? 1.Far below average 2.Below average 3. 

Average 4. Above average 5.Far above average

6) 실업 정의 <한국>무직의 이유 중에서 “실직”, “사업 실패”를 실업으로 분류

   <일본>무직 중에서 “실업 중“을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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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한국의 사회경제학적 변수 회귀분석 결과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N=1529 N=1529 남자  
(N=722)

여자 
(N=807)

연령 -0.021* 　 -0.036* -0.001 

연령² 0.0002* 　 -0.0004* -0.00002 

세대(40 대 기준) 　 　

20 대 이하 　 0.096 

30 대 　 -0.043 

50 대 　 -0.113 

60 대 　 0.013 

　 70 대 이상 　 -0.005 　 　

성별(남자 기준) -0.003 -0.004 　 　

학력(고졸 기준) 　 　 　 　

중졸 이하 -0.084 -0.067 -0.148 -0.013 

단기 대학, 전문 0.065 0.067 0.180 -0.043 

　 대학교 이상 0.179** 0.185** 0.199* 0.161 
월평균 가구소득
(300~399 기준) 　 　

100 만원 미만 -0.186 -0.191 -0.323* -0.077 

100~199 만원 -0.184* -0.109* -0.263* -0.097 

200~299 만원 -0.117 -0.109 -0.203 -0.007 

400~499 만원 -0.110 -0.120 -0.144 -0.057 

500 만원 이상 -0.010 -0.111 -0.102 -0.121 

　 모름/무응답 -0.217* -0.222* -0.323* -0.137 

주관적 가구소득 0.201*** 0.203*** 0.178*** 0.234***
고용상태(상용직 기준) 　 　

임시직, 일용직 0.048 0.047 0.064 0.083 
자영업, 가족종사자 0.048 0.042 0.066 0.053 
무직 0.044 0.055 0.035 0.112 

　 실업 0.063 0.053 -0.362 0.097*
혼인상태(기혼, 동거 기준) 　 　

이혼, 사별, 별거 -0.154* -0.141 -0.420** 0.028 

　 미혼 -0.395*** -0.378*** -0.543*** -0.220 

constant 3.592*** 3.092*** 4.082*** 2.941***

Adjusted R² 0.102 0.101 0.144 0.075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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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일본의 사회경제학적 변수 회귀분석 결과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N=2397 N=2397 남자 
(N=1112)

여자 
(N=1285)

연령 -0.055*** 　 -0.048*** -0.054***

연령² 0.0005*** 　 0.0004*** -0.0005***

세대(40 대 기준) 　 　

20 대 이하 　 0.357***

30 대 　 0.204**

50 대 　 -0.098

60 대 　 -0.053

　 70 대 이상 　 0.107 　 　

성별(남자 기준) 0.070 0.066 　 　

학력(고등학교 졸업 기준) 　 　

중학교 졸업 이하 -0.027 -0.024 -0.091 0.000 

단기 대학, 전문 0.063 0.057 0.083 0.053 

　 대학교 이상 0.107* 0.108* 0.050 0.176*

연간가구소득(350~649 기준) 　 　

0-349 만엔 0.020 0.014 0.030 0.014 

650~999 만엔 -0.007 -0.009 -0.011 -0.008 

1000 만엔 이상 0.035 0.043 0.032 0.027 

　 모름/무응답 0.030 0.041 0.087 -0.017 

주관적 가구소득 0.219*** 0.224*** 0.168*** 0.279***
고용상태(상용직 기준) 　 　

경영자, 임원 -0.099 -0.1 -0.008 -0.288 
임시, 파견 0.028 0.042 0.044 0.092 
자영업, 가족종사자 0.074 0.082 0.141 0.012 
무직 0.041 0.057 0.040 0.100 

　 실업 -0.206 -0.21 -0.030 -0.628*
혼인상태(기혼, 동거 기준) 　 　

이혼, 사별, 별거 -0.275*** -0.251*** -0.631*** -0.115 

　 미혼 -0.568*** -0.525*** -0.751*** -0.382***

constant　 4.552*** 3.040*** 4.647*** 4.347***

Adjusted R² 0.116 0.112 0.140 0.11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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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경향이 있다. 즉 연령 효

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연령 제곱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따

라서 영령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떨어지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우 

완만한 U자 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알 수 있다(Model 1). 또한 한국

은 세대별로 보았을 때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한국 Model 2), 

일본은 40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대, 30대의 행복감이 유의하

게 높음을 알 수 있다(일본 Model 2). 

   성별로 보면 한국도 일본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학력에 대해서도 양국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다른 변수들을 통

제한 상태에서 고졸을 기준으로 할 때, 대학교 졸업 이상이 유의하

게 행복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평균 가구소득은 한국의 경우에는 한 달 300~399만원을 기준으

로 100~199만원 집단에서 유의하게 행복감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

다. 이 데이터에서 가구소득의 평균이 368만원이기 때문에 평균값

보다 많이 낮은 100~199만 원 집단에서 행복감이 유의하게 낮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평균값보다 높은 400만 원 이상 집단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특이한 것은 한국에서 가구소득에 대해서 

모름/무응답이 12.5%를 차지했지만, 그 집단에서 행복감이 유의하

게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으로 일본은 여러 변수를 통제했을 

때, 가구 소득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주관적 가구소득은 양국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주관적으로 평균

보다 가구소득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고용상태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혼인 상태에 대해서는 양국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즉 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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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사람보다 이혼, 사별, 별거하는 사람의 행복감이 유의하게 

낮고 미혼 사람은 더욱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녀 차이에 대한 분석은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했는

데, 그 결과는 Model 3에 표시했다. 한국은 연령, 연령 제곱,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혼인상태의 유의미한 차이가 남성에게만 나타났다

는 것이다. 고용상태에서는 여성의 실업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지만, 이것은 모집단수가 아주 적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기

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일본은 연령, 학력, 혼인상태에서 남녀차이를 보였다. 연령

제곱에서 여성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U자 곡선을 그린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력에서 고졸과 비교했을 때, 대학교 

이상의 행복감 차이는 여성의 행복감에게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것은 한국과 다른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혼인상태에 대해서는 기혼

에 비해서 이혼·사별·별거에서는 남성에게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 고용상태의 실업은 여성에게만 유의미한 수치가 나왔지만, 한

국과 마찬가지로 모집단수가 적기 때문에 유의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3절 분석 결과와 논의

   요컨대, 양국을 비교한 결과 크게 네 가지 정도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성별은 행복과 상관관계가 없다. 이것은 한국에서

는 남성이 더 행복감이 높고, 일본에서는 여성이 행복감이 더 높다

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배치된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도 성별과 

행복감의 연관성은 약했고, 다른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차이가 없어

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의 결과가 특별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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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주관적 가구소득이 평균보다 많다고 생각할수록 행복감이 

높아지고, 평균보다 낮다고 생각할수록 행복감도 낮아진다. 이 결과

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적 

가구소득 부분과 같이 논의할 것이다.

   셋째, 고용상태는 행복감과 상관관계가 없다. 이것은 기존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기존연구에서는 실업이 행복감과 깊은 연관성이 있

다고 했는데, 이번 데이터 분석에서는 실업자의 모집단수가 매우 적

어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곤란했다. 또한 한국에서는 무직자가 직업

을 가진 사람보다 행복감이 높다는 결과가 있었지만, 본 논문이 행

한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 네 번째 공통점은 양국의 행복감이 ‘기혼·동거 집단 ＞ 

이혼·사별·별거 집단 ＞ 미혼 집단’의 순서로 낮아졌고, 한국에서 그

런 현상은 남성에게만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남녀 공통적으로 미혼 

집단이 기혼·동거 집단보다 행복감이 낮지만, 그 변화의 폭은 남성

이 더 크고, 또한 기혼·동거 집단에 비해 이혼·사별·별거 집단은 남

성만 유의하게 낮아졌다. 즉 결혼과 행복감의 양의 상관관계는 양국

에서 남성에게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 시시도·사사키(2011)는 이나바(稲葉)(2002)의 “결

혼이라는 제도에서 보다 큰 심리적 장점을 얻는 것은 남성이다. (중

략) 여성이 케어(care)를 제공한다는 성별 비대칭적 사회구조가 있

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인용하면서 미혼 남성의 행복감이 크게 

낮아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별 역

할분담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이 증가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수가 증가했지만,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기 십상이다.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한다 해도,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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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다(츠츠이筒井, 2011; 손문금, 2005 등). OECD 조사

에 따르면, 일본 여성이 집안일에 투자하는 시간은 하루 199분인데 

비해, 남성은 24분을 투자했다. 한국의 경우, 여성 138분, 남성 21

분이었다. 아이 돌보기 시간은 일본 여성은 26분, 남성은 7분, 한국 

여성은 48분, 남성은 10분이다. 두 나라 남성 모두 OECD 국가의 

남성들 중 가장 적은 시간을 무급노동에 사용했다7). 이러한 결혼에 

따른 부담이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의 행복감에 큰 차이가 나지 않

는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다. 또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에게

는 결혼 이후의 출산, 육아 등 경제활동과 양립하기 힘든 부의 요소

가 있다. 그런 결혼에 인한 여성에게 부의 요소도 행복감과 연결되

어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이혼(사별, 별거 포함)에 대해 살펴보자. 사실 이번 데

이터에서는 이혼보다 사별 케이스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

에 이혼·사별·별거 집단도 자연스럽게 연령대가 높게 나타났다(일본 

68.3세, 한국 63.7세). 따라서 여기서는 배우자 없이 생활하는 독거

노인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하고 싶다. 

   한국 노인의 우울함을 분석한 이민아(2009)의 연구에 따르면, 사

별, 이혼, 별거 등의 결혼 해체 양태는 남성노인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성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우울도”를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가정할 경우, 본 연구결과와 일

치한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7) 출소: OECD 무급 노동에 남녀가 투자하는 시간 조사

http://www.oecd.org/gender/data/balancingpaidworkunpaidworkandleisure.htm

(2015/1/9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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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도가 높았다고 한다. 즉, 배우자의 존재가 남성의 우울도는 떨

어뜨리지만, 여성의 우울도는 오히려 높인다는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민아(2009)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성역할에 따른 일상생활에서의 부담과 스트레

스다. 한국사회에서 여성 노인의 경우, 주로 배우자를 돌본다는 점

에서 배우자가 존재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감을 더 많이 느

낄 수 있다. 한국의 남성 노인은 은퇴 후 가사노동에 참여하거나 도

움을 주기보다는 주로 돌봄의 대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이 

배우자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그 부담은 노인이 되어서 더 

커 질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민아가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남성 노인이 배우

자에게 더 의존적인 경우가 많고(Umberson et al., 1992), 독립적

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경우가 흔치않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할

수록 신체적 기능이 쇠퇴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돌봄의 부담은 오

히려 늘어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결혼해체가 남성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도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둘째, 평균수명의 차이이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고, 

사별한 사람들의 성비를 살펴보면, 여성이 훨씬 많다는 지적이 제기

되었다. 이는 여성이 남성 배우자보다 더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높

고, 주위 사람들에게서도 그러한 경우를 많이 접할 수 있을 것이므

로 적응과 현실 수용이 상대적으로 더 수월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민아의 연구는 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설명은 

일본에도 적용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기혼 여

성의 성역할에 따른 부의 요소가 기혼 여성과 미혼, 이혼 여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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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감 격차를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양국의 차이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양국에서 연

령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는 U자 곡선을 그렸

다. 그러나 남녀를 비교하면, 한국은 연령 효과가 남성에게만 해당

되고 오히려 역U자 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여성이 역U자 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대별로 보았

을 때, 한국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일본은 40대에 비해서 2·30

대가 유의하게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40대에서 

바닥을 치는 U자 곡선을 그린다는 기존연구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

과이다. 이번 연구는 시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아, 순수한 의미

의 연령 효과랄 순 없겠으나 기존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왜 이런 U자 곡선이 그려지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

가 없다. Blanchflower& Oswald(2008)가 제시한 가설 중 하나는 

사람은 자기의 강점과 약점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중년기에 들어

서는 과도한 열망을 가라앉히기 때문에 행복감이 낮아진다는 것이

다. 

   유독 일본에서만 2·30대가 행복감이 높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도 

논의해보자. 사실 한국의 경우에도 젊은 층의 행복감이 비교적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세대별로 보았을 때는 그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한·일 양국의 청년층은 강고한 학벌주의의 만연에 따른 스트레스나 

실제적으로 높은 실업률, 낮은 고용 안정성 따위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왜 젊은 세대

에서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일까?8) 일본 내각부가 2014년에 

8)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이미 일본 국내에서 실시된 여러 조사에서도 

도출된 바 있다. 그러한 조사 결과는 일본 학계에서 종종 회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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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국민생활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의 79.1%가 현재 생

활에 만족했다9). 이 수치는 모든 세대 중에서 제일 높은 만족도였

다. 이 결과에 대해서 후루이치(古市, 2011)는 “지금 젊은 층은 더 

이상 경제성장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주어진 조건 안에서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맥락

에서, 1980년대 후반~1990년대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는 “사토리

(悟り:득도) 세대”라는 명칭도 등장했다. 불교에서 쓰이는 “득도하

다”라는 말로 “욕심이 없고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모습”의 일본 젊

은이를 빗댄 표현인 것이다. 사토리 세대는 경제성장의 혜택을 입긴 

했으나, 실상 불황밖에 모르고 자란 세대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주어진 조건하에서 만족하고 욕심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젊은 층은 사토리 세대와는 조금 다르다. 한국 젊은 층도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상방 이동에 대

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사회도 그러한 풍조를 재생산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2010년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김남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한국 젊은이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나오

는 젊은 층의 모습은 사토리 세대와는 전혀 달랐다. 이 책의 요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청춘을 지내는 젊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어려움

을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내라’는 것이다. ‘젊을 때 열심히 살라’는 

점에서 이념(ideology)이라 할 만한데, 젊은 층이 이러한 책에 호응

을 보인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지만, 분명 흥미로운 

연구주제이다. 여하튼 이런 면에서 양국 젊은 층은 다르고, 그것이 

젊은 층의 행복감 차이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9) http://survey.gov-online.go.jp/h26/h26-life/index.html (2015/1/9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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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차이로는, 학력의 측면에서 고졸과 비교하면 대졸이 유

의하게 행복감이 높지만, 한국에서 그러한 결과는 남성에게만 해당

되고, 일본에서는 여성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남녀간의 

차이는 기존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한편 양국은 ‘학

력사회’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이 더 인정을 

받는 사회이기도 한다. 이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을 의미할까? 

   <표4>는 양국의 학력을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표다. 표를 살펴

보면, 양국에서 남녀차이가 많이 남을 알 수 있다. 우선 한국 남성

을 보면, 대학교 이상이 37.6%로 제일 많다. 이는 회귀분석의 기준 

집단인 고졸 28.8%보다 높은 수치이다. 즉 한국에서 대학교 이상 

집단이 대다수가 되고, 고졸은 비교상태로서 소수집단이 된다. 따라

서 대학교 이상의 다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맥락에서 고졸 이

하에 속한 이들의 상대적 행복감이 낮다고 추측해볼 수 있겠다. 한

편, 일본 남성은 학력에 따라 행복감에 차이가 없었지만, 그 구성을 

보면, 한국과 달리 대학교 이상보다 고졸이 더 많다. 즉 일본의 경

우, 아직 대학교 이상이 다수 집단이라고 하기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준 집단인 고졸에서 보면, “다수 집단에 못 들어갔다”는 

인식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더하여 대학교 이상이 30%를 넘

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여성의 학

력을 보면, 한국은 고졸 31.4%에 비해 대학교 이상이 26.4%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고졸이 역시 다수 집단이다. 반면에 일본은 대

학교 이상은 14.8%밖에 안 되고 고졸 집단이 50.8%다. 대학교 이

상이 비교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대학교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특별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 여성의 경우, 고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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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남녀별 학력 구성

학력
한국(N=1576) 일본(N=2496)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중학교 졸업 이하 18.0% 27.6% 23.1% 17.8% 14.2% 15.9%

고등학교 졸업 28.8% 31.4% 30.2% 41.3% 50.8% 46.3%

단기 대학, 전문 15.3% 14.5% 14.9% 9.5% 19.5% 14.9%

대학교 이상 37.6% 26.4% 31.7% 31.3% 14.8% 22.4%

합계 99.7% 99.9% 99.9% 99.9% 99.3% 99.5%

다 대학교 이상에서 행복감이 높아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학력에 따라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일 

것이다. 이를테면, 대학교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시절에

는 대학교에 갔다는 것만으로 인정을 받곤 했다. 그것이 대학교 이

상의 일본 여성의 행복감이 높은 이유가 아닐까 한다. 그러나 오늘

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학교에 진학한다. 그런 시대에는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낮은 평가를 받는다. 한국 남성의 

결과는 그러한 세간의 사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차이점은 가구소득이 한국 남성에게만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국 남성의 ‘월평균 가구소득 199

만원 이하’의 집단에서 행복감이 ‘기준집단(300~399만원)’보다 유

의하게 낮았다. 또한 ‘모름/무응답’도 유의하게 낮았다. 실제로 한국

에서 한 달에 200만원 남짓 되는 돈으로 생활하는 것은 무척 힘들

다. 또한 남성이 생계부양자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남아 있어 그로 

인해 남성이 받는 부담감은 저소득층일수록 높을 수밖에 없다. ‘모

름/무응답’의 경우, 소득에 불만이 있거나 남보다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로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행복감이 낮은 것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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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다. 반대로 기준집단보다 높은 가구소득 집단에서 유의미

한 차이는 없었다. 이것은 ‘경제적 부유함의 효과가 일정 정도를 넘

으면, 감소하거나 없어진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높은 소

득에는 자연스레 장시간 노동이나 일로 인한 스트레스 등 행복감의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 뒤따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가구소득과 행복감이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기존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양국에서 주관적 가구소득과 행복감에 깊은 

연관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와 실제가구소득의 결과를 같이 고찰

해 보면, 양국 다 실제 소득보다 주관적 소득이 행복감과 연관성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한국 저소득층 남성은 행복감이 유의하게 낮다’는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평균보다 소득이 낮은 층에서 행복감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것은 중요하다. 정부가 ‘행복’에 관해서 정책을 펼칠 때, 소득 부분

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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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종교와 행복

제1절  기존연구 검토

   종교와 행복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서 주로 수행됐다. 본 논문은 그 중에서도 종교의 유무와 

종류, 신앙심 등의 요소에 주목한 연구결과를 살펴본다. Diener et 

al.(1999)는 종교가 배우자와의 사별, 실업, 빈곤 등으로 인해 발생

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고, 신앙심이 깊은 사

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감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KGSS(2006)를 이용한 분석에서 종교의 종류보다

는 종교행사 참석빈도와 믿음이 생활 만족감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출됐다(이동원, 2007). 또한 구재선·서은국(2011)에 

따르면, 종교를 믿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편안한 정서를 더 자주 느낀다. 그러나 종교가 있는 사람 중에서 기

타 종교를 제외하고, 개신교, 불교, 천주교 신자의 행복 수준의 차이

를 검토했을 때, 종교의 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 

종교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지적하는 연구도 있는데, 전성표

(2011)는 천주교인들과 개신교인들이 불교 신자들에 비해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종교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가 매우 제한적

인 실정이다. 국민의 70% 정도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신토(神道)나 불교식의 행사가 일본인의 일

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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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특성 때문에 믿음의 정도나 특정 종교에 대한 연구보다는 “사

후의 세계에 대한 믿음과 행복감”(테라사와寺沢, 요코야마横山, 

2014)같이 광의(廣義)의 종교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카네코(金児, 2008)는 일본인의 종교의 유무나 종교적 태도가 주관

적 행복감과 별다른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고, 동시에 “얼마나 열심

히 종교를 믿는지”만으로는 일본인의 종교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JGSS (2001~2010)를 분석한 결과, 일본에

서도 믿음의 정도가 강할수록 행복감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

다(시시도·사사키, 2011).

   이 장에서는 종교와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종교 유무, 종교의 종

류별로 분석한 다음에 종교를 가진 사람만 추출해서 믿음의 정도나 

종교행사 참석빈도, 종교의 유형별 행복감 차이에 대해서 분석했다. 

또한 각 변수에 대해서 성별로도 분석을 실시했다. 그 이유는 한국

의 종교 구성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보인다는 지적(은기수, 2002)과 

행복감과 종교의 관련에 있어서도 남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테라사와·요코야마, 2014).

제2절 양국 비교 분석

   이 장에서는 종교에 관한 독립변수로서 종교의 유무, 종교의 유

형, 믿음의 정도, 종교행사 참석빈도(한국 한정)를 사용한다. 우선 

양국의 종교 특징을 기술통계를 통해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다중회

귀분석을 통해 종교의 유형과 행복감 관계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종교를 가진 사람만 추출해서 종교의 유형, 믿음의 정도, 종교행사 

참석빈도(한국 한정)와 행복감 관계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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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한국의 종교 유형 변수 통계량

응답자 종교10) 남자(%)(N=744) 여자(%)(N=832) 전체(%)(N=1576)

불교 18.82 28.97 24.18

개신교 20.16 27.4 23.98

천주교 6.99 8.05 7.55

기타 0.81 1.2 1.02

없음 53.23 34.38 43.27

<표 5-2> 일본의 종교 유형 변수 통계량

응답자 종교11) 남자(%)(N=1090) 여자(%)(N=1259) 전체(%)(N=2349)

불교 27.43 24.54 25.88

기독교 0.64 1.59 1.15
신종교 
(창가학회 이외)

1.28 1.83 1.58

창가학회 1.65 2.22 1.96

기타 2.11 1.27 1.66

없음 66.88 68.55 67.77

   종교에 관한 독립변수 양상을 표시한 <표5-1>, <표5-2>를 살펴

보면, 한일 간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0) Q 귀하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1.불교 2.개신교 3.천주교 4.종교없음 

77.기타(어느 종교:  )

11) Q Do you follow a religion? 1.Yes 2. Although not practiced,  I have a 

family religion, 3.No. 

(1,2 경우에) Q Please name the religion. (Please specify       )

위의 두 가지 설문을 범주화했다. 종교 분류: 불교=Buddhism, Zen, Tendai, 

Jodo, Jodoshin, Shingon, Nichiren, Hokke, Nichiren shoshu, 기독교= 

Christianity, Catholicism Protestantism. 신종교(창가학회 이외)= Honmon 

Butsuryu, Ooyama Nezunomikoto Shinji Kyokai, Jehovahs witnesses, 

Sekai kyusei kyo, Risshoukosei Kai, Reiyu kai, Busshogonen Kai, 

Kofuku-no Kagaku, Sukyo Mahikari, Tenri kyo, Shinnyoen, Reiha-no 

Hikari, Seicho-no Ie. 창가학회=Soka Gakkai.,  기타=Shinto, Buddhis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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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일본 믿음의 정도 변수 통계량

믿음의 정도13) 남자(%)(N=385) 여자(%)(N=442) 전체(%)(N=827)

강하다 8.05 7.47 7.74

다소 강하다 23.64 27.38 25.63

별로 강하지 않다 68.31 65.16 66.63

<표 6-1> 한국 믿음의 정도 변수 통계량

믿음의 정도12) 남자(%)(N=342) 여자(%)(N=537) 전체(%)(N=879)

강하다 19.01 21.97 20.82

다소 강하다 26.9 28.86 28.1

별로 강하지 않다 54.09 49.16 51.08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이다. 종교가 없는 

사람은 43.27%로, 절반 이상의 조사대상자가 종교를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67.77%였다. 불

교가 25.88%로 대표적인 종교이며, 기독교, 신종교, 창가학회, 기타 

종교는 각각 1%대에 불과하다. 또한 남녀별로 보았을 때, 한국은 

종교 없는 사람의 비율이 남성이 더 높고 남녀 차이가 크지만, 일본

은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여성이 다소 높다. 

   종교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정도를 표시한 <표6-1>과 

<표6-2>를 보면 “강하다”, “다소 강하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한국이 더 높다. 여기서 큰 남녀 차이는 볼 수 없지만, 양국 여성이 

믿음의 정도가 남성보다는 깊은 것으로 보인다. 

Shinto, Ancestral worship, Other  

12) Q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귀하께서는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면 강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1.강하다 2.다소 강하다 3.별로 강하지 않다

*숫자가 클수록 믿음의 정도가 강하게 되게끔 척도를 역전 시켰다.

13) Q How would you describe yourself as a religious follower? 1.Very 

devoted 2.Devoted to a certain degree 3.Not very devoted 

*숫자가 클수록 믿음 정도가 강하게 되게끔 척도를 역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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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한국의 종교행사 참석빈도 통계량
종교행사 

참석빈도14)
남자(%) 
(N=345)

여자(%) 
(N=543)

전체(%) 
(N=888)

일주일에 여러 번 13.33 19.89 17.34

일주일에 한 번 26.09 23.57 24.55

한달에 두세 번 5.8 7.18 6.64

한달에 한 번 9.28 9.02 9.12

일년에 몇변 18.55 23.76 21.73

일년에 한 번 6.09 5.71 5.86

일녕네 한 번 미만 4.06 1.84 2.7

전혀 가지 않는다 16.81 9.02 12.05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만 조사가 이루어진 “종교행사 참석빈도”를 

표시한 <표7>를 보면 여성의 참석빈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표8-1>과 <표8-2>는 양국

의 종교 변수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표다. Model 0은 

통제변수만, Model 1은 종교의 유무에 따라, Model2는 종교 유형

에 따라, Model 3, 4는 성별로 각각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한국은 사회경제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종교가 있는 사람

이 없는 사람보다 유의하게 행복감이 높다(한국 Model 1). 또한 유

형 별로 보았을 때는 개신교, 기타 종교가 무종교인 사람보다 유의

하게 행복감이 높다(한국 Model 2). 한편 일본은 종교의 유무에 따

라 행복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지만(일본 Model 1) 종교 

14) Q 귀하는 얼마나 자주 불공 또는 예배(미사) 드리러 가십니까? 1.일주일에 여

러 번 2.일주일에 한 번 3.한달에 두세 번 4.한달에 한 번 5.일년에 몇 번 5.

일년에 한 번 7.일년에 한 번 미만 8.전혀 가지 않는다 

*숫자가 클수록 참석빈도가 잦아지게끔 척도를 역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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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나누면, 기독교가 무종교인 사람보다 대체로 행복감이 높

은 결과가 나왔다(일본 Model 2). 또한 통제변수에도 변화가 생겼

다. 종교의 유형 변수를 넣고 회귀분석을 했을 때, 대학교 졸업 이

상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졌다(일본 Model 2).

   남녀별 차이를 보면, 한국에서는 종교의 유무에 따른 행복감의 

유의미한 차이가 남성에게만 나타남을 알 수 있다(한국 Model 3). 

또한 종교 유형에서도 기타 종교에서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은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 Model 4). 한편 일본은 

기독교의 유의미한 차이가 남성에게만 나타남을 알 수 있다(일본 

Mode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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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한국의 종교 회귀분석 (전체)

　 　
Model 0 Model 1 Model 2

N=1529 N=1529 N=1529

종교(종교 없음 기준) 　 0.104* 　

종교 종류(종교 없음 기준) 　

불교 　 -0.071 

개신교 　 0.264***

천주교 　 0.086 

　 기타 　 　 0.473*

연령 -0.021* -0.022* -0.020*

연령² 0.0002* 0.0002* 0.0002*

성별(남성 기준) -0.003 -0.023 -0.015 

학력(고등학교 졸업 기준) 　 　 　

중학교 졸업 이하 -0.084 -0.085 -0.070 

단기 대학, 전문 0.065 0.066 0.064 

　 대학교 이상 0.179** 0.173** 0.153**

월평균 가구소득(300~399 기준) 　

100 만원 미만 -0.186 -0.188 -0.183 

100~199 만원 -0.184* -0.186* -0.186*

200~299 만원 -0.117 -0.112 -0.108 

400~499 만원 -0.110 -0.111 -0.109 

500 만원 이상 -0.010 -0.108 -0.113 

　 모름/무응답 -0.217* -0.221* -0.215*

주관적 가구소득 0.201*** 0.203*** 0.202***
고용상태(상용직 기준) 　

임시직, 일용직 0.048 0.050 0.032 
자영업, 가족 종사자 0.048 0.052 0.050 
무직 0.044 0.043 0.043 

　 실업 0.063 0.079 0.075 
혼인상태(기혼, 동거 기준) 　

이혼, 사별, 별거 -0.154* -0.156* -0.196**

미혼 -0.395*** -0.396*** -0.389***

constant 3.592*** 3.561*** 3.518***

Adjusted R² 0.102 0.104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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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

Model 3 Model 4

남자 (N=722) 여자 (N=807) 남자 (N=722) 여자 (N=807)

0.175** 0.018 　 　

-0.002 -0.147

0.358*** 0.161*

0.112 0.021

　 　 0.136 0.626*

-0.036* -0.001 -0.035* 0.002 

0.0003* -0.00002 0.0003* -0.00004 

　 　 　 　

　 　 　 　

-0.145 -0.013 -0.13 -0.002 

0.175 -0.043 0.18 -0.048 

0.183* 0.16 0.175* 0.138 

-0.326* -0.078 -0.343* -0.058 

-0.268* -0.097 -0.276* -0.090 

-0.210 -0.007 -0.216 0.009 

-0.148 -0.057 -0.17 -0.041 

-0.113 -0.121 -0.121 -0.115 

-0.322* -0.138 -0.316* -0.128 

0.170*** 0.234*** 0.178*** 0.235***

0.061 0.084 0.046 0.065 
0.074 0.054 0.082 0.044 
0.036 0.112 0.035 0.104 
-0.314 0.972 -0.352 1.006*

-0.422** 0.028 -0.426** -0.030 

-0.542*** -0.221 -0.528*** -0.207 

4.003*** 2.934*** 3.982*** 2.861***

0.153 0.074 0.165 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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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일본의 종교 회귀분석 (전체)

　
Model 0 Model 1 Model 2

N=2397 N=2372 N=2262

종교(종교 없음 기준) 　 0.067 　

종교 종류(종교 없음 기준) 　 　 　

불교 　 　 0.072 

기독교 　 　 0.491**

신종교(창가학회 이외) 　 　 0.195 

창가학회 　 　 -0.115 

　 기타 　 　 0.104 

연령 -0.055*** -0.056*** -0.056***

연령² 0.0005*** 0.0004*** 0.005***

성별(남성 기준) 0.070 0.070 0.064 

학력(고등학교 졸업 기준) 　 　 　

중학교 졸업 이하 -0.027 -0.023 -0.030 

단기 대학, 전문 0.063 0.060 0.032 

대학교 이상 0.107* 0.105* 0.074 
연간 가구소득      
(350~649 기준) 　 　 　

0-349 만엔 0.020 0.020 0.037 

650~999 만엔 -0.007 0.005 0.028 

1000 만엔 이상 0.035 0.046 0.050 

　 모름/무응답 0.030 0.040 0.083 

주관적 가구소득 0.219*** 0.213*** 0.211***
고용상태(상용직 기준) 　 　 　

경영자, 임원 -0.099 -0.098 -0.088 
임시, 파견 0.028 0.028 0.194 
자영업, 가족종사자 0.074 0.064 0.043 
무직 0.041 0.042 0.322 

　 실업 -0.206 -0.206 -0.151 
혼인상태(기혼, 동거 기준) 　 　 　

이혼, 사별, 별거 -0.275*** -0.279*** -0.2681***

　 미혼 -0.568*** -0.577*** -0.583***

constant 4.552*** 4.596*** 4.615***

Adjusted R² 0.116 0.117 0.115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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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3 Model 4

남자 (N=1101) 여자 (N=1271) 남자 (N=1054) 여자 (N=1208)

0.093 0.037 　 　

　 　 　 　

　 　 0.086 0.058 

　 　 1.039** 0.266 

　 　 0.128 0.206 

　 　 -0.052 -0.163 

　 　 0.317 -0.258 

-0.050*** -0.056*** -0.049*** -0.057***

0.0004*** 0.0005*** 0.0004*** 0.0005***

　 　 　 　

　 　 　 　

-0.080 0.004 -0.120 0.030 

0.086 0.048 0.043 0.026 

0.050 0.170* -0.005 0.173*

　 　 　 　

0.026 0.017 0.033 0.042 

-0.002 0.007 0.010 0.042 

0.033 0.049 0.030 0.056 

0.087 0.001 0.142 0.035 

0.164*** 0.271*** 0.172*** 0.265***
　 　 　 　

-0.006 -0.288 0.007 -0.291 
0.043 0.092 0.014 0.080 
0.130 0.004 0.103 -0.031 
0.040 0.102 0.003 0.098 
-0.028 -0.630* 0.044 -0.651*

　 　 　 　

-0.615*** -0.127 -0.602*** -0.121 

-0.754*** -0.393*** -0.737*** -0.421***

4.686*** 4.392*** 4.651*** 4.458***

0.139 0.113 0.14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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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종교가 있는 사람만 추출해서 종교의 유형, 믿음의 정

도, 종교행사 참석빈도 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9-1>

과 <표9-2>에 표시했다. 

   한국은 믿음의 정도와 종교행사 참석빈도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한국 Model 2, 3). 즉 믿음의 정도가 강할수록, 그리고 

종교행사 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종교

의 유형별로는 불교를 기준으로 할 때, 개신교와 기타 종교의 경우

가 유의하게 행복감이 높아졌다(한국 Model 1). 기독교는 믿음의 

정도와 종교행사 참석빈도를 통제해도 여전히 유의미했다(한국 

Model 4). 일본도 믿음의 정도가 강할수록 행복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일본 Model 2). 그러나 유형을 통제했을 때는 차이가 없어

졌다(일본 Model 3). 종교의 유형별로는 불교를 기준으로 할 때, 기

독교의 경우가 유의하게 행복감이 높아지고, 믿음의 정도를 통제해

도 여전히 유의미했다(일본 Model 1,3). 

   남녀별로 보면, 한국의 기타 종교는 여성에게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한국 Model 5). 또한 믿음의 정도도 여성에게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한국 Model 6). 참석빈도는 남녀에게 모두 유의미하

지만(한국 Model7), 종교의 유형을 통제하면 남성의 참석빈도의 유

의미한 차이가 없어졌다(한국 Model 8). 종교에 관한 모든 변수를 

넣어서 회귀분석을 했을 때, 여성의 기독교, 기타 종교에서 보였던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졌다(한국 Model 8). 인본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즉 믿음의 정도가 여성에게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일

본 Model 5, 6). 또한 종교의 유형별로 보면, 기독교의 유의미한 차

이는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Model 4, 6).

   통제변수의 변화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한국은 믿음의 정도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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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행사 참석빈도를 통제했을 때, 성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 Model2, 3, 4). 믿음정도와 종교행사 참석빈도를 통제했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일본은 통제변수에 큰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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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한국 종교 믿음의 정도, 종교행사 참석빈도 회귀분석 (종교 있음 한정)

　
Model 0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N=865 N=865 N=854 N=860 N=851

종교 종류(불교 기준) 　 　 　 　 　

개신교 　 0.339*** 　 　 0.175*

천주교 　 0.154 　 　 0.042 

　 기타 　 0.539* 　 　 0.324 

믿음의 정도 　 　 0.189*** 　 0.110**

종교행사 참석 빈도 　 　 　 0.082*** 0.046**

연령 -0.008 -0.005 -0.009 -0.020 -0.013 

연령² 0.00007 0.00004 0.0001 0.0002 0.0001 

성별(남성 기준) -0.105 -0.095 -0.129* -0.153* -0.144*

학력(고졸 기준) 　 　 　 　

중학교 졸업 이하 -0.118 -0.097 -0.115 -0.080 -0.086 

단기 대학, 전문 0.064 0.061 0.060 0.051 0.049 

　 대학교 이상 0.147 0.111 0.092 0.091 0.064 

월가구소득(300~399) 　 　 　 　 　

100 만원 미만 -0.240 -0.238 -0.259 -0.237 -0.244 

100~199 만원 -0.158 -0.158 -0.196 -0.174 -0.190 

200~299 만원 -0.203 -0.200 -0.227* -0.200 -0.216 

400~499 만원 -0.174 -0.174 -0.169 -0.141 -0.154 

500 만원 이상 -0.220* -0.231 -0.210* -0.215* -0.218*

　 모름/무응답 -0.348** -0.338** -0.391** -0.364** -0.387**

주관적 가구소득 0.237*** 0.236*** 0.235*** 0.241*** 0.241***

고용상태(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0.198 0.165 0.142 0.123 0.010 

자영업, 가족종사자 0.084 0.079 0.041 0.063 0.042 

무직 0.117 0.114 0.083 0.088 0.076 

　 실업 0.315 0.329 0.395 0.259 0.347 

혼인상태(기혼, 동거) 　 　 　 　 　

이혼, 사별, 별거 -0.142 -0.206* -0.154 -0.154 -0.195*

　 미혼 -0.393*** -0.373** -0.395*** -0.410*** -0.392***

constant 　 3.081*** 3.147*** 3.293*** 3.057***

Adjusted R² 0.115 0.144 0.140 0.157 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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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Model 5 Model 6 Model 7 Model 8

남자
(N=338)

여자
(N=527)

남자
(N=335)

여자
(N=519)

남자
(N=336)

여자
(N=524)

남자 
(N=333)

여자 
(N=518)

　 　 　 　 　 　 　 　

0.394*** 0.317*** 　 　 　 　 0.295*** 0.098 

0.104 0.155 　 　 　 　 0.055 -0.005 

0.130 0.785** 　 　 　 　 0.137 0.425 

　 　 0.105 0.248*** 　 　 0.013 0.168**

　 　 　 　 0.065** 0.098*** 0.033 0.060**

-0.023 0.012 -0.027 0.008 -0.034 -0.005 -0.029 0.001

0.0003 -0.0002 0.0003 -0.0002 0.0003 -0.00003 0.0003 -0.0001

　 　 　 　 　 　 　 　

　 　 　 　 　 　 　 　

-0.305 0.041 -0.341* 0.046 -0.312 0.071 -0.281 0.062 

0.075 -0.019 0.080 -0.013 0.025 0.011 0.067 -0.008 

-0.010 0.200 -0.025 0.164 -0.054 0.185 -0.042 0.149 

　 　 　 　 　 　 　 　

-0.603** -0.019 -0.574* -0.052 -0.610** -0.006 -0.635** 0.003 

-0.459* 0.030 -0.456* -0.017 -0.453* 0.001 -0.481* 0.001 

-0.544** 0.064 0.547** 0.048 -0.536** 0.060 -0.552** 0.074 

-0.414* -0.052 -0.323 -0.073 -0.326 -0.034 -0.357 -0.042 

-0.262 -0.207 -0.245 -0.173 -0.256 -0.193 -0.268 -0.164 

-0.642** -0.180 -0.639** -0.235 -0.635** -0.196 -0.637** -0.232 

0.172** 0.280*** 0.179** 0.275*** 0.182** 0.284*** 0.179** 0.282***

　 　 　 　 　 　 　 　

0.187 0.120 0.176 0.094 0.190 0.048 0.171 0.030 

0.147 -0.027 0.099 -0.058 0.108 -0.026 0.123 -0.066 

0.063 0.114 0.062 0.084 0.062 0.087 0.050 0.066 

-2.112* 1.593* -1.861* 1.626** -2.050* 1.507 -2.097* 1.621***

　 　 　 　 　 　 　 　

-0.198 -0.110 -0.216 -0.033 -0.185 -0.053 -0.197 -0.085 

-0.374* -0.315* -0.451** -0.318* -0.445** -0.353* -0.403* -0.324*

3.810*** 2.395*** 3.999*** 2.356*** 4.045*** 2.526*** 3.862*** 2.267***

0.180 0.145 0.154 0.157 0.174 0.170 0.180 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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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일본 종교 믿음의 정도 회귀분석 (종교 있음 한정)

　
Model 0 Model 1 Model 2 Model 3

N=837 N=715 N=794 N=703

종교 종류(불교 기준) 　 　 　 　

기독교 　 0.427** 　 0.379*

신종교(창가학회 이외) 　 0.114 　 0.060 

창가학회 　 -0.225 　 -0.261 

　 기타 　 0.008 　 0.033 

믿음의 정도 　 　 0.117* 0.101 

연령 -0.056*** -0.061*** -0.055*** -0.061***

연령² 0.000*** 0.0005*** 0.0005*** 0.0005***

성별(남성 기준) 0.034 0.007 0.009 -0.019 

학력(고등학교 졸업 기준) 　 　 　 　

중학교 졸업 이하 0.009 0.005 -0.042 -0.007 

단기 대학, 전문 0.157 0.07 0.139 0.077 

　 대학교 이상 0.090 -0.004 0.099 0.024 

연간 가구소득(350~649) 　 　 　 　

0-349 만엔 -0.050 -0.018 -0.008 -0.001 

650~999 만엔 -0.007 0.078 0.023 0.081 

1000 만엔 이상 0.032 0.067 0.058 0.065 

모름/무응답 -0.057 0.055 -0.049 0.047 

주관적 가구소득 0.227*** 0.218*** 0.228*** 0.223***
고용상태(상용직 기준) 　 　 　 　

경영자, 임원 -0.144 -0.153 -0.183 -0.172 
임시, 파견 0.053 0.025 0.075 0.050 
자영업, 가족 종사자 0.174 0.138 0.185 0.151 
무직 0.113 0.093 0.127 0.100 
실업 0.105 0.367 0.075 0.356 

혼인상태(기혼, 동거 기준) 　 　 　 　

이혼, 사별, 별거 -0.314** -0.295** -0.264** -0.262**

　 미혼 -0.610*** -0.638*** -0.597*** -0.654***

constant 4.602*** 4.816*** 4.440*** 4.705***

Adjusted R² 0.127 0.121 0.127 0.125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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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4 Model 5 Model 6
남자  

(N=339)
여자 

(N=376)
남자 

(N=370)
여자 

(N=424)
남자 

(N=331)
여자

(N=372)
　 　 　 　 　 　

0.874** 0.198 　 　 0.813* 0.149 

-0.051 0.211 　 　 -0.089 0.160 

-0.292 -0.151 　 　 -0.315 -0.191 

0.194 -0.353 　 　 0.251 -0.339 

　 　 0.052 0.184** 0.050 0.138*

-0.042 -0.068** -0.042*** -0.058** -0.042 -0.070***

0.0003 0.0006*** 0.0003*** 0.0006*** 0.0003 0.0007***

　 　 　 　 　 　

　 　 　 　 　 　

-0.057 -0.004 -0.066 -0.050 -0.063 -0.013 

0.006 0.152 0.119 0.199 0.011 0.147 

-0.122 0.210 0.034 0.233 -0.083 0.209 

　 　 　 　 　 　

0.049 -0.121 0.123 -0.167 0.094 -0.135 

0.123 0.033 0.072 -0.040 0.124 0.032 

0.063 -0.041 0.083 -0.098 0.057 -0.044 

0.108 -0.054 -0.013 -0.142 0.098 -0.064 

0.204*** 0.275*** 0.167*** 0.312*** 0.202*** 0.279***
　 　 　 　 　 　

-0.061 -0.252 -0.083 -0.167 -0.090 -0.234 
0.327 -0.131 0.383* -0.036 0.351 -0.132 
0.316* -0.076 0.378** -0.012 0.341** -0.082 
0.279 -0.011 0.350* 0.009 0.290 -0.038 
0.536 0.224 0.051 0.331 0.505 0.220 

　 　 　 　 　 　

-0.547** -0.225 -0.515** -0.175 -0.445** -0.225 

-0.875*** -0.469** -0.892*** -0.379* -0.876*** -0.500***

4.563*** 4.789*** 4.527*** 4.131*** 4.484*** 4.711***

0.127 0.138 0.124 0.159 0.12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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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 결과와 논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크게 4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종교를 둘러싼 양국의 양상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이 종교를 가

진 사람의 비율이 높고, 믿음의 정도도 일본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일본은 종교를 가진 남성의 비율이 높은데 반해, 한국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 믿음의 정도는 양국 다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의 

종교행사 참석빈도도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특징들은 

기존 연구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둘째, 한국은 종교의 유무와 행복감이 연관이 있지만, 일본은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기존 연

구의 지적대로, 종교의 유무만으로 일본의 종교성을 이해하기란 어

렵다. 그러나 한국과 비교하며 볼 경우, 이런 결과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셋째, 한국에서 개신교인은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대체로 행복감

이 높았다. 또한 종교가 있는 사람끼리 회귀분석을 실시해도 기독교

가 불교보다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무

종교보다 기독교의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고, 불교를 기준으로 해도 

여전히 행복감이 높았다. 왜 기독교(개신교)인의 행복감이 높은 것

일까? 전성표(2011)는 한국에서 불교 신자와 무종교 사람들보다 개

신교, 천주교 신자의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를 내면서, 각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집단별 종교성의 차이에서 그러한 결과

가 비롯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전성표는 불교 신자들은 천주교, 

개신교인들에 비해 학력과 건강상태가 낮고, 종교성이 약함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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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그것이 행복감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종교 사람들은 천주교, 개신교인들과 인구학적 특성에 유의

미한 차이는 없지만,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성이 약하기 때문

에 행복감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

적 변수나 종교성(믿음의 정도, 종교행사 참석빈도)을 통제해도 여

전히 그 차이는 유의미했다. 또한 건강상태를 추가로 통제했을 때, 

일본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졌지만, 한국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

의했다. 즉 일본은 기독교 사람들이 유의하게 행복한 것은 건강상태

가 좋아서 행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유의

미한 차이가 남았기 때문에 개신교와 행복에 연관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로 교리적인 차이를 들어볼 수 있다. 오

윤선(2012)의 연구는 기독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감사(感謝)가 행복

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감사는 영성 

및 행복감과 관련이 있다. 기독교는 항상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그것은 불교와 다른 지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개신교와 불교 신자 사이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도 이런 교리적 차이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넷째, 양국에서 남녀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한국은 종교의 유무

에 따른 행복감의 유의미한 차이가 남성에게만 나타났고, 일본에서

는 무종교나 불교에 비해 기독교 행복감이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그

것이 남성에게만 나타났다. 또한 종교 유형을 통제했을 때, 믿음의 

정도, 종교행사 참석빈도는 양국에서 여성에게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성에게는 종교의 유무나 종교 유형보다는 종교 몰입도

가 행복감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반면, 남성에게는 종교의 유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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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유형이 행복감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남성에게 종교 

몰입도가 행복감과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양국

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고

찰한 기존 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의 배경을 

시사해주는 연구는 몇 가지 있다. 여기서는 한국 예로 논의해보자. 

   “한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와는 달리 

종교가 아직 세속화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종교 

몰입’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압축

적인 근대화’에 따른 가족의 해체, 물질만능주의 등으로 인한 심적 

빈곤을 하나의 답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 김다흰(2014)는 종교 활

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한 한국인 중년 여성과의 면담을 통해 

그러한 ‘종교 몰입’의 배경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중년 

여성에게 종교는 사회와 소통하고,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을 해소하

는 도구였다. 또한 종교 활동을 통해 여성이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고, 믿음을 통해 세속적인 곤란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기

회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종교적 활동이나 ‘종교 

몰입’을 통해서 한국 중년 여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만족감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따라서 종교 그 자체보다

는, 실제로 믿음과 종교 활동을 통해 그들이 얻는 유무형의 것들을 

행복감을 높인 요소라고 파악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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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건강과 행복

제1절 기존연구 검토

   건강이 행복을 느끼는데 필수적이란 것이 재론의 여지가 없다. 

Easterlin(2003)는 GSS(General Social Survey) 데이터를 분석해

서 모든 연령대에서 자신의 주관적 건강 인식(이하 ‘주관적 건강’)과 

행복감에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일본 JGSS 데

이터에서도 주관적 건강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확인됐

고(시시도·사사키, 2011), 한국에서도 비슷한 연구결과가 제출된 바 

있다(김명소 외, 2003).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많은 것

은 특징이라 하겠다(Larson, 1978; 공형식 외, 2008; 야스나가安永 

et al., 2002 등). 또한 ‘행복한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다’는 역방향

의 연구도 수행됐다(Diener, 2011; 김정호, 2008 등).

   그러나 기존연구에서는 건강의 척도가 주관적 건강에 한정되었

거나 분석집단이 노인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건강과 관련한 여러 변수들을 검토하면서 건강과 행복

감의 상관관계에 대해,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양국 비교 분석

   이 절에서는 건강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으로 각각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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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신체적 건강에 관한 설문

　 공통 항목 한정된 항목

1) 주관적 
건강
　

Q1. 전반적으로 귀하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Q2. 
<일본한정>
건강 만족도

*1. 매우 좋다 2.다소 좋다 3.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4. 다소 나쁘다 5. 매우 나쁘다

*1.만족~5.불
만족

2) 신체적 
건강에 
의한 제약
　
　

Q1. 건강으로 인해 얼마나 제약을 받는지

(1) 탁자 옮기기, 진공청소기 사용하기, 볼링, 
골프 등과 같은 적당한 강도의 활동들

(2) 여러 개의 계단 오르기

1. 예, 많은 제약을 받는다 2. 예, 약간 제약을 
받는다 3. 아니오,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다

　
Q2. (지난 1 달)신체적 건강에 의한 직업 일상 
문제

　 (1) 내가 원하는 것만큼 달성하지 못했다

　 (2) 나의 일이나 다른 활동에서 제한을 받았다

　
1. 항상 그랬다 2. 자주 그랬다 3. 가끔 그랬다 
4. 별로 그렇지 않았다 5. 전혀 그렇지 않았다

　 Q3. 통증에 의한 일상적 일에 대한 방해 빈도

　
*1. 전혀 방해를 받지 않았다  2.   별로 
방해를 받지 않았다 3. 가끔 방해를 받았다   
4. 자주 방해를 받았다 5. 항상 방해를 받았다

3) 
만성질환
　

Q1. 만성 질환 또는 오래된 건강문제가 
있는지의 여부

1. 있다 2. 없다

1. 신체적 건강

   본 연구는 설문 내용을 기준으로 신체적 건강에 관한 문항을 다

음과 같이 네 가지 지표로 나눴다. 1) 주관적 건강, 2) 신체적 건강

에 의한 제약, 3) 만성질환, 4) 운동습관. 각 문항의 설문과 선택지

는 <표10>에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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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동습관
　

Q1. 땀 흘릴 정도나 숨이 가쁠 정도의 운동을 
최소 20 분 이상 하는 정도
1. 매일 2.일주일에 몇 번 3. 한 달에 몇 번 4. 
1 년에 몇 번 그 이하 5. 전혀

※ 척도를 역전 시킨 항목은 *표시를 했다

   <표11-1>과 <표11-2>는 신체적 건강에 관한 문항을 가지고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Model 0은 통제변수만, Model 1~4는 

앞에서 제시한 4가지 지표별로, Model 5는 모든 변수들로 각각 회

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일본에서만 실시된 “건강만족도”를 포함한 

결과는 Model 1-2, 5-2에 표시했다.

  우선 양국 모두 주관적으로 신체적 건강이 양호하다고 생각할수

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odel 1). 신체적 건강에 의한 

제약도 양국 모두 “내가 원한 만큼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할수록 

행복감이 낮아지고, 통증으로 인해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가 적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졌다(Model 2). 또한 양국에서 만성질환

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았다(Model 

3). 운동습관에 대해서도 한국은 “전혀 하지 않음”보다 “매일”, “일

주일에 몇 번” 순서로 행복감이 높았고, 일본도 “매일”,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순서로 행복감이 높았다(Model 4). 

   모든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Model 5), 한국에서는 1) 주관적 건

강, 2)의 통증방해, 4) 운동습관에서 행복감과의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에서는 1) 주관적 건강에서만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일본은 예상과 달리 여러 계단을 오르기 힘

든 사람일수록, 그리고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일수록 유의하게 행복

하다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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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한국의 신체적 건강 회귀분석 (*p<.05 **p<.01 ***p<.001)

　
Model 0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N=1529 N=1528 N=1508 N=1528 N=1521 N=1501

1) 주관적 건강 　 0.141*** 　 　 　 0.082**

2) 신체적 건강에 의한 제약 　 　 　 　 　 　

Q1(1)적당한 강도의 활동 　 　 -0.014 　 　 -0.026 

(2)여러 계단 오르기 　 　 0.059 　 　 0.032 

Q2(1)달성 못했다 　 　 0.088* 　 　 0.067 

(2)제한을 받았다 　 　 -0.046 　 　 -0.045 

　 Q3 통증 방해 　 　 0.091*** 　 　 0.063*

3) 만성질환(있다 기준) 　 　 　 0.172** 　 0.021 

4) 운동습관(전혀 안한다 기준) 　 　 　 　 　 　

매일 　 　 　 　 0.322** 0.247***

일주일에 몇번 　 　 　 　 0.236*** 0.181**

한달에 몇번 　 　 　 　 0.083 0.051 

　 1 년에 몇번, 그 이하 　 　 　 　 0.034 0.012 

연령 -0.022* -0.020* -0.022* -0.021* -0.028** -0.025*

연령² 0.0002* 0.0002* 0.0002* 0.0002* 0.0003** 0.0003**

성별(남성 기준) -0.023 0.007 0.043 -0.019 0.016 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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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고등학교 졸업 기준) 　 　 　 　 　
중학교 졸업 이하 -0.085 -0.063 -0.025 -0.078 -0.047 -0.006 
단기 대학,    전문 0.066 0.043 0.051 0.063 0.067 0.041 

　 대학교 이상 0.173** 0.154** 0.160** 0.167** 0.176*** 0.159**
월평균 가구소득(300~399 기준) 　 　 　 　 　

100 만원 미만 -0.188 -0.137 -0.120 -0.177 -0.145 -0.075 
100~199 만원 -0.186* -0.176* -0.155 -0.191* -0.176* -0.160 
200~299 만원 -0.112 -0.133 -0.100 -0.113 -0.110 -0.116 
400~499 만원 -0.111 -0.091 -0.088 -0.100 -0.092 -0.064 
500 만원 이상 -0.108 -0.102 -0.092 -0.105 -0.100 -0.088 

　 모름/무응답 -0.221* -0.210* -0.201* -0.221* -0.186* -0.175*
주관적 가구소득 0.203*** 0.174*** 0.183*** 0.199*** 0.185*** 0.160***
고용상태(상용직 기준) 　 　 　 　 　

임시직, 일용직 0.050 0.019 0.030 0.065 0.022 -0.001 
자영업, 가족 종사자 0.052 0.036 0.053 0.048 0.065 0.055 
무직 0.043 0.050 0.070 0.056 187.000 0.044 

　 실업 0.079 0.022 -0.016 0.081 0.066 -0.027 
혼인상태(기혼, 동거  기준) 　 　 　 　 　

이혼, 사별, 별거 -0.156* -0.166* -0.168* -0.153* -0.175* -0.197*
미혼 -0.396*** -0.392*** -0.394*** -0.392*** -0.442*** -0.430***

종교(종교 없음 기준) 0.104* 0.098* 0.107* 0.109* 0.089* 0.091*
constant 3.561*** 3.036*** 2.864*** 3.370*** 3.607*** 2.883***
Adjusted R² 0.104 0.133 0.132 0.111 0.120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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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일본의 신체적 건강 회귀분석 (*p<.05 **p<.01 ***p<.001)

　
Model 0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1-2 5-2

N=2372 N=2370 N=2340 N=2361 N=2365 N=2325 N=2350 N=2308

1) 주관적 건강 　 　 　 　 　 　 　 　

Q1 주관적 건강 　 0.302*** 　 　 　 0.296*** 0.080** 0.102***

　 Q2 건강 만족도 　 　 　 　 　 　 0.252*** 0.255**

2) 신체적 건강에 의한 제약 　 　 　 　 　 　 　

Q1(1)적당한 강도의 활동 　 　 0.084 　 　 0.033 　 0.030 

(2)여러 계단 오르기 　 　 -0.083 　 　 -0.093* 　 -0.091*

Q2(1)달성 못했다 　 　 0.075* 　 　 0.059 　 0.057 

(2)제한을 받았다 　 　 0.022 　 　 -0.001 　 -0.019 

　 Q3 통증 방해 　 　 0.066** 　 　 0.013 　 -0.004 

3) 만성질환(있다 기준) 　 　 　 0.110** 　 -0.098* 　 -0.149***

4) 운동습관(전혀 안한다 기준) 　 　 　 　 　 　 　

매일 　 　 　 　 0.216** 0.152 　 0.120 

일주일에 몇번 　 　 　 　 0.157** 0.079 　 0.039 

한 달에 몇 번 　 　 　 　 0.129* 0.081 　 0.046 

　 1 년에 몇 번, 그 이하 　 　 　 　 0.028 0.014 　 0.014 

연령 -0.056*** -0.046*** -0.061*** -0.054*** -0.058*** -0.049*** -0.044*** -0.047***
연령² 0.0005*** 0.0004*** 0.0005*** 0.0005*** 0.0005*** 0.0004*** 0.0004*** 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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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성 기준) 0.071 0.030* 0.077 0.062 0.095* 0.096* 0.054 0.067 

학력(고등학교 졸업 기준) 　 　 　 　 　 　 　
중학교 졸업 이하 -0.023 0.053 -0.012 -0.019 -0.005 0.008 -0.004 -0.005 
단기 대학, 전문 0.060 0.050 0.063 0.062 0.057 0.063 0.054 0.058 

　 대학교 이상 0.105* 0.045 0.089 0.102* 0.095* 0.081 0.091* 0.090*
연간 가구소득(350~649) 　 　 　 　 　 　 　

0-349 만엔 0.020 0.030 0.032 0.020 0.026 0.042 0.045 0.045 
650~999 만엔 0.005 0.035 0.006 0.002 0.007 0.038 0.048 0.054 
1000 만엔 이상 0.046 0.054 0.056 0.048 0.043 0.056 0.042 0.041 

　 모름/무응답 0.040 0.045 0.037 0.042 0.042 0.038 0.051 0.042 
주관적 가구소득 0.213*** 0.171*** 0.201*** 0.212*** 0.212*** 0.171*** 0.170*** 0.168***
고용상태(상용직 기준) 　 　 　 　 　 　 　

경영자, 임원 -0.098 -0.087 -0.083 -0.092 -0.088 -0.077 -0.074 -0.067 
임시, 파견 0.028 0.001 0.022 0.037 0.016 0.004 -0.014 -0.013 
자영업, 가족 종사자 0.064 0.042 0.084 0.072 0.072 0.062 0.040 0.053 
무직 0.042 0.066 0.072 0.058 0.029 0.072 0.090 0.087 

　 실업 -0.206 -0.176 -0.157 -0.205 -0.194 -0.114 -0.139 -0.089 
혼인상태(기혼, 동거 기준) 　 　 　 　 　 　 　

이혼, 사별, 별거 -0.279*** -0.280*** -0.261*** -0.279*** -0.276*** -0.264*** -0.236*** -0.228***
　 미혼 -0.577*** -0.521*** -0.571*** -0.565*** -0.582*** -0.529*** -0.483*** -0.489***
종교(종교 없음 기준) 0.067 0.080* 0.068 0.078* 0.068 0.065 0.085* 0.063 
constant 4.596*** 3.450*** 4.008*** 4.452*** 4.548*** 3.455*** 3.232*** 3.363***
Adjusted R² 0.117 0.185 0.141 0.120 0.122 0.191 0.239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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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정신적 건강에 관한 설문

　 공통 항목 한정된 항목

1) 
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Q1. (지난 1 달) 감정 및 상황 Q3. <한국한정>평소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1) 나는 차분하고 평온한 느낌이었다

(2) 나는 활력이 있다고 느꼈다 1. 많이 받는다 2. 
다소 받는다 3. 별로 
받지   않는다 4. 거의 
받지 않는다

(3) 나는 낙심하였고 우울하다고 
느꼈다.
*((1)(2)만) 1. 항상 그랬다 2. 자주 
그랬다 3. 가끔 그랬다 4. 별로 
그렇지 않았다 5. 전혀 그렇지 않았다 

Q4. <일본한정>일상  
생활에서 다음 것을 
얼마나 느끼는지

Q2. 미래에 대한 생각 (1)시간적 여유

(1) 나에게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마음의 여유        
                      
(3)고독감

(2) 내가 얻으려 애쓰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1)(2)만)1.많이 
느낀다 2. 어느 정도 
느낀다 3. 별로 안 
느낀다 4. 전혀 안 
느낀다

1. 매우 동의 2. 다소 동의 3. 동의도 
반대도   아님 4.다소 반대 5. 매우 
반대

   마지막으로 일본에서만 실시된 ‘건강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한 

Model 1-1과 Model 5-1을 보면 건강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행복

감도 높아졌다.

2. 정신적 건강

   본 연구는 설문 내용을 기준으로 정신적 건강에 관한 문항을 다

음과 같이 다섯 가지 지표로 나누었다. 1) 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

적 평가, 2) 정신적 건강에 의한 제약, 정신적 충격 경험(일본 한

정), 3) 과도한 행동, 4) 노후 불안, 5) 동네 환경에 대한 평가다. 

각 문항의 설문과 선택지를 <표12>에 표시했다. 한국과 일본 중에

서 한쪽에서만 실시된 항목도 같이 검토했다. 



- 57 -

2) 
정신적 
건강에 
의한 
제약, 
정신적 
층격 
경험(일
본만)

Q1. (지난 1 달) 정서적 문제에 의한 
직업 일상 활동의   문제 Q2.<일본한정>(지난 5

년 간) 정신적 층격을 
받은 일(이혼,   실업 
큰 병, 가까운 사람의 
사망)을 몇 번   
경험했습니까?

(1) 내가 원하는 것만큼 달성하지 
못했다

(2) 나의 일이나 다른 활동에서 
평상시보다 주의가 덜 기울여졌다

1. 항상 그랬다 2. 자주 그랬다 3. 
가끔 그랬다 4. 별로 그렇지 않았다 
5. 전혀 그렇지 않았다

*0. 없음 1. 1 번 2. 
2 번 3. 3 번 4. 4 번 
이상 

3) 
과도한 
행동

Q1.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과도하게 
한 적이 있거나 또는 누군가가 
당신이 과도하게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1) 술 마시기 　

　 (2) 담배 피우기 　

　 (3) 도박 　

　 (4) 비디오나 인터넷 게임 　

　 1. 예 2. 아니오 　

4) 노후 
불안

Q1. 늙는 것에 대한 생각 <한국한정>(4) 내가 
더 늙으면 나는 나의 
성인 자녀와 함께 
살아야만 할까봐 
걱정하다

(1) 늙어감에 따라, 나는 혼자 힘으로 
거동하지 못할까봐 걱정한다

(2) 늙어감에 따라, 나에 대한 결정을 
다른 사람들이 해야할까봐 걱정한다

<한국한정>(5) 내가 
더 늙으면 나는 나의 
성인 자녀와 함께 살 
수 없을까봐 걱정하다

(3) 늙어감에 따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할까봐 
걱정하다

1. 매우 동의 2. 다소 
동의 3. 동의도 반대도  
 아님 4.다소 반대 5. 
매우 반대

1. 매우 동의 2. 다소 동의 3. 동의도 
반대도   아님 4.다소 반대 5. 매우 
반대

5) 동네 
환경에 
대한 
평가

Q1. 귀하가 사는 동네에서 다음의 
환경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일본한정>(4) 
일조피해

(1) 대기오염

1. 매우 심각 2. 다소 
심각 3. 별로 심각하지  
 않다 4. 전혀 
심각하지 않다

(2) 수질오염

(3) 소음공해

1. 매우 심각 2. 다소 심각 3. 별로 
심각하지   않다 4. 전혀 심각하지 
않다

* 척도를 역전 시킨 것은 *표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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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3-1>과 <표13-2>는 정신적 건강에 관한 문항을 가지고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주는 표다. Model 0은 통제변수만, 

Model 1~5는 앞에서 제시한 5가지 지표별로, Model 6은 모든 변

수들로 각각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한쪽 나라에만 한정된 항목은 

Model 1-2 등으로 표시했다. 

  1) ‘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대해서는 양국에서 유의

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Model 1). 즉 평온한 느낌이 들수록, 활력

이 솟을수록, 낙심과 우울함이 없을수록,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느

낄수록, 그리고 목표 도달에 궁정적인 감정을 가질수록 행복감이 높

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만 실시된 스트레스 빈도 조사(한국 

Model 1-2)와 일본에서만 실시된 마음의 여유, 고독감 조사(일본

Model 1-2)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한국에서는 스트레

스를 덜 느낄수록 행복감이 높아지고, 일본에서는 마음의 여유를 느

낄수록, 그리고 고독감을 덜 느낄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2) ‘정신적 건강에 의한 제약’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두 

가지 변수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만, 일본에서는 하나만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Model 2). 한국에서는 “정신적 건강에 의해 원하

는 만큼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정신적 건강에 의

해 나의 일이나 다른 활동에서 평상시보다 주의가 덜 기울여졌다”

고 생각할수록 행복감이 낮아지지만, 일본은 전자만 해당된다. 또한 

일본에서만 실시된 ‘정신적 충격 경험’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일본 Model 2-2). 즉 정신적 충격은 해당 경험의 빈도가 낮은 사

람일수록 행복감이 높았다.

   3) ‘과도한 행동’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만 ‘술’, ‘도박’에서 유의미

한 결과가 나왔다(Model 3). 술, 도박을 과도하게 한 적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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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사람에게서 과도하게 한다고 들은 적이 있는 사람이 그런 경

험이 없는 사람보다 행복감이 낮았다.

   4) 노후 불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혼자 힘으로 거동하지 못

할까봐 걱정”과 “다른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할까봐 걱정”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일본에서는 후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다(Model 4). 한국에서만 추가로 조사된 두 가지 변수에서는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한국 Model 4-2).

   5) ‘동네환경에 대한 평가’는 일본에서 ‘소음공해’만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Model 5). 일본에서만 실시된 일조피해는 유의미한 차

이가 없었다(일본 Model 5-2). 

   모든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한국은 1)주관적 평가의 모든 변수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한국 Model 6), 스트레스 빈도도 유

의미했다(한국 Model 6-2). 또한 4)노후 불안 중에서 “혼자 힘으로 

거동하지 못할까봐 걱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일본은 1)주관적 평가 중이서 ‘미래의 희망’ 이외의 변수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일본 Model 6). 또한 일본만의 변수를 

같이 회귀분석 했을 때, ‘마음의 여유’, ‘고독감’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일본 Model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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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한국의 정신적 건강 회귀분석 (뒷면에 계속)

　
Model 
0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n=1523 n=1524 n=1529 n=1528 n=1525 n=1514

1) 주관적 평가 　 　 　 　 　 　 　

Q1(1) 평온한 
느낌

　 0.095*** 　 　 　 　 0.088***

(2) 활력 　 0.109*** 　 　 　 　 0.097***

(3) 낙심, 우울 　 0.122*** 　 　 　 　 0.099***

Q2(1) 희망 　 0.109*** 　 　 　 　 0.100***

(2) 목표 도달 　 0.062* 　 　 　 　 0.055*

　 Q3 스트레스 　 　 　 　 　 　 　

2) 정신적 건강에 
의한 제약

　 　 　 　 　 　 　

Q1(1) 달성 
못했다

　 　 0.089* 　 　 　 -0.006 

　
(2) 주의 덜 
기울여짐

　 　 0.136*** 　 　 　 0.044 

3) 과도한 행동 　 　 　 　 　 　 　

Q1(1) 술 　 　 　 0.168** 　 　 0.096 

(2) 담배 　 　 　 0.083 　 　 -0.002 

(3) 도박 　 　 　 0.409* 　 　 0.303 

　 (4) 게임 　 　 　 0.090 　 　 0.065 

4)노후 불안 　 　 　 　 　 　 　

Q1(1) 혼자 
힘으로 
거동하지 
못할까봐 

　 　 　 　 0.081** 　 0.044*

(2) 결정을 
다른 사람들이 
해야할까봐

　 　 　 　 0.0004 　 -0.014 

(3) 재정적으로 
의존할까봐 

　 　 　 　 0.074** 　 0.032 

(4) 자녀와 
함께 살아야만 
할까봐 

　 　 　 　 　 　 　

　
(5) 자녀와 
함께 살 수 
없을까봐 

　 　 　 　 　 　 　

5) 동네 환경에 
대한 평가 　 　 　 　 　 　 　

Q1(1) 
대기오염 　 　 　 　 　 0.019 0.030 

(2) 수질오염 　 　 　 　 　 -0.027 -0.057 

　 (3) 소음공해 　 　 　 　 　 -0.00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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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0.022* -0.020* -0.019* -0.024* -0.016 -0.022* -0.018*

연령²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성별(남성 
기준)

-0.023 0.059 0.052 -0.097 0.033 -0.022 0.057 

학력(고등학교 
졸업 기준)

　 　 　 　 　 　 　

중졸 이하 -0.085 0.028 -0.034 -0.087 -0.022 -0.089 0.052 

단기 전문 0.066 0.048 0.065 0.051 0.082 0.066 0.055 

　
대학교 
이상

0.173** 0.135* 0.190** 0.165** 0.177** 0.172** 0.149**

월평균 
가구소득(300
~399 기준)

　 　 　 　 　 　 　

100 만원 
미만

-0.188 -0.009 -0.107 -0.186 -0.148 -0.181 0.001 

100~199
만원

-0.186* -0.039 -0.121 -0.192* -0.160 -0.180* -0.030 

200~299
만원

-0.112 -0.056 -0.090 -0.118 -0.088 -0.110 -0.051 

400~499
만원

-0.111 -0.049 -0.122 -0.123 -0.061 -0.109 -0.042 

500 만원 
이상

-0.108 -0.052 -0.068 -0.114 -0.103 -0.104 -0.047 

　
모름/ 
무응답

-0.221* -0.141 -0.205* -0.224* -0.179* -0.217* -0.124 

주관적 
가구소득

0.203*** 0.121*** 0.177*** 0.204*** 0.180*** 0.204*** 0.118***

고용상태(상용
직 기준)

　 　 　 　 　 　 　

임시직, 
일용직

0.050 0.046 0.066 0.067 0.080 0.051 0.067 

자영업, 
가족 
종사자

0.052 0.051 0.073 0.072 0.050 0.054 0.064 

무직 0.043 0.087 0.079 0.043 0.057 0.040 0.087 

　 실업 0.079 -0.078 0.043 0.077 0.073 0.077 -0.100 

혼인상태(기혼
기준)

　 　 　 　 　 　 　

이혼,사별, 
별거

-0.156* -0.193** -0.162* -0.156* -0.173* -0.163* -0.206**

　 미혼 -0.396*** -0.372*** -0.372*** -0.373*** -0.410*** -0.396*** -0.357***

종교(종교 
없음 기준)

0.104* 0.111 0.105* 0.099* 0.075 0.105* 0.055 

constant 3.561*** 1.738*** 2.545*** 2.977*** 2.971*** 3.602*** 1.283***

Adjusted R² 0.104 0.286 0.168 0.115 0.143 0.104 0.29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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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한국의 정신적 건강 회귀분석 (한국 한정 설문 Model) 

　
Model1-2 Model 4-2 Model 6-2

n=1523 n=1524 n=1511

1) 주관적 평가 　 　

Q1(1) 평온한 느낌 0.075*** 　 0.070**

(2) 활력 0.108*** 　 0.096***

(3) 낙심, 우울 0.091*** 　 0.077**

Q2(1) 희망 0.103*** 　 0.101***

(2) 목표 도달 0.058* 　 0.050 

　 Q3 스트레스 빈도 0.130*** 　 0.118***

2) 정신적 건강에 의한 제약 　 　

Q1(1) 달성 못했다 　 　 -0.001 

　 (2) 주의 덜 기울여짐 　 　 0.032 

3) 과도한 행동 　 　

Q1(1) 술 　 　 0.090 

(2) 담배 　 　 -0.018 

(3) 도박 　 　 0.287 

　 (4) 게임 　 　 0.072 

4)노후 불안 　 　

Q1(1) 혼자 힘으로 거동하지 
못할까봐 걱정

　 0.081** 0.036 

(2) 결정을 다른 사람들이 
해야할까봐 걱정

　 -0.010 -0.013 

(3) 다른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할까봐   걱정

　 0.063** 0.028 

(4) 성인 자녀와 함께 살아야만 
할까봐 걱정

　 0.014 -0.005 

　
(5) 성인 자녀와 함께 살 수 
없을까봐 걱정

　 0.021 0.003 

5) 동네 환경에 대한 평가 　 　

Q1(1) 대기오염 　 　 0.027 

(2) 수질오염 　 　 -0.065 

　 (3) 소음공해 　 　 -0.025 

연령 -0.018* -0.016 -0.016 

연령² 0.0002* 0.0002 0.0002*

성별(남성 기준) 0.065 0.035 0.066 

학력(고등학교 졸업 기준) 　 　

중학교 졸업 이하 0.034 -0.01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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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대학,    전문 0.054 0.090 0.0635 

　 대학교 이상 0.138** 0.180** 0.156**

월평균 가구소득(300~399 기준) 　 　

100 만원 미만 -0.020 -0.141 0.001 

100~199 만원 -0.056 -0.153 -0.044 

200~299 만원 -0.066 -0.077 -0.057 

400~499 만원 -0.044 -0.054 -0.034 

500 만원 이상 -0.049 -0.096 -0.039 

　 모름/무응답 -0.142 -0.171* -0.117 

주관적 가구소득 0.122*** 0.180*** 0.118***

고용상태(상용직 기준) 　 　

임시직, 일용직 0.041 0.082 0.060 

자영업, 가족 종사자 0.045 0.053 0.061 

무직 0.065 0.062 0.071 

　 실업 -0.063 0.058 -0.086

혼인상태(기혼, 동거   기준) 　 　

이혼, 사별, 별거 -0.200** -0.175* -0.216**

　 미혼 -0.374*** -0.412*** -0.351***

종교(종교 없음 기준) 0.063 0.080 0.059 

constant 1.659*** 2.899*** 1.270***

Adjusted R² 0.298 0.142 0.30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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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일본 정신적 건강 회귀분석 (뒷면에 계속)　

　
0 1 2 3 4 5 6

　 n=2331 n=2358 n=2340 n=2350 n=2344 n=2270

1) 주관적 평가 　 　 　 　 　 　 　

Q1(1) 평온한 
느낌

　 0.177*** 　 　 　 　 0.175***

(2) 활력 　 0.048* 　 　 　 　 0.050*

(3) 낙심,   
우울

　 0.082*** 　 　 　 　 0.077***

Q2(1) 희망 　 0.060* 　 　 　 　 0.051 

(2) 목표 도달 　 0.136*** 　 　 　 　 0.135***

Q4(1) 시간적 
여유

　 　 　 　 　 　 　

(2) 마음의 
여유

　 　 　 　 　 　 　

　 (3) 고독감 　 　 　 　 　 　 　

2) 정신적 건강에 
의한 제약, 정신적 
충격경험(일본만)

　 　 　 　 　 　 　

Q1(1) 달성 
못했다

　 　 0.156*** 　 　 　 0.070 

(2) 주의 덜 
기울여짐

　 　 0.030 　 　 　 -0.075 

　
Q2 정신적 
충격 경험

　 　 　 　 　 　 　

3) 과도한 행동 　 　 　 　 　 　 　

Q1(1) 술 　 　 　 -0.041 　 　 -0.036 

(2) 담배 　 　 　 0.059 　 　 0.014 

(3) 도박 　 　 　 0.090 　 　 0.037 

　 (4) 게임 　 　 　 0.069 　 　 0.052 

4)노후 불안 　 　 　 　 　 　 　

Q1(1) 혼자 
힘으로 
거동하지 
못할까봐 

　 　 　 　 0.034 　 -0.025 

(2) 결정을 
다른 사람들이 
해야할까봐

　 　 　 　 0.041 　 0.042 

　
(3) 재정적으로 
의존할까봐   

　 　 　 　 0.058* 　 0.009 

5) 동네 환경에 
대한 평가

　 　 　 　 　 　 　

Q1(1) 
대기오염

　 　 　 　 　 0.02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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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질오염 　 　 　 　 　 0.005 0.008 

(3) 소음공해 　 　 　 　 　 0.085** 0.039 

　 (4) 일조피해 　 　 　 　 　 　 　

연령 -0.056
***

-0.048**
* -0.060*** -0.058**

* -0.054*** -0.055**
*

-0.048**
*

연령² 0.0005
***

0.0004**
* 0.0005*** 0.0005** 0.0005*** 0.0005**

*
0.0004*

**

성별(남성 기준) 0.071 0.087* 0.083* 0.054 0.083* 0.082* 0.089*

학력(고등학교 
졸업 기준)

　 　 　 　 　 　 　

중학교 졸업 
이하

-0.023 -0.008 0.003 -0.027 -0.006 -0.021 -0.011 

단기 대학, 
전문

0.060 0.033 0.063 0.051 0.069 0.059 0.040 

　 대학교 이상 0.105* 0.047 0.113* 0.097* 0.098* 0.109* 0.045 

연간가구소득 
(350~649)

　 　 　 　 　 　 　

0-349 만엔 0.020 0.039 0.031 0.015 0.025 0.030 0.039 

650~999 만엔 0.005 0.007 0.013 0.001 0.004 0.012 0.012 

1000 만엔 
이상

0.046 0.057 0.063 0.052 0.064 0.052 0.087 

　 모름/ 무응답 0.040 0.058 0.034 0.030 0.039 0.039 0.054 

주관적 가구소득 0.213*
** 0.130*** 0.192*** 0.206*** 0.194*** 0.207*** 0.118***

고용상태(상용직 
기준)

　 　 　 　 　 　 　

경영자, 임원 -0.098 -0.147 -0.085 -0.095 -0.149 -0.091 -0.172 

임시, 파견 0.028 0.002 0.021 0.032 0.025 0.038 0.007 

자영업, 
가족종사자

0.064 0.016 0.071 0.067 0.040 0.056 0.006 

무직 0.042 0.023 0.063 0.052 0.042 0.043 0.033 

　 실업 -0.206 -0.110 -0.171 -0.201 -0.210 -0.213 -0.113 

혼인상태(기혼, 
동거 기준)

　 　 　 　 　 　 　

이혼, 사별, 
별거

-0.279
***

-0.264**
* -0.256*** -0.284**

* -0.296*** -0.298**
*

-0.276**
*

　 미혼 -0.577
***

-0.480**
* -0.549*** -0.570**

* -0.571*** -0.577**
*

-0.477**
*

종교(종교 없음 
기준)

0.067 0.052 0.071 0.068 0.057 0.072 0.048 

constant 4.596*
** 2.845*** 3.924*** 4.503*** 4.293*** 4.216*** 2.646***

Adjusted R² 0.117 0.260 0.155 0.116 0.130 0.124 0.25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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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일본 정신적 건강 회귀분석 (일본 한정 설문 Model)

　
Model 1-2 Model 2-2 Model 5-2 Model 6-2

n=2321 n=2342 n=2344 n=2248

1) 주관적 평가 　 　 　

Q1(1) 평온한 느낌 0.125*** 　 　 0.132***

(2) 활력 0.035 　 　 0.040*

(3) 낙심,   우울 0.031 　 　 0.029 

Q2(1) 희망 0.027 　 　 0.032 

(2) 목표 도달 0.119*** 　 　 0.118***

Q4(1) 시간적 여유 -0.010 　 　 -0.006 

(2) 마음의 여유 0.202*** 　 　 0.196***

　 (3) 고독감 0.170*** 　 　 0.166***

2) 정신적 건강에 의한 제약,정신적 
충격경험(일본만)

　 　 　

Q1(1) 달성 못했다 0.075 0.151*** 　 0.064 

(2) 주의 덜 기울여짐 -0.077 0.032 　 -0.080 

　 Q2 정신적 충격 경험 　 0.049*** 　 0.013 

3) 과도한 행동 　 　 　

Q1(1) 술 　 　 　 -0.045 

(2) 담배 　 　 　 0.019 

(3) 도박 　 　 　 0.056 

　 (4) 게임 　 　 　 0.064 

4)노후 불안 　 　 　

Q1(1) 혼자 힘으로 거동하지 
못할까봐 걱정

　 　 　 -0.042 

(2) 결정을 다른 사람들이 
해야할까봐 걱정

　 　 　 0.041 

　
(3) 다른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할까봐 걱정

　 　 　 -0.008 

5) 동네 환경에 대한 평가 　 　 　

Q1(1) 대기오염 　 　 0.025 0.035 

(2) 수질오염 　 　 0.000 0.012 

(3) 소음공해 　 　 0.079* 0.025 

　 (4) 일조피해 　 　 0.018 -0.045 

연령 -0.045*** -0.058*** -0.05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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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² 0.0004*** 0.0005*** 0.0005*** 0.0004***

성별(남성 기준) 0.075** 0.094* 0.083* 0.083*

학력(고등학교 졸업 기준) 　 　 　

중학교 졸업 이하 -0.042 -0.005 -0.020 -0.056 

단기 대학,    전문 0.041 0.061 0.060 0.040 

　 대학교 이상 0.063 0.117* 0.110* 0.059 

연간 가구소득(350~649 기준) 　 　 　

0-349 만엔 0.068 0.040 0.031 0.070 

650~999 만엔 0.021 0.004 0.012 0.016 

1000 만엔 이상 0.076 0.048 0.053 0.090 

　 모름/무응답 0.062 0.019 0.038 0.042 

주관적 가구소득 0.114*** 0.192*** 0.206*** 0.111***

고용상태(상용직 기준) 　 　 　

경영자, 임원 -0.129 -0.056 -0.092 -0.133 

임시, 파견 -0.008 0.029 0.039 -0.006 

자영업, 가족 종사자 0.006 0.087 0.056 0.008 

무직 -0.010 0.072 0.043 0.003 

　 실업 -0.095 -0.141 -0.214 -0.081 

혼인상태(기혼, 동거   기준) 　 　 　 　

이혼, 사별, 별거 -0.223*** -0.254*** -0.298*** -0.240***

　 미혼 -0.450** -0.547*** -0.577*** -0.441***

종교(종교 없음 기준) 0.052 0.082* 0.071 0.057 

constant 2.437*** 3.683*** 4.195*** 2.646***

Adjusted R² 0.299 0.163 0.123 0.30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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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 결과와 논의

   양국 데이터를 지표별로 나눠서 파악했을 때, 신체적 건강과 관

련해서는 큰 차이는 없었다. 주관적 건강이 좋을수록, 신체상의 제

약이 없을수록, 만성질환이 없을수록, 그리고 운동을 자주 할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이다. 모든 변수를 통제했을 때, 한국에서는 

주관적 건강, 통증방해, 그리고 운동습관이 행복감과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주관적 건강’만 행복감과 유의미

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양국에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할수록 

행복감이 높고, 한국에서는 통증에 의한 방해가 없을수록, 그리고 

운동을 자주할수록 행복감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연

구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Easterlin, 2003; Amanda L. Hyde et 

al., 2013). 

   한편으로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는 양국의 차이점이 조금씩 나타

남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공통점부터 살펴보면, 양국에서 ‘정신적 건

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모든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평온하고, 활력이 있고, 우울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목표 도

달에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행복감이 높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양국의 차이점은 크게 5가지이다. 첫째, ‘정신적 건강

에 의한 제약’은 한국에서 두 가지 모든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왔지만, 일본은 “정신적 건강에 의하여 나의 일이나 다른 활동에

서 평상시보다 주의가 덜 기울여졌다”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다. 또한 일본에서만 실시된 “정신적 층격 경험”에서도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

   둘째, ‘과도한 행동’에서 한국은 ‘술’, ‘도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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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지만, 일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동네 환경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지만, 일본은 소음공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노후 불안에서 한국은 “혼자 거동하지 못할까봐 걱정”과 

“재정적으로 의존할까봐 걱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일본은 후자의 변수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모든 변수를 통제했을 때, 한국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노후불안”만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만, 일본은 전

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분석결과에 대해서 논의하자면, 첫째 양국에서 정신적 건강에 대

한 주관적 평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은 흥미로운 결과

이다. 행복감이 주관적인 것일 만큼 궁정적인 생각을 가질수록 행복

감이 높아지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결과지만, 양국 사회에서 공통

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이러한 가설을 증명한다는 맥락에

서 의미가 있다.  

   둘째, 한국에서 과도한 행동(술, 도박), 일본에서 동네환경(소음)

이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국 사회의 차

이점을 보여주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술, 도박을 과도하게 한 적이 

있거나 주위 사람에게서 과도하게 한다고 들은 적이 있는 사람이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행복감이 낮지만, 일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일본에서는 술, 도박 등의 과도한 행동과 행복감

과의 연관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동네에서 소음공

해가 심각하다고 느낄수록 행복감이 낮아지지만, 한국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런 결과는 일본 사람이 소음에 더 민감하고, 그것

이 행복감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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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구한 기존연구는 별로 없기 때문에 분석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런 양국의 차이가 있다는 결과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노후불안에 대해, 양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모

든 변수들을 통제한 결과 한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남았다. 또한 

모든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노후 불안의 3가지 설문을 회귀분석 

했을 때, 한국에서는 3가지 모두 변수에서 불안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행복감이 높지만, 일본은 그런 차이가 없었다. 즉 한국에

서는 노후 불안이 행복감과 연관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연금제도의 차이다. 

국민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률(2012년 기준)이 96.4%에 달하고,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160만원에 이른 반면, 한국은 수급률(2012년 기준)이 34.8%, 2013

년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36만원에 불과했다15). 또한 일본 고령자 

평균 소득의 74%가 연금소득인 반면, 한국 고령자 생활비의 53.1%

는 근로·사업소득이다. 더불어 일본 고령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8.7%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41.6%에 달한다.

   물론 일본에서도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

만 양국의 연금 제도를 살펴보면, 한국의 공적 지원은 일본의 그것

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공적 지원 부족이 개

인의 노후 불안감을 크게 하고, 결과적으로 행복감을 낮춘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15) 국민일보 “노인 삶의 質 비교해보니… 생계 찾는 韓 취미 찾는 日” 

2014.7.1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34886&code=11131100

&cp=nv (2015.1.9.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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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주관적 행복감을 열쇠말로 하여 다양

한 각도에서 양국의 행복감을 살펴보았다. 이하에서 그 결과를 정리

해보자.

   우선 행복감의 전체적 경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주관적 행복

감은 2007~11년의 기간 꾸준히 하락하였고, 일본과 비교해도 평균

수치가 낮았다. 한편, 일본은 2003년에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V자

형을 보였다. 기존연구는 일본의 행복감과 실업율의 상관관계를 지

적한 바 있는데, 본 논문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한국의 행복감 감소

가 역시 실업률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실제로 한국

에서 실업률이 급증하는 2009년에 행복감이 대폭 하락했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속성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

국의 공통점은 네 가지, 차이점은 세 가지였다. 공통점은 1) 성별은 

행복과 상관관계가 없다. 2) 주관적 가구소득이 평균보다 많다고 생

각할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 또한, 실제 가구소득보다 주관적 가구

소득이 행복감과 상관관계가 있다. 3) 고용상태는 행복감과 상관관

계가 없다. 4) 기혼(동거 포함)에 비해 이혼(별거, 사별 포함), 미혼 

순서로 행복감이 낮아지지만, 그것은 남성에게 뚜렷하게 나타난다. 

여성에게는 혼인상태에 따라 행복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거의 없었

고, 있어도 남성보다는 상관관계가 약했다. 차이점은 1) 양국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는 U자 곡선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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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만 세대별로 보면, 양국에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은 세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일본은 40대에 비해서 20대, 30대가 유

의하게 행복하다. 2) 학력에서 고등학교 졸업 집단과 비교해서 대학

교 이상 집단이 유의하게 행복감이 높지만, 한국에서는 그것이 남성

에게만 해당되고, 일본에서는 여성에게만 해당된다. 3) 실제 가구소

득은 한국 남성에게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기준집단(300~399

만원)’에 비해 ‘199만원 이하’의 집단과 ‘모름/무응답’ 집단에서 행

복감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중에서 혼인상태, 연령, 학력, 가구소득

에 대해, 논의를 했다. 우선 혼인상태에 따른 행복감의 남녀차이에 

관해, “기혼 여성의 불행”과 “독거노인 여성의 행복”의 가능성을 제

시했다. 일본과 한국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수가 증가했지만,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기 십상이

다. 또한 결혼과 출산에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다. 결혼에 인한 이러한 부담이 기혼여성의 행복감을 전체적으로 

낮추고 미혼, 이혼 여성과의 유의한 차이를 없앤다고 생각할 수 있

다. 또한 이혼 집단의 평균 연령이 높은 것에 주목하여 독거노인 여

성의 행복 가능성을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은퇴 후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이 기혼 여

성의 행복감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반면, 배우자 없이 사

는 여성은 돌봄의 부담이 없고, 사별에 대한 적응도 남성보다는 수

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기혼 여성과 이혼 여성의 행복감 

차이가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혼 남성의 불

행에 대해서도 이상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연령에 대해서는 양국이 U자 곡선을 그리고, 세대별로 보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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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서는 40대에 비해서 20대, 30대가 유의하게 행복하지만, 한국

은 세대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세대 간 차이에 대해

서는 최근에 일본에서 화제가 된 “사토리(悟り:득도) 세대”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의 청년층과의 차이를 분석했다.

   학력에 대해서는 양국의 학력 구조를 살피면서 한국에서는 남성

이 대학까지 가는 것이 이미 “당연한” 일이 되어 가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여성이 대학까지 가는 것이 아직 “특별한” 일이라는 점

을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남성에게만, 일본에서는 여성에게

만 행복감에 차이가 나타났다고 추측했다. 

   한국 남성의 저소득층에서 유의하게 행복감이 낮은 점에 대해서

는 생계부양자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저

소득층일수록 생계부양자의 부담감은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

고, 이런 배경이 저소득층 남성의 행복감이 낮은 이유일 수 있다.

   다음으로 행복과 종교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세 가지 특징이 도출

됐다. 1) 한국은 종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유의하게 행복

하지만, 일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일본의 독특한 

종교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종교의 유형별로 보았을 때, 

불교를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개신교,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유의하게 

행복감이 높았다. 3) 남녀 차이로 보았을 때, 여성은 종교의 유무나 

종교의 유형보다 종교 몰입도가 행복감과 깊은 연관성이 있었다. 반

면에 남성은 종교 몰입도보다 종교 유무나 종교의 유형이 행복감과 

깊은 연관성이 있었다. 이것은 양국에서 공통된 점이다. 이 중에서 

2)와 3)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종교의 유형별로 개신교, 기독교가 유의하게 행복감이 높은 점에 

대해서는 기존연구에서 종교성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번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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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믿음의 정도나 참석빈도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개신교, 기독교

가 유의하게 행복감이 높았다. 따라서 종교성만으로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또한 각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 차이(학력, 연령, 건강상태 

등)로 설명하는 기존연구도 있었지만, 그런 변수들을 통제해도 여전

히 유의미한 차이가 남았다. 본 논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기독교

의 교리 상 특징을 지적하면서 기독교의 “감사(感謝)”의 교리가 그 

들의 행복감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종교의 남녀차이에 대해서는 한국 여성에 초점을 맞춰 논의했다.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진 한국에서는 서구와는 달리 종교가 아

직 세속화되지 않았다. 특히 여성의 ‘종교 몰입’은 잘 알려져 있다.  

그 배경으로 ‘압축적인 근대화’에 따른 가족해체, 물질주의 등으로 

인한 심적 빈곤을 제시했다. 한국 여성에게 종교는 사회와 소통하

고,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도구였다. 또한 종교 활동을  

통해 여성이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고, 믿음을 통해 세속적인 곤란

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

에서 종교 그 자체보다는, 실제로 믿음과 종교 활동을 통해 그들이 

얻는 유무형의 것들을 행복감을 높인 요소라고 파악해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행복에 대해서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으로 나눠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신체적 건강에 대해서는 양국

에 큰 차이는 없었다. 특히 “주관적 건강평가”와 “운동습관”이 행복

감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적 건강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술’, ‘도박’을 각각 과도하게 

한 적이 있는 사람이 한 적이 없는 사람보다 행복감이 낮았다. 한

편, 일본에서는 동네환경에서 소음이 심각하다고 느낄수록 행복감이  

낮아졌다. 이것은 양국사회의 차이를 보여주는 데에 있어서 흥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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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차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노후 불안’이 행복감과 연관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연금제도 차이에 언급

하면서 한국의 공적 지원 부족이 개인의 노후 불안감을 크게 하고, 

결과적으로 행복감을 낮춘 가능성을 지적했다.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종합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하

여 양국의 행복감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함으로써 양국의 차별성

과 다양성, 특징을 밝히는 것이었다. 기존연구들은 종종 양국 중 한 

국가와 서구사회를 비교하곤 했지만, 정작 동아시아 나라들과의 비

교를 수행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대표적 국가라

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행복감”이

라는 주제를 통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밝혔다는 점은 본 논문이 가

지고 있는 연구사적인 의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도 갖고 있다. 첫째, 본 논문

에서 사용한 횡단면(cross-sectional) 데이터만을 가지고서는 인과

관계 자체를 면밀히 분석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각 독립변수가 

주관적 행복감에 주는 영향을 가정한 후 분석을 진행했지만, 역방향 

및 상방향의 인과관계도 부정할 수 없다.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향후 패널(panel) 데이터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 자체의 크기를 비교할 수 없었다. 더욱 자세한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셋째, 본 논문은 양국의 비교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자연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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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양국의 공통된 항목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분석의 측면에서도 깊

은 분석이라기보다는 표면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최대한 드러내려

고 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향후 진행될 깊이 있는 분석의 시금

석(試金石) 역할을 도맡는 셈이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더욱 자세한 분석이 수행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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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Subjective Happiness between 

Korea and Japan

Ono Yumi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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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following research paper, an analysis of rates of 

subjective happiness in Korea and Japan shows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societies, including discrimination, diversity 

and distinct characteristics appearing in both countries. 

Utilizing data from General Social Surveys conducted in both 

Japan and Korea, results of data analysis produced seven key 

observations. 

First, the rates of subjective happiness in Korea from 

2007 – 2011 steadily dropped, and compared to Japanese 

data average values are quite low. Both countries’ su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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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levels suggest a correlation with unemployment 

rates.

Second, males’ subjective happiness rates were most 

likely to report a meaningful disparity based on marital status. 

Women, on the other hand, expressed feelings of greater 

burden following a marriage.

   Third, while in Japan people in their 40s were 

significantly happier than those in their 20s or 30s, Korean 

data showed no significant gap in happiness levels based on 

age group. Analysis of age data gives credence to the recent 

“Satori (The Enlightened) Generation” phenomenon in Japan, a 

difference from survey data regarding Koreans in their 20s 

and 30s.

 Fourth, an analysis of academic achievement data 

(using happiness levels of high school graduates as standard) 

showed that Japanese female college graduates and Korean 

male college graduates reported the highest rates of 

subjective happiness. This paper argues that the principal 

reason can be found in the ‘generalization’ of academic 

achievement. A closer examination of academic achievement 

based on age and gender within the two countries shows that 

while in Korea college graduation for males is already 

considered “a matter of course”, in Japan college gradation 

for females is as of yet considered “special”.

   Fifth, survey data relays that only in the ca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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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income males in Korea are subjective happiness rates 

significantly affected by family income levels. Korea’s 

continuing strong societal perception of males as 

income-earning breadwinners may explain this phenomenon.

Sixth, Koreans holding religious beliefs reported higher 

levels of subjective happiness than their non-religious 

counterparts, yet in Japan no significant gap existed. This fact 

is indicative of the uniqueness of religion in Japan. A closer 

analysis of types of religion (using happiness levels of 

Buddhists as standard) showed that Korean Protestants and 

Japanese Christians reported the highest levels of happiness. 

The author argues that Christian doctrine, in particular a 

belief in “gratitude”, is related to reported happiness. 

Meanwhile when analyzing differences amongst rates of 

happiness of males and females, females’ active participation 

in a particular religion was more deeply tied to rates of 

happiness than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religious 

belief itself. However, in males the opposite was true. The 

author makes this discrepancy a focal point of discussion. As 

opposed to the existence of religion itself, genuine belief and 

participation in a particular religion provided an intangible 

reason for Korean women’s higher reported levels of 

happiness.

   Finally, in analyzing health’s effect on happiness 

levels, two subcategories were created and explored – bod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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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and mental health.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alth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bodily health and happiness 

in Korea and Japan produce little disparity, differences in 

mental health levels correlated with slight changes in 

happiness levels. In Korea, people who consumed alcohol or 

gambled excessively reported lower rates of happiness than 

those who had never done either. However in Japan, rates of 

happiness decreased primarily as noise pollution in a subjects’ 

living environment increased. The author found this societal 

gap to be particularly interesting. Additionally, in Korea 

‘elderly anxiety’ had a strong affect on rates of happiness. 

Korea’s lacking public pension system can be pointed to as a 

cause of low rates of happiness among the elderly.

Key Words: Korea, Japan, Subjective happiness, Socio-economic 

quality, Religion,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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