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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행복과 성격 연구가 높은 외향성 점수와 그에 따르는 각성

된 정적 정서 및 활발한 사교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외되었던 내향인의 행복

과 정서적 안정성(낮은 신경증 성향)의 중요성을 재조명하였다.  

행복과 관련된 성격의 정서적 측면을 다룬 연구 I-1에서 내향인에도 외향인과 마

찬가지로 행복한 사람들이 존재하며, 행복-내향 집단과 행복-외향 집단의 공통점은 

낮은 신경증 성향, 즉 정서적 안정성임이 확인되었다. 행복-내향 집단은 부적 정서

를 느끼는 경향성이 낮음을 특징으로 하였으며, 행복감 강도는 낮은 편에 속했다. 신

경증 성향은 외향성이 정적 정서와 갖는 연합보다 더 강하게 부적 정서와 연합해있

었고, 빈도 및 강도의 부적 정서 요소와 함께 내향인의 행복과 더 높은 역상관을 보

였다. 행복과 관련된 성격의 인지적 측면 및 긍정적 대인관계를 다룬 연구 I-2에서

도 행복-외향 집단과 구분되는 행복-내향 집단이 확인되었으며, 행복에 중요하다고 

알려진 낙관성, 자존감, 통제감, 삶의 목적, 긍정적 대인관계에서 행복-외향 집단과 

마찬가지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중 낙관성과 자존감, 통제감, 그리고 긍정적 대인

관계는 정서적 안정성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맥락에서 내향인의 행복에 중요할 가능

성이 있었다. 

연구 I에서 행복한 내향인의 존재와 내향인의 행복에 정서적 안정성과 부적 정서 

경험이 적은 것이 더 중요함을 확인하였지만, 행복-내향 집단이 그 특징에서 행복-

외향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II는 내향인과 

외향인의 행복이 서로 구분되는 차이가 있음을 보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 결

과 행복-내향 집단과 행복-외향 집단이 정서적, 사교적 영역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행복-내향 집단은 정서적 영역에서 낮은 신경증 성향과 낮은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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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와 기분 변화성을 보이고, 효과적으로 부적 정서를 조절한다는 점은 행복-외향 

집단과 같았지만, 보다 낮은 정적 정서와 기분 수준을 보인다는 점에서 구분되고, 부

적 정서 조절을 위한 사회적 지지를 덜 추구하며, 기분이 나쁠 때 그를 조절하여 되

고 싶은 상태에 있어 각성된 활기찬 상태보다는 덜 각성된 상태인 평정감을 더 선호

한다는 점에서 서로 달랐다. 이는 행복-외향 집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이

며 불행-내향 집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내향인으로서의 고유한 

특징이었다. 사교적 영역에서는 두 집단 모두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이루고 있었지만, 

행복-내향 집단은 행복-외향 집단보다 사교적 동기가 낮고 실제 참여도 떨어지며, 

홀로 있는 것을 선호하고, 사교적 상황에서 예민해지고 불편해하였으며, 친밀함을 중

시하는 좁은 관계망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또한 불행-내향 집단과 같은 양

상을 보이는 내향인으로서의 특징이었다. 내향인과 외향인간에 행복을 예측하는 구

별되는 요인이 있는지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이와 궤를 같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내향인의 행복은 각성된 정적 정서와 활발한 사교적 활동을 강

조하는 외향인의 행복과 형태가 다르며 각자 자신들의 성격에 맞는 서로 다른 방식

으로 그를 이루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내향성-외향성은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이라기보다는 각자 자신에 맞게 행복을 이루는 방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두 행복 집단의 공통점이 낮은 신경증 성향임을 볼 때 행복에 있어 중요한 

성격 차원은 오히려 정서적 안정성일 수 있다. 이어서 본 연구가 행복과 성격 연구

에 있어 가질 수 있는 함의와 제한점, 차후 연구에 대하여 논하였다. 

 

 

주요어 : 행복, 내향성, 신경증 성향, 정서적 안정성, 행복한 내향인, 행복의 최적 

수준 

학  번 : 2006-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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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이론적 배경  

 

행복은 Diener(1984)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여 개념화하면서 심리학 안에 본격적으로 하나의 연구 분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Larsen & Eid, 2008). 주관적 안녕감은 순간적인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오

랜 기간에 걸친 안녕감을 지칭하며, 서로 독립적인(Bradburn, 1969; Diener & 

Emmons, 1984; Watson & Tellegen, 1985) 정적 정서 경험과 부적 정서의 부재라

는 정서적 구성 요소와 삶의 만족이라는 인지적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말해 주관적 안녕감은 사람들의 자신의 삶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평가이며, 일상적

으로 쓰이는 말인 행복(happiness)과 같은 것을 가리키는 심리학적 용어이다(Diener, 

1984, 1998;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Diener, Oishi, & Lucas, 2003; 

Argyle, 2005). 그전에도 행복에 관한 연구(e.g. Bradburn, 1969; 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는 있어왔으나 Diener(1984)

의 주창 이후 행복은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가 되어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행복에는 성격이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Diener, 1998; Diener et al., 1999; 

Diener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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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특질과 행복  

 

성격과 행복이 연결되게 된 계기는 Costa와 McCrae(1980a)의 연구이다. 이들은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의 독립성에서 착안하여 마찬가지로 서로 독립적인 성격 

특질인 외향성과 신경증 성향이 각각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와의 연관을 통해 

행복에 중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 결과 외향성이 정적 정서와, 신경증 성향이 부적 

정서와 상관을 나타내고 따라서 행복과 관련을 가지며 성격 특질과 정서, 행복 

사이의 연관이 1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안정적임이 확인되었다. 이 안정성은 

30년 이상 지속된다고 한다(McCrae & Costa, 1994).  

이러한 결과는 성격 특질과 정서가 생물학적 기초를 가지고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지지를 받는다. 외향성과 신경증 성향은 유전적 기초를 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이며(Eysenck, 1956; Eaves & Eysenck, 1975; Young, Eaves, & Eysenck, 

1980), 여러 연구들의 결과 최소한 50%의 유전량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Eysenck & Eysenck, 1985). 외향성과 신경증 성향은 신경계의 접근-회피 

체계에 근거하여 정적 및 부적 감정과 연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민경환, 2002),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 또한 각각 40%, 55%의 유전량을 가진다(Tellegen, Lykken, 

Bouchard, Wilcox, Segal, & Rich, 1988). 실제로 개인이 느끼는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는 일하거나 놀거나, 사교적 상황이나 혼자 있거나, 새로운 상황이거나 친숙한 

상황이거나에 관계없이 일관적이고 안정적이며, 상황보다는 성격에 의한 일관성이 

더 크다(Diener & Larsen, 1984). 즉 성격 특질과 정서 모두 타고나는 부분이 크며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Lykken과 Tellegen(1996)은 안녕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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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의 80%가 교육이나 사회경제적 요건이 아닌 유전에 의해 설명됨을 밝히고 

이는 생물학적 기초를 가진 유전적 구성 요소, 말하자면 성격 특질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성격 특질은 행복을 예측하는 중요하고 안정적인 요인으로서, Costa와 

McCrae(1980a) 이후 많은 관련 연구들(e.g. Diener, Sandvik, Pavot, & Fujita, 

1992; Pavot, Diener, & Fujita, 1990)이 이루어졌다. 그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핵심적인 요인으로 여겨지는 것은 외향성이다. 

 

 

내향성-외향성의 정의와 이론들 

 

심리학에 내향성-외향성이라는 개념을 부각한 것은 Jung이다. 외향성은 정신 

에너지(libido)가 바깥으로 흐르는, 관심이 외부 대상을 향하는 태도이며 내향성은 

정신 에너지가 안쪽으로 흐르는, 관심이 자신의 내면 세계와 심리적 과정으로 

향하는 태도이다. 개인은 두 성향을 모두 지니고 있지만 보통 어느 한 쪽이 자신과 

더 잘 맞는다고 느끼고 그 쪽에 머무를 때 잘 기능하며 그 성향의 방식으로 

적응하는데, 외향성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쏟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나 내향성은 대상으로부터 철수함으로써 에너지를 보존하고 자신만의 

자리를 굳건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태도 중 어느 한 쪽의 메커니즘이 

만성적으로 우세할 때 이를 내향인 또는 외향인이라고 한다(Jung, 1971). 그러므로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교적이고 수다스럽고 친절하며,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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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적이고 조용하고 초연하다(민경환, 2002). 내향성과 외향성 둘 중 어느 쪽이 

우세할지는 개인이 타고나는 기질(individual disposition)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반대쪽에서 머무르는 것은 생리적으로 심하게 소모되는 결과를 낳는다(Jung, 

1971). 말하자면 내향인은 혼자 조용히 생각할 때 에너지를 얻고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에너지를 소비한다. 외향인은 반대로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에너지를 얻고 

혼자서 조용히 생각할 때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러한 에너지의 원천과 소모, 

재충전에 있어서의 차이는 사교적 행동을 비롯하여 내향인과 외향인이 보이는 

차이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Jung(1971)이 제안한 개인이 타고난 기질로서의 

내향성-외향성의 생리적 근거에 대해 뇌의 혈류량과 경로, 주요 신경 전달 

물질(도파민-아세틸콜린) 종류와 경로, 신경 말단에서의 재흡수 속도의 차이 등의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Laney, 2006; Helgoe, 2009; Dembling, 2013).  

Eysenck 등(Eysenck & Eysenck, 1969; Eysenck & Eysenck, 1985)은 의식과 

무의식의 태도(내향성-외향성)와 기능(사고, 감정, 감각, 직관)에 관한 폭넓고 복잡한 

Jung(1971)의 이론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지만 외향인에 대한 Jung의 설명을 

받아들여 외향인을 외부의 물질적, 비물질적 측면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으로 

보았고, 요인 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해 외향성을 서로 상관을 갖는 여러 행위나 행동 

경향성 집합의 최상위 요인이자 사교성과 충동성이라는 서로 독립적인 두 주요 

요인을 갖는 성격 특질로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내향인과 외향인의 행동적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각성 이론(Eysenck, 1967; Eysenck & Eysenck, 1985)을 주장하였다. 

외향성 차원은 상행 망양체 활성화 체계(ascending reticular activating 

system)와 내장 뇌(visceral brain)와 피질(cortex)간의 상호작용인 피질망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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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corticoreticular loop)의 활동성 수준 차이로 정의할 수 있다. 내향인은 이 

체계가 외향인보다 높은 수준의 활동성을 보인다. 따라서 대뇌피질이 외향인보다 

만성적으로 높은 수준의 각성 상태에 있으며 자극에 생리적으로 더 반응적이다.  

각성 이론을 지지하는 간명한 증거는 레몬즙 검사(Eysenck & Eysenck, 

1969)이다. 레몬즙을 혀에 네 방울을 떨어뜨리고 20초 동안 두었을 때 분비되는 

침의 양을 중립 조건(예: 레몬즙을 떨어뜨리지 않았을 때)과 비교하는 것인데, 

내향성이 높을수록 더 레몬즙 자극에 의한 침의 분비량이 늘어난다. 그 외에 EEG나 

피부 전도 반응, 동공 측정 등에서 각성 이론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EEG 

연구에서 내향인은 어떤 특정한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도 외향인보다 더 각성되어 

있었고(Gale, Coles, & Blaydon, 1969), Gale(1983)이 33개의 EEG 연구를 개괄한 

결과 그 중 22개 연구에서 내향인이 외향인보다 높은 각성 수준을 보이며 대체로 

Eysenck의 각성 이론을 지지하였다. 피부 전도 반응은 Smith(1983)의 연구에서 

내향인이 반복적인 자극에 외향인보다 더 지속적인 피부 전도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telmack과 Mandelzys(1975)의 연구에서는 특정 자극이 없을 때에도 

내향인이 더 동공이 확대되어 있고 청각 자극에 외향인보다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성 이론은 감각 역치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향인이 외향인보다 더 

만성적으로 높은 대뇌피질 각성 수준을 보이며 따라서 자극을 더 강하게 경험한다는 

것은 감각 역치가 낮음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같은 강도의 자극에도 내향인은 

외향인보다 더 높은 각성 수준에 달하고 외향인보다 낮은 강도의 자극에서 최고 

각성 수준에 이르며, 그 지점을 넘어가면 오히려 자극에 대한 반응 수준이 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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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 억제(transmarginal inhibition)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다(Eysenck & Eysenck, 

1985). Smith(1983)의 연구에서 강렬한 자극에서는 오히려 내향인의 피부 전도 

반응이 감소하는 것이나 Gale(1983)의 33개 EEG 연구 비교에서 실험 조건이 각성 

정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적당한 정도인 8개 연구에서 항상 

내향인이 외향인보다 높은 각성 수준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내향인은 선호하는, 최적 자극의 수준이 외향인보다 낮으며, 최적 각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외향인은 자극을 찾아 나서고 내향인은 강렬한 자극을 피한다 

(Eysenck & Eysenck, 1985). 이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는 Gale(1969)의 실험이다. 

참여자들은 약간의 감각 박탈 상태에 놓인 뒤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네 가지 종류의 

소리의 강화를 얻을 수 있었는데, 외향인은 내향인보다 더 많이 버튼을 눌렀으며 

소리의 종류도 더 자주 바꾸었다. 내향인과 외향인간의 감각 역치와 최적 자극의 

차이가 잘 드러나는 것은 Geen(1984)의 실험으로, 내향인은 같은 강도의 자극에 

외향인보다 더 높은 각성 수준에 달하고 외향인보다 낮은 강도의 자극에서 최고 

수준의 각성에 이르면서 외향인이 최고 수준의 각성에 달하는 정도의 강렬한 

자극에서는 오히려 각성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자극의 강도를 선택할 수 

있을 때는 외향인보다 더 낮은 강도의 자극, 즉 더 낮은 각성 수준이 되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러한 감각 역치의 차이에 따른 자극 추구와 회피 경향의 차이를 기반으로, 

외향성은 사교적이고, 파티를 좋아하고, 친구가 많고, 흥미진진한 것을 추구하며, 

순간의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것 등을 특징으로 한다. 반대로 내향성은 조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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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적이고, 말수가 적고, 반성적이며, 충동적 결정을 불신하고, 잘 정돈된 삶을 

선호하는 것 등이 특징이다(민경환, 2002). 

각성 이론(또는 감각 역치 이론)은 내향인과 외향인의 사교적 행동 차이 - 

내향인은 혼자 있을 수 있거나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고 소수의 사람들과 어울린다 

- 를 설명하면서 그 외 다양한 영역과 넓은 범위(예: 사교적 행동, 학업 성취, 직업 

선호와 업무 능력, 연구실 환경에서 이뤄진 각종 실험의 결과)에 걸쳐 내향인과 

외향인의 행동 차이를 설명할 수 있고, 또한 그 개인차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생물학적 기반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Eysenck & Eysenck, 1985).  

Costa와 McCrae(1980b) 또한 외향성과 신경증 성향을 포함하는 성격 특질 

모델을 제안했는데, 이는 Eysenck의 외향성, 신경증 성향과 매우 유사하다(Eysenck 

& Eysenck, 1985). 그리고 Jung(1971)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성격 검사인 Myers-

Briggs Type Indicator(MBTI)의 내향성-외향성 영역과 아이젱크 성격 

검사(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EPQ)의 외향성 

차원간에는 .74(p<0.001)의 높은 상관이 존재하므로, 내-외향성을 다루는 자기 

보고형 질문지 수준에서는 같은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Steele & Kelly, 197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ysenck의 이론을 중심에 두려고 한다. 

 

 

왜 외향인이 행복한가? 

 

우선은 외향성과 정적 정서와의 연합 때문이다. 여기에는 생물학적 소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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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데, Eysenck의 외향성-신경증 성향 성격 모델을 45도 회전시켜 충동성-

불안 성격 모델을 제안한 Gray(1970)는 충동성은 보상에 대한 민감성과 접근 성향, 

생리적으로는 행동 활성화 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와 관련되어 

있고 불안은 처벌에 대한 민감성과 회피 성향, 생리적으로는 행동 억제 

체계(Behavioral Inhibition System; BIS)와 관련되어 있으며, 외향인은 내향인보다 

보상에 대한 민감성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는 정적 정서와 연결된다. 실제로 

외향인은 내향인보다 정적 정서 유도에 민감하며(Larsen & Ketelaar, 1991), 어떤 

상황이든 일관적으로 정적 정서를 더 보고한다(Diener, Larsen, & Emmons, 1984). 

그리고 일주일간의 기분 변화에서 외향인은 내향인과 패턴은 같지만 항상 더 높은 

기분 수준을 보였다(Larsen & Kasimatis, 1990). 말하자면 정적 정서는 외향인의 

특징으로, Eysenck 등(Eysenck & Eysenck, 1985)은 외향성을 높은 수준의(각성된) 

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성과 연결지었으며, Costa와 McCrae(1980b) 또한 

자신들의 성격 특질 모델에서 외향성의 여섯 가지 하위 요인 중 하나로 정적 정서를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또다른 이유로는 사교성과 행복과의 관련을 들 수 있다. 사교성은 외향성의 두 

주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며, 그 중 충동성이 아니라 사교성이 행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Emmons & Diener, 1986). 실제로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보다는 친구나 가족과 같이 있을 때 더 즐겁다고 보고한다(Larson, 1990; Pavot 

et al., 1990). 사교적인 것은 왜 즐거운 것일까? Argyle(2005)은 정적 정서는 

생물학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이 수행될 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주관적인 측면인데, 

사교성은 협동과 상호도움을 주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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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것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은 즐거울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대한 조언이나 실질적인 도움 및 정서적 지지를 주며, 또한 친구들은 대개 

자신과 태도, 신념, 흥미 등이 비슷한데 그런 친구들에게서 받는 호감과 애정은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확인을 준다(e.g. Argyle & Furnham, 1983; Kahn & 

Antonucci, 1980).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이로움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안위에 마음을 쓰는 이타적 행동 또한 정적 정서의 한 원천이다(e.g. 

Batson, 1987; Batson & Shaw, 1991). 이러한 사교적 활동에의 활발한 참여와 

그로부터 얻어지는 긍정적 결과가 외향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Myers(2001, pp. 

148-149)는 어째서 외향인이 행복한지에 대해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서 친구도 많고 사교적 활동도 많다. 감정도 풍부하고 친구의 지지도 

많이 받는다. 이 사회적 지지야말로 행복의 중요한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정리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성격이 어떤 상황을 더 선호하고 그를 선택하며, 

그 안에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기여한다는 점이다(Eysenck & Eysenck, 1985). 

Larsen과 Ketelaar(1991)의 연구에서 외향인은 정적 정서 유도에 더욱 

민감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정적 정서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격에 맞는 사교적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그 사교성으로 

인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외향인은 

삶에서 즐거운 사건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Magnus, Diener, Fujita, & 

Pavot, 1993). 이를 외향인이 자신에게 보상적인 결과를 만드는데 성공적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민경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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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성격 특질과 상황의 상호 작용에는 일종의 선순환이 존재한다. 

기분이 좋거나 또는 행복할 때 사람들은 더 사교적이 되고 타인에게 더 관심을 

가지며 따뜻한 태도로 대한다(Cunningham, 1988; Berry & Hansen, 1996). 따라서 

사교적 상황에의 참여가 늘며, 그 안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더 정적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따른다. Heady, Holmstrom과 Wearing(1985: 

Argyle, 2005에서 재인용)은 4년간의 종단 연구에서 외향인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그를 통해 안녕감이 높아졌으며 이것이 외향성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짐을 발견했다. 

 

 

외향성 편향의 사회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복 연구들 

 

이상에서 외향인이 행복한 이유는 사교성과 정적 정서의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행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외향성이 주목 받은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측면이 있다. 

행복과 성격 특질에 관한 연구는 미국을 위시하여 외향성 점수가 높은 서구에서 

주로 이루어져왔다(Argyle, 2005). 특히 미국은 사교성과 개인의 행복 추구가 

정당화되고 그 둘이 서로 연합한 문화적 규범이 존재하는 나라이며(Hills & Argyle, 

2001b), 이후 긍정심리학의 발상지(권석만, 2008)가 되는 것을 비롯해 행복과 

관련된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Eysenck 등(Eysenck & Eysenck, 1969)은 충동성과 

자아통제력이 약한 것을 강조하는 것은 유럽적 개념의 외향성이고 사교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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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를 편하게 여기는 것은 미국적 개념의 외향성임을 지적했는데, 이러한 

나라가 주도하는 흐름 속에서 사교성이 행복과 연합해있으며 외향성이 행복에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더 주목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한 정서적 규범도 존재하는데, 미국인들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과 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며(Diener, Suh, Smith, 

& Shao, 1995), 어린 아이들에게 정적 정서를 충분히 드러내고 추구하도록 

유도하고 즐거운 상황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것이며 긍정적인 방식으로 각성된 

느낌을 확인하도록 교육한다(Diener & Suh, 1999: Argyle, 2005에서 재인용).  

즉 사교성과 높은 수준의(각성된) 정적 정서로 특징지어지는 외향성(Eysenck & 

Eysenck, 1985; Costa & McCrae, 1980b)은 특히 미국에서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가치이다. 한 예로 Hendrick과 Brown(1971)의 가상의 낯선 사람을 평가하게 하는 

실험에서, 외향인은 물론 내향인도 모두 외향적인 낯선 사람을 더 이상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렇게 외향성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것이며 내향성을 

경시하는 경향은 20세기 전반에서부터 있어왔던 것이다(Jung, 1971). 

Vitterso(2001)는 이러한 매우 미국적인 특징이 마치 행복의 기준인 것처럼 

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한국도 그러한 경향에서 예외라고는 할 수 없다(탁석산, 

2013). 

그리고 Eysenck 등(Eysenck & Eysenck, 1985)은 성격 특질에 따라 잘 

적응하고 기능하는 환경과 일이 다르며, 특정 성격이 현대 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음을 말했는데, 상호작용이 매우 활발한 현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편하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가치롭고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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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술이 된다(Diener et al., 1984). 즉 외향성은 요즘 사회에 잘 맞는 성격 

특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처럼 사회적 규범과 요구에 부합하기 쉽다는 것이 

외향인에게 이득이 된다. 

행복을 보고하는 데 있어 표현의 문제도 있다. 외향인은 거침없이 자신을 

토로하는 반면 내향인은 여간해서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집단이 겪는 경험의 질은 같은데 보고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Csikszentmihalyi, 1999). 행복 연구에 많이 쓰이는 자기 보고 형식의 리커트 

척도에서도 외향인은 응답에 있어 내향인보다 좀 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Rettner, 2011). 따라서 그게 그들이 실제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인지 그렇게 

표현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그러나 행복과 성격에 관한 연구들은 이러한 외향성 편향적 측면과 그것이 연구 

결과에서 함축하는 부분은 거의 언급하지 않은 채 외향성이 행복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며, 외향인만 또는 외향적이어야만 행복하다는 그릇된 인상과 

함께 기존의 사회적 편향을 강화하고 내향성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신경증 성향과 부적 정서의 부재의 중요성 

 

이러한 연구들은 행복에 정적 정서와 외향성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행복의 구성 요소에는 정적 정서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분명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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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지만 정적 정서와는 독립적으로 부적 정서(의 부재)도 존재하며 외향성이 정적 

정서와 연합되어 있듯이 부적 정서는 또다른 성격 특질인 신경증 성향과 연합되어 

있다(Diener, 1984, 1998; Diener et al., 1999). Eysenck 등(Eysenck & Eysenck, 

1985)은 신경증 성향을 높은 수준의 부적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성과 연결지었으며, 

Watson과 Clark(1984)은 부적 정서성(Negative Affectivity)을 기분-기질적 

차원이자 부적 기분과 자기 개념에 있어서의 만연한 개인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이 Eysenck의 신경증 성향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신경증 성향은 외향성과 마찬가지로 항상 행복과 안정적으로 높은 역방향의 

상관을 나타내며(Argyle, 2005; 민경환, 2002), DeNeve와 Cooper(1998)는 74개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외향성보다 신경증 성향이 행복과 삶의 만족과 강한 

상관을 보임을 밝혔다. 

그리고 신경증 성향은 외향성보다 생물학적 기초면에서 더 강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외향성은 유전적 기초를 갖기는 해도 그 표현형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Eaves & Eysenck, 1975), 신경증 성향은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 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Young et al., 1980). Tellegen 등(1988)의 쌍둥이 

연구에서도 정적 정서(40%)보다 부적 정서(55%)의 유전량이 더 높았으며 공유된 

가정 환경의 영향은 정적 정서에서는 22%, 부적 정서에서는 2%로 부적 정서는 

정적 정서보다 더 선천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신경증 성향-부적 정서의 외향성-정적 정서보다 강한 생물학적 기초 외

에도,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에는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정적 정서는 별다른 조절 노

력 없이도 금새 경험 이전의 평소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부적 정서는 고통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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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적응하는 데 더 시간이 걸리며 조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민경환, 2002). 그리

고 사람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정적 사건에 부적 사건보다 빠르게 적응하며, 

때로는 부적 사건에 완전하게는 적응하지 못하기도 한다(Brickman, Coates, & 

Janoff-Bulman, 1978; Lucas, 2007). 이렇게 쾌락의 쳇바퀴(hedonic treadmill, 

Brickman & Campbell, 1971; Diener, Lucas, & Scollon, 2006)로 일컬어지는 정서 

경험이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부적 편향에 의해, 정적 사건에 대한 반응을 오래 

유지하려는 것보다 부적 사건에 대한 적응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전반적 안녕

감에 있어 더 근본적일 수 있다(Larsen & Prizmic, 2008; Larsen, 2009).  

긍정심리학의 등장 이후 정적 정서의 유용함과 장점(e.g. Fredrickson, 2001; 

Tugade & Fredrickson, 2004)에 초점이 맞춰지고는 있지만, 행복의 구성 요소에서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는 서로 독립적이며 행복에도 각각 영향을 미친다(e.g. Costa 

& McCrae, 1980a; Larsen & Ketelaar, 1991). 외향성과 정적 정서가 행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만큼이나 신경증 성향과 부적 정서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부적 

정서의 부재와 발생한 부적 정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영향을 줄일 수 

있는지에도 마찬가지로 무게가 두어져야 한다. 

외향성이 높고 사교적 상황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지만 신경증 성향이 높고 부적 정서를 많이 경험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행복은 그저 외향적인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기도 해야하는 

것이다(“Happiness is a thing called stable extraversion.”, Eysenck, 1983: Francis, 

1999에서 재인용). Hotard, McFatter, McWhirter와 Stegall(1989)은 신경증 성향이 

낮을 때 외향성과 행복간의 연관이 매우 약해짐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Eysenc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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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ysenck의 외향성-신경증 성격 차원(Eysenck & Eysenck, 1985) 

 

외향성-신경증 성향 성격 차원(그림 1)에서 각 사분면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볼 때, 외향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 외에 또 누군가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향적이지만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일 것이다.  

 

 

행복한 내향인과 정서적 안정성 

 

Hills와 Argyle(2001a)은 상관 연구를 통한 통계적 패턴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주변에서 많은 내향적이면서 행복한 사람들을 볼 수 있음을 지적하며, 행복과 

외향성 점수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는 방법을 통하여 외향인에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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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내향인에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였다. 이 행복한 

내향인은 낮은 신경증 성향을 특징으로 하며 행복과 관련된 성격의 인지적 측면인 

자존감, 낙관성, 삶의 목적, 통제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친밀한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다. 

행복한 외향인과 행복한 내향인이 외향성 점수는 다르지만 낮은 신경증 성향을 

공통점으로 한다는 점에 착안한 후속 연구에서, 저자들은 지금까지 행복과 성격 

특질의 관계에 있어 외향성과 그와 연합된 정적 정서만이 강조되고 신경증 성향의 

중요성이 간과된 것은 긍정적인 것인 행복을 부적 정서(의 부재)와 그와 관련된 

신경증 성향과 연결시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임을 지적하며, 신경증 성향 개념을 

정서적 안정성으로 뒤집어서 볼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이 외향성보다 

더 중요한 행복의 예측 요인일 수 있으며, 최소한 외향성만큼이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Hills & Argyle, 20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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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행복과 성격에 관한 연구는 외향성과 정적 정서, 

그리고 활발한 사교적 활동을 보이는 외향인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정서적 안정성(낮은 신경증 성향)과 부적 정서의 부재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다. 외향성이 행복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e.g. Costa & McCrae, 1980a; 

Diener et al., 1992; Pavot et al., 1990) 내향인이 외향인보다 낮은 기분 수준을 

보이기(Larsen & Kasimatis, 1990) 때문에 내향성을 행복과 연결하지 않았으며, 

내향인의 행복은 별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외향인이 행복한 이유로 사교성을 

제시하는 많은 연구 결과들(e.g. Emmons & Diener, 1986; Pavot et al., 1990; 

Myers, 2001)은 내향인은 외향인처럼 많은 사람들과 사귀지 않고 사교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정적 정서를 얻을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사교적 영역에서 내향인과 외향인이 보이는 차이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이들이 사교적 동기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Jung 

(1971)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외향성은 외부 대상에 대한 관심으로 특징지어진다. 외부 대상에 대한 반응성과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즉각적인 수용,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고자 

하는 욕구와 참여하여 함께 어울리고 싶은 필요, 온갖 종류의 소음과 야단법석을 

견디고 실제로 그걸 즐겁다고 느끼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주변 세계에 항상 

주의를 쏟으며 그리 주의 깊게 선택하지는 않은 많은 친구들과 지인들을 가진다. ... 

이 유형의 심적 삶은 그의 바깥,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그는 다른 사람들 안에, 

그들을 통해서 산다. 혼자 있는 것은 그에게는 소름끼치는 일일 뿐이다.(pp. 549-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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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내향성은 대상이 아니라 주체를 향하며, 대상에 의해 그 지향이 좌우되지 

않는다. ... 그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초연함을 지닌 채 물러나있으며, 

참여하지 않고, 너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확연히 사교적 

모임을 싫어한다. 규모가 큰 모임에서 그는 외롭고 길을 잃은 것처럼 느낀다. 더욱 

사람들이 많고 붐빌수록 그의 저항감도 커진다. 그는 함께 있으려 하지 않으며, 

열렬하게 어울리고 싶은 마음도 없다. ... 그에게 홀로 있는 것은 즐거움이다. 그만의 

세계는 안전한 항구이며 공공으로부터 차단되고 염탐하는 눈들에게서 숨겨진, 

울타리를 두른 세심하게 가꿔진 정원이다. 그는 모든 변화가 자신에 의해 일어나는 

자신의 세계에서 집처럼 편안함을 느낀다. 그의 최고의 작업은 그 자신만의 자원과 

그 자신만의 우선 순위, 그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그의 친구들과 지인의 

수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 이 유형의 심적 삶은 완전히 내부에서 이루어진다.(pp. 

550-551) 

 

이처럼 내향인과 외향인은 사교적 상황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와 홀로 있음을 

선호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으며, Eysenck 등(Eysenck & Eysenck, 1985) 또한 

사교적 상황은 매우 강렬한 각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내향인은 과잉각성의 위험 

때문에 사회적 접촉을 피하려 한다고 동기적 측면을 설명하였다. 

즉 내향인에게는 친한 소수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면 몰라도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야만 하는 모임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으며, 그것이 즐거운 일도 

아니다. 모임은 재미있으며 모두가 모임에 가고 싶어하고, 따라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손해라는 것은 지극히 외향인의 관점이다(Helgoe, 2009). 그러므로 

내향인이 영위하는 대인관계와 사교적 활동 양상은 외향인과 달라지게 되며, 

내향인에게 중점이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알고 지내고 사교적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보다는 좀 더 차분하고 한정된, 친밀한 관계이다. 

내향인의 그러한 낮은 사교성을 외로움이나 사회적 지지의 결핍과 연결짓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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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판단이다. 외로움은 관계의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친밀하고 의미있는 상호작용의 유무에 달려있으며(Wheeler, Reis, & Nezlek, 1983), 

사교성이 행복과 관련된 이유인 사회적 지지(Argyle, 2005; Myers, 2001)를 주는 

것은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Kahn & Antonucci, 1980; Myers & 

Diener, 1995). 그리고 인간 관계란 항상 긍정적인 지지가 되지는 않는다. 심지어 

가까운 관계라 해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너무 많은 요구를 함으로써 갈등과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Antonucci, Akiyama, & Lansford, 1998). 그러므로 

관계망을 친밀함 위주로 좁게 가지고 불유쾌함이 예상되는 사교적 상황을 피하는 

것은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가지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넓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쓰거나 그로 인한 부적 정서에 소모될 

에너지(자원)를 보전하는 내향인 나름의 방법이 된다.  

이러한 사교적 동기에 있어서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내향인이 사교적 상황을 

피하는 것을 해석함에 있어 초점이 정적 정서를 얻을 기회를 놓치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로 인한 결과에서 내향인에게 비중이 더 큰 것은 

정적 정서의 손해보다는 부적 정서의 예방 및 감소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외향인의 행복은 정적 정서를 어떻게 많이 얻는가의 관점에서 논해지지만, 

내향인의 행복은 어떻게 하면 부적 정서를 줄일 수 있는지, 또 발생한 부적 정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에서 시작할 수 있다.  

정적 정서는 외향성의 특징으로(e.g. Eysenck & Eysenck, 1985; Larsen & 

Ketelaar, 1991), Gray(1970)의 이론에 따르면 외향인은 내향인보다 보상에 

민감하고 처벌에 둔감하지만, 내향인은 외향인보다 보상에 덜 민감하고 처벌에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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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하다. 이는 내향인이 외향인보다 정적 정서는 적게 경험하면서 부적 정서는 

많이 경험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뜻한다. 실제로 내향인은 외향인보다 고통과 부적 

자극에 예민하고 더 쉽게 조건화된다(Eysenck & Eysenck, 1985). 이러한 정서성의 

차이는 내향인으로 하여금 정서적 안녕에 있어 더 많은 정적 정서의 추구보다는 

부적 정서의 감소에 더 초점을 맞추게 할 것이며, 따라서 그와 관련된 정서적 

안정성(낮은 신경증 성향)이 내향인의 행복에 더 중요할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외향성 편향 사회에서 외향인이 가질 수 있는 이점은 

내향인에게는 바로 불리한 점이 된다. 외향성이 바람직한 특성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른 이점이 있는 사회에서 내향인은 주변의 외향적인 사람들과 사회에 스스로를 

동조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며 긍정적인 자기상을 갖기 어렵고, 잦은 사교적 

상황과 마주치게 됨으로써 부적 정서를 경험하기 쉬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Laney, 

2006; Helgoe, 2009). 그러므로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다루고 자신이 느낀 부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내향인의 행복에 중요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행복과 성격 연구가 높은 외향성 점수와 그에 따르는 

각성된 정적 정서와 활발한 사교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외되었던 내향인의 

행복과 정서적 안정성(낮은 신경증 성향)의 중요성을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한 내향인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들이 성격의 정서적, 인지적 측면에서 

어떠한 특징을 지녔는지 알아본다. 

둘째, 정서적 안정성이 행복에 있어 적어도 외향성만큼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내향인의 행복에 정서적 안정성과 그와 관련된 요소인 부적 정서의 부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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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 정서 조절이 더 중요함을 보인다.  

셋째, 내향인의 행복은 외향인의 행복과 초점이 다르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사교적으로 서로 다른 형태를 지니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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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I-1: 내향인의 행복의 정서적 특성과 그 초점 
 

연구 I-1은 Hills와 Argyle(2001a)의 행복한 내향인 연구와 같이 행복과 외향성 

점수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네 집단을 나누어, 행복과 관련된 성격의 정서적 측면이

라 할 수 있는 성격 특질 및 정적 정서, 부적 정서를 빈도와 강도의 두 차원(Diener, 

Larsen, Levine, & Emmons, 1985)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어떤 차이가 있고 행복

-내향 집단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행복과 성격 특질, 정서간의 연관을 밝히는 것은 주로 상관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를 내향인-외향인으로 나누어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았으며, 

또한 내향인과 외향인이 무엇에서 행복을 얻는지 물음으로써 이들이 행복에 있어 서

로 다른 초점을 갖고 있음을 보이려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향인에도 행복한 외향인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내향인이 존재하며, 두 행

복 집단은 공통적으로 낮은 신경증 성향을 가질 것이다. 

둘째, 내향인의 행복에는 정서적 안정성(낮은 신경증 성향)과 그와 관련된 부적 

정서의 부재가 더 중요할 것이다. 

셋째, 내향인과 외향인은 행복에 있어 서로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 다

른 방식으로 행복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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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여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양 강의와 전공 강의 학부생 189명이 학점 이수의 조건

으로 참여하였다. 이중 결측치가 있는 22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유효한 총 167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남자 67명, 여자 100명으로 평균 나이는 만 21.36세(표

준편차 2.36)였다.  

 

도구 및 절차 

참여자들은 강의 시간을 통하여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 응답에는 약 15분이 소

요되었다. 설문지에 포함된 척도들은 다음과 같다. 

 

성격 특질. Eysenck의 성격 특질 차원을 측정하는 척도인 아이젱크 성격 검사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EPQ, Eysenck & Eysenck, 1975)를 이현수

(1985)가 표준화한 한국판에서 외향성 차원 23문항과 신경증 성향 20문항 총 43문

항을 사용하였다. 두 척도는 독립적으로 외향성 척도는 사교성과 자극 추구 충동으

로 반응하는 경향을 평가하고 신경증 척도는 불안, 고통을 경험하는 경향성과 정서

적 불안정성을 평가한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응답

한다. 본 연구에서 각 척도의 Cronbach’s α는 외향성 .89, 신경증 성향 .82였다.  

 

행복. 사지선다형의 옥스퍼드 행복 척도(Oxford Happiness Inventory; OHI, Arg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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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 & Crossland, 1989)를 리커트 척도 형식으로 바꾼 옥스퍼드 행복 질문지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OHQ, Hills & Argyle, 2002)를 연구자가 번안하

여 사용하였다. 옥스퍼드 행복 척도(OHI)는 정적 정서 또는 즐거움의 빈도와 정도, 

시간에 걸친 만족의 평균 수준, 우울이나 불안 같은 부정적인 느낌의 부재라는 행복

의 조작적 정의를 척도화한 것으로, 벡 우울 척도의 21문항을 뒤집은 뒤 주관적 안

녕감과 관련된 측면의 11개 문항을 추가하고 나중에 3문항을 제외함으로써 총 29문

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척도의 주요 저자인 Argyle은 옥스퍼드 행복 척도가 사지선

다형으로 길이가 길고 임상 환자가 아닌 보통의 참여자들은 두 번째나 세 번째 문항

에 주로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이를 6점 척도(1: 거의 그렇지 않다, 6: 매

우 그렇다)상에서 평정하는 리커트 척도 형태인 옥스퍼드 행복 질문지(OHQ)로 변형

하였다. OHQ는 행복의 전반적인 측면을 단일 차원으로 측정하며, OHI의 점수

와 .80(p<0.01)의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3이었

으며, 다른 행복 척도들 중 안녕감 척도와는 .800(p<0.01), 삶의 만족 척도와

는 .682(p<0.01)의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고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후에도 이 수치

는 거의 변함이 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므로(부록 1) 행복을 측정하는 척도로

서 타당함이 검증되었다. 

 

안녕감. Campbell, Converse와 Rodgers(1976)가 개발한 주관적 안녕 지표(Index of 

Well-Being; IWB)를 한정원(1997)의 번안을 일부 수정한 것(강지선, 2006; 김명철, 

2005)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 상태를 묘사하는 정적-부적 

형용사의 쌍 9문항과 삶의 대한 만족을 측정하는 1문항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진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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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참여자는 각 문항에 대해 7점 척도상에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2였다.  

  

삶의 만족.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 척도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안신능(2006)이 번안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

하였다.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만족감을 측정하는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참여자는 각 문항에 대해 7점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전적으로 동의한

다)상에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2였다.  

  

정서 빈도. Diener, Smith와 Fujita(1995)의 연구에 기반하여 전반적 정서 빈도를 측

정하였다. 이 정서 단어 목록은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를 가리키는 총 24개의 정서 

단어로 이루어졌으며, 네 단어씩 기쁨, 사랑의 두 정적 정서군과 두려움, 분노, 슬픔, 

수치-죄책감의 네 부적 정서군으로 나뉜다. 참여자들은 각각의 감정을 지난 한달 동

안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를 7점 척도(1: 전혀 느낀 적이 없다, 7: 매우 자주 느꼈다)

상에서 평정하였다. 안신능(2006)의 번안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 Cronbach’s α는 정적 정서 빈도 .88, 부적 정서 빈도 .89였다.  

 

정서 강도. Larsen과 Diener(1987)가 개발한 정서 강도 척도(Affect Intensity 

Measure; AIM)를 한정원(1997)의 번안을 옥수정(2001)이 수정한 것(김수안, 2005)

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개인이 정서를 경험하는 특징적 폭, 또는 강도를 묻는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참여자들은 이를 5점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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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적으로 동의한다)상에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Eisenberg, Fabes와 

Murphy(1995)의 연구를 참고하여 전반적인 정서 강도를 묻는 정서가가 모호한 3문

항을 제외한 나머지 37문항을 정적 정서 강도 15문항, 부적 정서 강도 12문항, 행

복감 강도 10문항으로 각각 나누어 사용하였다. 각 척도의 Cronbach’s α는 정적 정

서 강도 .82, 부적 정서 강도 .76, 행복감 강도 .85였다. 

 

행복의 원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그 원천으로 알려진 요인들(예: 친구들

과 가족들, 이성친구, 성공이나 성취의 느낌, 휴식, 운동, 자연, 음악, 유머, 이타적 

행동, Argyle, 2005)에 대해 자신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항목별로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전적으로 그렇다)상에서 단문항으로 평정하게 하였다. 그 외 다른 

의견이 있다면 개방형으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결과 및 논의 

 

1. 집단 구분 

참여자들을 행복과 외향성 점수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행복-불행 집단과 외향-내

향 집단으로 구분하여 행복-내향, 불행-내향, 행복-외향, 불행-외향의 총 네 집단으

로 나누었다. 행복-내향 집단은 외향성 점수는 중위수 미만이지만 행복 점수가 중위

수를 초과하는 집단이며 불행-내향 집단은 행복 점수와 외향성 점수가 중위수 미만

인 집단이다. 행복-외향 집단은 행복 점수와 외향성 점수가 중위수를 초과하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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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불행-외향 집단은 외향성 점수는 중위수 초과이지만 행복 점수는 중위수 미만

인 집단이다. 각 집단의 측정치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한다[행복 

F(3,149)=115.155, p<0.01; 외향성 F(3,149)=162.054, p<0.01]. 

이 과정에서 행복과 외향성 점수의 중위수에 해당하는 14명의 자료를 제외하였

으며 이후 분석에는 나머지 153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남자 64명, 여자 89명으로 

신경증 성향에 성차가 존재하였다[남 12.13(표준편차 4.70), 여 13.82(표준편차 

4.66), t=-2.213, df=151, p<0.05]. 따라서 해당 변인은 상관표에 성별과 연령을 통

제한 편상관을 함께 제시하였다. 

 

 

2. 각 집단의 성격 및 정서적 특성과 내향-행복 집단의 특징 

 

각 집단의 행복과 성격 특질 및 정서적 특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로 정리하

였으며, 이러한 변인들이 집단별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표준점수 그래프(그림 2)

로 나타내었다. 변인별 표준점수 그래프는 부록 5에 제시하였다. 

신경증 성향은 두 행복 집단의 점수가 두 불행 집단보다 낮으며[t=-2.541, 

df=149, p<0.05], 행복-내향 집단은 행복-외향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t=-.953, df=75, n.s.](표 2). 

정서 빈도에 있어서는 두 행복 집단이 높은 정적 정서 빈도와 낮은 부적 정서 빈

도라는 특징을 보이며, 두 불행 집단은 이와는 반대 양상을 보인다[정적 정서 빈도 

t=7.525, df=149, p<0.01; 부적 정서 빈도 t=-4.873, df=149, p<0.01]. 이는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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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집단별 행복과 성격 특질, 정서적 특성 

  행복-내향 불행-내향 행복-외향 불행-외향 
F(3,149)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행복 134.75bd 8.87 105.47acd 12.29 139.84bd 9.84 113.78abc 8.24 115.155** 

외향성 8.81cd 3.33 6.79cd 3.18 16.97ab 2.02 15.89ab 2.27 162.054** 

신경증 성향 11.13 3.91 14.31 4.81 12.31 4.55 13.72 4.99 2.972* 

정적 정서 

빈도 
43.38bd 5.14 34.34ac 6.89 44.82bd 5.79 35.89ac 5.33 13.238** 

부적 정서 

빈도 
45.13b 11.88 61.95ac 15.15 47.34b 12.90 57.11 15.45 33.190** 

정적 정서 

강도 
53.75 7.17 48.71cd 7.81 55.23b 6.87 54.11b 5.57 8.889** 

부적 정서 

강도 
35.06 7.93 37.97c 7.23 33.82b 6.13 34.83 6.94 3.782* 

행복감 강도 30.81 6.35 28.19c 6.95 33.23b 5.52 31.22 4.68 6.777** 

N=153 16 58 61 18   

*p<0.05, **p<0.01 

a = 행복-내향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 b = 불행-내향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 

c = 행복-외향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 d = 불행-외향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 

 

안녕감의 정의(Diener, 1984, 1998)와 일관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

서별 경험 빈도(부록 2)를 보면 두 불행 집단 중 불행-외향 집단은 전체적으로는 부

적 정서 빈도가 높고 정적 정서 빈도가 낮기는 하지만, 더 자주 경험하는 정서들은 

우선 정적 정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앞서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적 정

서의 잦은 경험은 내향인보다는 외향인의 특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서 빈도의 집단간 비교(표 2)에 있어 내향-외향과 관계없이 행복 집단간 

또는 불행 집단간 비교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행복-불행 집단간 

비교시에는 차이가 항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보아, 행복에는 정서 빈도가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별로 없는 정서 강도보다 더 중요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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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행복과 성격 특질, 정서적 특성의 집단별 표준점수 그래프 

 

실제로 정서 강도를 살펴보면 행복-불행 집단보다는 내향-외향 집단의 대비가 

두드러지며, 특히 정적 정서면에서 그러하다. 두 외향 집단은 두 내향 집단보다 높은 

정적 정서 강도를 보이고[t=-2.474, df=149, p<0.05], 행복감 강도 또한 높다[t=-

2.291, df=149, p<0.05]. 부적 정서 강도[t=1.639, df=149, n.s.]의 경우 두 내향 집

단이 두 외향 집단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데, 

이는 이들의 신경증 성향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t=-.331, df=149, n.s.]. 한편 정서 빈도에 이어 정서 강

도에서도 두 외향 집단이 두 내향 집단보다 정적 정서면에서 더 높은 강도를 보임으

로써, 정적 정서가 외향인의 특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행복-내향 집단은 낮은 신경증 성향과 네 집단 중 가장 낮은 부적 정

서 빈도[t=-2.744, df=149, p<0.01]라는 정서적 특성을 지닌다. 부적 정서 강도 또

한 낮은 편에 속한다. 즉 부적 정서를 느끼는 경향성이 낮음을 특징으로 한다. 정적 



30 

 

정서면에서는 높은 정적 정서 빈도와 불행-내향 집단과 더불어 두 외향 집단보다는 

낮은 정적 정서 강도 및 행복감 강도를 보인다. 또다른 행복 집단인 행복-외향 집단

과 비교시(표 2) 외향성 점수를 제외하고 행복 점수를 비롯해 행복 집단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낮은 신경증 성향과 정서 빈도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

며, 반면 불행-내향 집단과 비교시에는 이러한 변인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존재한다. 따라서 내향인에도 행복-외향 집단과 동등한 행복 집단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두 행복 집단의 공통점은 낮은 신경증 성향, 즉 정서적 안정

성임을 알 수 있다.  

 

 

 

 

 

표 2. 행복과 성격 특질, 정서적 특성의 집단간 평균 차이 

  

행복-내향  

vs  

행복-외향 

행복-내향  

vs  

불행-내향 

행복-내향  

vs  

불행-외향 

행복-외향  

vs  

불행-외향 

불행-내향  

vs  

불행-외향 

 

t t t t t 

행복 -1.876 8.891** 7.147** 10.216** -2.681** 

외향성 -9.350** 2.228* -7.307** 1.931 -13.397** 

신경증 성향 -.953 -2.434* -1.673 -1.13 .45 

정적 정서빈도 -.908 4.873** 4.156** 5.849** -.872 

부적 정서빈도 -.622 -4.100** -2.511* -2.696** 1.178 

정적 정서강도 -.76 2.326* -.165 .632 -2.724** 

부적 정서강도 .678 -1.392 .09 -.598 1.62 

행복감 강도 -1.511 1.361 -.216 1.399 -2.117*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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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향인의 행복과 성격 특질 및 정서적 특성간의 관계 

 

행복에 있어 외향성이 강조되는 것은 행복과 외향성간의 상관과 외향성과 정적 

정서와의 연합에 근거하는 바가 크다(e.g. Costa & McCrae, 1980a; Pavot et al., 

1990; Larsen & Ketelaar,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성격 특질과 정서, 행복간

의 연관과 이것이 내향인과 외향인에서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외향성과 신경증 성향이 행복과 관련을 갖는 기반인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를 살펴보았다. 외향성과 신경증 성향은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없이 독

립적이었다(r=-.097, n.s., 편상관 r=-.095, n.s., N=167). 즉 외향성과 신경증 성향

이 각각 정서적 특성 및 행복과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표 3. 전체 참여자와 내향인, 외향인에서 성격 특질과 정서적 특성간 상관 

    전체 (N=157) 내향인 (N=74) 외향인 (N=79) 

    E N E N E N 

정적 

정서빈도 

z .518** -.222** .320** -.117 .405** -.283* 

p .507** -.236** .317** -.108 .407** -.300** 

부적 

정서빈도 

z -.289** .522** -.174 .618** .033 .407** 

p -.277** .534** -.144 .594** .027 .444** 

정적 

정서강도 

z .423** .194* .280* .250* .276* .241* 

p .436** .192* .286* .290* .295** .244* 

부적 

정서강도 

z -.267** .567** -.201 .621** -.016 .495** 

p -.262** .557** -.162 .605** -.021 .487** 

행복감 

강도 

z .384** .159* .247* .221 .225* .185 

p .409** .165* .258* .273* .241* .191 

E = 외향성, N = 신경증 성향, z = 영차상관, p = 성별, 연령 통제시 편상관 
*p<0.05, **p<0.01 



32 

 

표 3을 보면 참여자 전체에서는 대체로 외향성이 정적 정서 요소와, 신경증 성향

이 부적 정서 요소와 더 관련이 있기는 하나 서로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 정적 정서 경험과 부적 정서 경험이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

(r=-.351, p<0.01, 편상관 r=-.344, p<0.01, N=167)으로 여겨진다. 이는 정적 정서

와 부적 정서 경험을 며칠에 걸쳐 정서 일기 형식으로 측정한 것이 아니라 척도에서 

지문상으로 '지난 한달 동안' 느낀 감정을 뭉뚱그려 평정하는 자기 보고 형식으로 측

정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서 빈도 척도의 원 출처인 Diener 

등(1995)의 연구에서도 52일에 걸쳐 일일 보고 형식으로 측정했을 때에는 정적 정

서와 부적 정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같이 사용한 

자기 보고 형식의 척도에서는 -.25(p<0.01)의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

이가 어린 참여 집단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에서는 외향성과 신경증 성향, 정적 정

서와 부적 정서간에 약한 역상관이 존재하는 경향이 있다(Meyer & Shack, 1989). 

내향인과 외향인으로 나누어 보면 성격 특질과 정서와의 연합이 좀 더 명료해지

는데, 외향성은 정적 정서 빈도, 정적 정서 강도, 행복감 강도 같이 정적 정서 요소

와, 신경증 성향은 부적 정서 빈도, 부적 정서 강도 같이 부적 정서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 단 정적 정서 강도에 신경증 성향의 영향이 남아있는 것은 Eysenck(1967)가 

신경증 성향의 생리적 기초로 주장한 내장 뇌(visceral brain)가 정서와 깊이 관련되

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내장 뇌는 변연계(limbic system)라고도 하며 해마

(hippocampus), 편도핵(amygdala), 대상속(cingulum), 중격(septum), 시상하부

(hypothalamus)를 포함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외향성과 정적 정서 요소간에 나타나는 상관보다 신경증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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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과 부적 정서 요소간에 나타나는 상관이 더 강하며, 이는 내향인과 외향인 모두에

게서 일관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것은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결과

로, 그럼에도 행복에 있어 주로 외향성과 정적 정서가 강조되어온 것은 행복이 긍정

적인 것이기에 둘의 연결이 쉬워서이기도 하지만 미국처럼 긍정적인 것에 방점이 찍

힌 사회(Hills & Argyle, 2001b; Helgoe, 2009; Ehrenreich, 2011)에서의 편향이 작

용한 결과이기도 하며, 그만큼 신경증 성향의 반대로서의 정서적 안정성이 행복에 

있어 다시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뜻한다.  

또한 성격 특질과 정서적 특성간의 관계를 보면, 내향인은 외향성과 정적 정서 

빈도간의 상관(r=.320, p<0.01, 편상관 r=.317, p<0.01)이 낮은 편이고 신경증 성향

과 부적 정서 빈도간의 상관(r=.618, p<0.01, 편상관 r=.594, p<0.01)은 높으며 부

적 정서 강도(r=.621, p<0.01, 편상관 r=.605, p<0.01)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에 비

해 외향인은 외향성과 정적 정서 빈도간의 상관(r=.405, p<0.01, 편상관 r=.407, 

p<0.01)과 신경증 성향과 부적 정서 빈도간의 상관(r=.407, p<0.01, 편상관 r=.444, 

p<0.01)이 비슷하다. 이는 두 집단의 신경증 성향 점수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음에

도 나타나는 결과로[내향인 13.62(표준편차 4.79), 외향인 12.63(표준편차 4.66), 

F(1,151)=1.675, n.s.], 이것 또한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향인은 외향인

보다 정적 정서는 덜 경험하고 부적 정서는 더 자주, 강하게 경험하기 쉽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내향인의 행복은 부적 정서가 적은 것에 더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빈도와 강도로 나누어 본 정서적 특성은 앞서 집단별 특징에서 예측한 것처럼 전

반적으로 정서 빈도가 정서 강도보다 행복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표 4). 이는 

Diener 등(1985)의 연구와 일관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참여자 전체로 보면 행복은 

표 4. 전체 참여자와 내향인, 외향인에서 정서적 특성과 행복간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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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전체 참여자와 내향인, 외향인에서 정서적 특성과 행복간 상관 

  행복   성별, 연령 통제시 

  전체 내향인 외향인   전체 내향인 외향인 

정적 정서빈도 .722** .603** .705** 
 

.719** .605** .710** 

부적 정서빈도 -.536** -.627** -.292** 
 

-.532** -.613** -.273* 

정적 정서강도 .367** .289* .138 
 

.371** .281* .125 

부적 정서강도 -.366** -.344** -.223* 
 

-.368** -.329** -.240* 

행복감 강도 .320** .188 .168 
 

.330** .172 .161 

*p<0.05, **p<0.01 

 

정적 정서 경험이 더 많고 부적 정서 경험이 적은 것과 관련이 있으나, 내향인에서

는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내향인은 정적 정서 빈도(r=.603, p<0.01, 편상관 r=.605, 

p<0.01)보다 부적 정서 빈도(r=-.627, p<0.01, 편상관 r=-.613, p<0.01)가 행복과 

다소 높은 역상관을 보이며, 이는 외향인에서 행복과 부적 정서 빈도간에 나타나는 

상관(r=-.292, p<0.01, 편상관 r=-.273, p<0.05)보다 높다[Z=2.640, p<0.01, 편상관 

Z=2.630, p<0.01]. 즉 내향인의 행복에는 앞서 성격 특질과 정서적 특성간의 관계

에서 예측한 것처럼 부적 정서 경험이 적은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외향인의 행복은 앞서 집단별 특징에서 정적 정서가 빈도와 강도 모두에서 

외향인의 특징이었던 것과 맥을 같이하며 높은 수준의 정적 정서로 특징지을 수 있

다(행복과 정적 정서 빈도와의 상관 r=.705, p<0.01, 편상관 r=.710, p<0.01). 흔히 

행복감이 강렬할수록 더 행복한 것이라는 인식은 그러한 외향인의 특징과 행복 연구

에 있어 외향성 편향적 관점이 결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행복 강도는 행복과 별 관련이 없었다. 이는 내향인이 느끼는 행복이 꼭 외

향인과 같은 정도로 강렬한 것이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외향인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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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전체 참여자와 내향인, 외향인에서 성격 특질과 행복간 상관 

  행복   성별, 연령 통제시 

  전체 내향인 외향인   전체 내향인 외향인 

외향성 .636** .381** .250* 
 

.632** .366** .266* 

신경증 성향 -.397** -.491** -.333** 
 

-.412** -.468** -.351** 

*p<0.05, **p<0.01 

 

행복한 것도 아님을 뜻한다.  

이상에서, 외향성과 신경증 성향은 내향인과 외향인의 행복과 표 5와 같은 관계

를 가진다. 내향인에서 신경증 성향은 -.491(p<0.01, 편상관 r=-.468, p<0.01)로 외

향성(r=.381, p<0.01, 편상관 r=.366, p<0.01)보다 높은 역상관을 보이며, 외향인에

서는 전반적으로 상관 계수가 낮기는 하지만 같은 양상을 띈다. 이러한 결과들은 행

복에 있어서 외향성만큼이나 낮은 신경증 성향, 즉 정서적 안정성도 동등하게 그 중

요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행복-내향 집단의 특징이 낮은 신경증 성향임과 함께 내향

인의 행복에 있어 그 중요성이 클 것임을 보여준다. 

 

 

4. 행복의 원천 

 

표 6은 내향인과 외향인이 무엇에서 행복을 얻는지 각각 행복의 원천의 평균 점

수를 높은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내향인과 외향인 모두 성공이나 성취의 느낌에서 

가장 행복을 얻는다고 꼽았다. 네 집단 중 내향-행복 집단이 4.69(표준편차 .48)로 

가장 높았다[t=2.018, df=149, p<0.05]. 그 다음 가는 행복의 원천은 친구들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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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내향인과 외향인의 행복의 원천 (평균 내림차순) 

내향인 (N=74)   외향인 (N=79) 

행복의 원천 Mean SD   행복의 원천 Mean SD 

성공이나 성취의 느낌 4.27 .73 
 

성공이나 성취의 느낌 4.41 .71 

친구들과 가족들 4.07 .80 
 

친구들과 가족들 4.25 .76 

편히 쉬는 것 3.88 .86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3.94 .91 

음악 3.76 .86 
 

편히 쉬는 것 3.92 .89 

자연을 즐기는 것 3.58 .97 
 

음악 3.89 .93 

유머 3.38 1.02 
 

유머 3.85 .91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3.36 .96 

 
자연을 즐기는 것 3.65 .92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 3.23 1.36 
 

스포츠를 하면서 

활동적이 되는 것 
3.61 1.04 

스포츠를 하면서 

활동적이 되는 것 
3.22 1.11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 3.57 1.22 

기타 의견 :             

어려운 과제를 해냈을 때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혼자서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과 시간 
 

새로운 것을 하거나 깨달을 때 

신앙, 종교활동 
 

남들이 나를 좋아하고 높이 평가해줄 때 

 
  신앙, 종교활동 

 

들이었으며 세 번째는 두 집단이 서로 다른데 내향인은 편히 쉬는 것인 반면 외향인

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 요인의 경우 내향인은 끝에서 세 번째

로 매우 낮다. 실제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요인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F(1,151)=14.311, p<0.01], 유머[F(1,151)=9.120, 

p<0.01], 스포츠를 즐기며 활동적이 되는 것[F(1,151)=5.039, p<0.05]으로 세 가지 

모두 외향인이 내향인보다 높았다.  

이러한 차이를 개방형으로 받은 기타 의견들과 종합해보면, 외향인의 행복은 좀 

더 다른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거기에서 긍정적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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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끌어내고, 다양하고 신체적으로 활성화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외향인의 행복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각 집단의 정서별 빈도표(부록 2)를 보면, 불행-외향 집단은 

기쁨군의 정서를 가장 많이 경험하지만 다른 사람과 관련된 정서인 사랑군은 행복-

외향 집단에 비해 매우 적게 경험하는데[t=-6.131, df=77, p<0.01], 이러한 차이가 

불행-외향 집단의 낮은 행복 점수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내향인에게는 친구나 가족 같은 친밀한 인간 관계가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사

람들과 관련되거나 신체적으로 활발한 활동보다는 자기 영역과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행복에 더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내향인의 행복을 외향인과 동일하게 사교성과 각성된 정적 정서를 중시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내향인과 외향인은 행복에 

있어 서로 초점이 다르며, 사람은 각자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추구하게 마련인 만큼 

내향인과 외향인의 행복은 형태와 그를 이루는 방식에서 서로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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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I-2: 내향인의 행복과 

성격의 인지적 측면 및 긍정적 대인관계 
 

행복과 관련된 성격의 정서적 측면에 대해 살펴본 연구 I-1에 이어 연구 I-2에서

는 행복과 관련되어 있으며 성격의 인지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 낙관성(e.g. Scheier 

& Carver, 1992, 1993), 자존감(e.g. Diener & Diener, 1995; Lucas, Diener, & Suh, 

1996), 통제감(e.g. Sheldon, Ryan, & Reis, 1996), 삶의 목적(e.g. Oishi, Diener, 

Suh, & Lucas, 1999; Sheldon & Elliot, 1999)과 정적 정서와 사회적 지지를 통해 

행복의 주요 원천이 되며 연구 I-1에서 내향인과 외향인 모두에게 행복에 중요했던 

긍정적 대인관계(e.g. Baumeister & Leary, 1995; Ryan & Deci, 2000; Myers & 

Diener, 1995; Diener & Seligman, 2002)에 대해 살펴본다(Argyle, 2005; 민경환, 

2002; 권석만, 2008; Myers, 2001; Diener et al., 1999).  

연구 I-1과 같이 행복과 외향성 점수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네 집단을 나누어 각 

집단별로 어떤 차이가 있고 행복-내향 집단의 특징은 무엇이며, 내향인과 외향인에 

따라 위의 요인들이 행복과 갖는 관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중 어떤 요인들이 

내향인의 행복에 더 중요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Argyle(2005)은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이 Diener(1984)의 주관적 

안녕감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성격의 인지적 측면인 자존감(자기수용)과 통

제감(자율성), 삶의 목적을 포함해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하나로 묶은 

것이라고 보았는데, 한국인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 요인을 주관적 안녕감

과 관련지어 분석한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도 심리적 안녕감의 여섯 차원이 

서로 변별될 수 있는 구성 개념임을 시사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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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안녕감 척도의 하위 차원을 각각의 요인들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내향 집단이 존재하며, 이들은 낙관성과 자존감, 통제감, 삶의 목적에

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불행-내향 집단과 달리 긍정적 대인관계를 이루고 있을 것

이다. 

둘째, 위의 요인들은 모두 행복에 중요할 것이지만, 이중 내향인의 행복에 무엇이

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방    법 

 

참여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양 강의와 전공 강의 학부생 175명이 학점 이수의 조건

으로 참여하였다. 이중 결측치가 있는 7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유효한 총 16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남자 72명, 여자 96명으로 평균 나이는 만 21.26세(표준

편차 2.57)였다. 

 

절차 및 도구 

참여자들은 강의 시간을 통하여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 응답에는 약 15분이 소

요되었다. 설문지에 포함된 척도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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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특질. 연구 I-1과 동일하게 한국판 아이젱크 성격 검사(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EPQ, Eysenck & Eysenck, 1975)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

에서 각 척도의 Cronbach’s α는 외향성 .88, 신경증 성향 .84였다. 

 

행복. 연구 I-1과 동일하게 옥스퍼드 행복 질문지(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OHQ, Hills & Argyle, 2002)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4였다. 

 

낙관성. Scheier, Carver와 Bridges(1994)가 개발한 낙관성 척도(Life Orientation 

Test-Revised; LOT-R)를 윤석빈(1999)의 번안을 수정한 것(강지선, 2006)을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일반화된 기대로서의 기질적 낙관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낙관주의 

3문항, 비관주의 3문항, 채우기 4문항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각 문

항이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를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전적으로 그렇다)상

에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79였다.  

 

심리적 안녕감. 김명소 등(2001)이 요인 분석하여 46문항으로 재편한 한국판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의 여섯 차원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이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전적으로 그렇다)상에서 평

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차원당 3문항씩 축약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의 각 차원을 해당 변인을 측정하는 척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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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사용한 차원은 자기수용, 자율성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 긍

정적 대인관계이다. 각각의 Cronbach’s α는 자기수용 .70, 자율성 .54, 환경에 대한 

통제력 .36, 삶의 목적 .58, 긍정적 대인관계 .50이었다. 환경에 대한 통제력의 상대

적으로 낮은 계수는 축약형을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 

전체로는 .79의 Cronbach’s α를 보였다. 

 

 

결과 및 논의 

 

1. 집단 구분 

연구 I-1과 동일하게 참여자들을 행복과 외향성 점수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행복

-내향 집단, 불행-내향 집단, 행복-외향 집단, 불행-외향 집단의 네 집단으로 나누

었다. 각 집단의 측정치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한다[행복 

F(3,146)=121.534, p<0.01; 외향성 F(3,146)=169.846, p<0.01]. 

이 과정에서 행복 점수와 외향성 점수의 중위수에 해당하는 18명의 자료를 제외

하였으며 이후 분석에는 나머지 150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남자 66명, 여자 84명

으로 낙관성[남 20.62(표준편차 3.51), 여 22.02(표준편차 4.18), t=-2.185, df=148, 

p<0.05)], 자율성[남 9.32(표준편차 1.68), 여 8.64(표준편차 2.13), t=2.115, 

df=148, p<0.05]에 성차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해당 변인은 상관표에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편상관을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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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집단의 인지적 특성 및 긍정적 대인관계와 내향-행복 집단의 특징 

 

각 집단의 행복과 성격 특질 및 정서적 특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7로 정리하

였으며, 이러한 변인들이 집단별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표준점수 그래프(그림 3)

로 나타내었다. 변인별 표준점수 그래프는 부록 6에 제시하였다. 

신경증 성향은 연구 I-1과 마찬가지로 두 행복 집단이 두 불행 집단보다 낮으며

[t=-5.553, df=146, p<0.01], 행복-내향 집단은 네 집단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

고[t=-4.007, df=146, p<0.01] 행복-외향 집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다[t=-1.830, df=71, n.s.](표 8). 

 

표 7. 집단별 행복과 성격 특질, 인지적 특성 및 긍정적 대인관계 

  행복-내향 불행-내향 행복-외향 불행-외향 
F(3,146)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행복 134.59bd 8.23 104.66acd 12.00 138.84bd 9.13 114.73abc 7.41 121.534** 

외향성 9.76bcd 2.61 6.53acd 3.21 16.93abd 2.02 15.87abc 1.77 169.846** 

신경증 성향 9.35bd 3.87 14.68ac 4.81 11.50bd 4.34 16.07ac 3.95 11.185** 

낙관성 23.71bd 3.22 18.89ac 3.36 23.71bd 2.93 20.60ac 3.85 25.096** 

자기수용 11.76bd 1.52 9.10ac 1.84 11.88bd 1.21 9.20ac 1.78 37.139** 

자율성 8.59 1.54 8.94 2.19 9.18 1.96 8.47 1.30 .744 

환경에 대한 

통제력 
11.82bd 1.13 10.13ac 1.58 11.54bd 1.26 10.13ac 1.19 14.261** 

삶의 목적 12.82bd 1.51 10.44ac 2.19 12.18bd 1.42 10.20ac 1.78 14.772** 

긍정적 

대인관계 
12.35bd 1.37 10.23ac 1.74 12.70bd 1.26 10.60ac 1.55 29.611** 

심리적 

안녕감 
70.18bd 4.88 60.69ac 6.90 70.57bd 4.68 61.67ac 3.89 35.836** 

N=150 17 62 56 15   

*p<0.05, **p<0.01 

a = 행복-내향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 b = 불행-내향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 

c = 행복-외향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 d = 불행-외향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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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행복과 성격 특질, 인지적 특성 및 긍정적 대인관계의 집단별 표준점수 그래프 

 

낙관성[t=6.127, df=146, p<0.01], 자존감(자기수용)[t=8.439, df=146, p<0.01], 

환경에 대한 통제력[t=5.589, df=146, p<0.01], 삶의 목적[t=6.003, df=146, 

p<0.01], 긍정적 대인관계[t=6.970, df=146, p<0.01]는 모두 두 행복 집단이 두 불

행 집단보다 높고, 내향-외향과 관계없이 행복 집단간, 불행 집단간 비교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면서 행복-불행 집단간 비교시에는 항상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표 8), 이들 요인이 행복에 있어 중요하며 행복 집

단의 특징임을 알 수 있다.  

단 예외인 것은 Argyle(2005)이 내적 통제 소재(Rotter, 1966)와 같은 것이라고 

본 자율성으로, 이 요인은 네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행복-외

향 집단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불행-내향 집단이다. 이는 자

율성이 행복과는 별 관련이 없을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김명소 등(2001)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자율성은 주변이나 사회의 압력에 맞서 자신의 생각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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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키는 것(Ryff, 1989)을 뜻하므로 내적 신념이라는 점에서 내적 통제 소재에 가

깝다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통제감은 그런 자율성을 주변 환경과 자신의 삶에 적

용하는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I-2에서 심리적 안녕감은 따로 변인으로 다루지 않으나 각 집

단의 점수를 살펴보면 두 행복 집단이 두 불행 집단보다 높으며[t=8.111, df=146, 

p<0.01] 행복-내향 집단과 행복-외향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t=-.302, df=71, n.s.](표 8). 이는 심리적 안녕감이 행복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인들

을 묶은 것이라는 Argyle(2005)의 관점과 일관되면서, 쾌락적 관점의 주관적 안녕

감(행복)과 자기 실현적 관점의 심리적 안녕감이 서로 대비되거나 구분되는 것이라

기보다는 가깝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King, 2008). 

 

표 8. 행복과 성격 특질, 인지적 특성 및 긍정적 대인관계의 집단간 평균 차이 

  

행복-내향  

vs  

행복-외향 

행복-내향  

vs  

불행-내향 

행복-내향  

vs  

불행-외향 

행복-외향  

vs  

불행-외향 

불행-내향  

vs  

불행-외향 

 

t t t t t 

행복 -1.718 11.917** 7.131** 9.412** -4.118** 

외향성 -11.950** 3.813** -7.633** 1.855 -15.249** 

신경증 성향 -1.830 -4.200** -4.846** -3.686** -1.035 

낙관성 -.010 5.286** 2.486* 3.410** -1.722 

자기수용 -.310 5.491** 4.394** 6.849** -.197 

자율성 -1.140 -.611 .239 1.330 1.074 

환경에 대한 

통제력 
.841 4.124** 4.122** 3.862** -.010 

삶의 목적 1.620 4.215** 4.511** 4.546** .386 

긍정적 

대인관계 
-.963 4.653** 3.402** 5.435** -.762 

심리적 안녕감 -.302 5.301** 5.409** 6.759** -.730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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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행복-내향 집단은 네 집단 중 가장 낮은 신경증 성향을 지니고 낙관성, 

자존감, 통제감, 삶의 목적이라는 성격의 인지적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며 긍정

적 대인관계를 이루고 있다. 행복-외향 집단과 비교해보면 이러한 요인들이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면서 불행-내향 집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표 8). 그러므로 행복-내향 집단은 행복-외향 집단과 같은 특징을 지

닌, 내향인 안에 존재하는 동등한 행복 집단이다. 

 

 

3. 내향인의 행복과 인지적 특성 및 긍정적 대인관계간의 관계 

 

앞서 집단별 특징에서 예측한 것과 같이 낙관성, 자존감(자기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이 모두 참여자 전체와 내향인, 외향인에서 행복과 높은 상관을 보

였으며, 긍정적 대인 관계 또한 마찬가지이다(표 9). 

그 중 내향인의 행복과 특히 높은 상관을 보이는 요인은 낙관성(r=.685, p<0.01, 

편상관 r=.686, p<0.01)과 자존감(r=.749, p<0.01)으로, 이 두 요인의 특징은 내향인

에서 신경증 성향과 높은 역상관(낙관성 r=-.581, p<0.01, 편상관 -.595, p<0.01; 

자기수용 r=-.548, p<0.01)이 나타난다는 점이다(부록 3).  

낙관성은 특정한 일의 결과에 대한 예상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대(Scheier & 

Carver, 1992)인 만큼, 자기와 세계에 대해 부적 사고와 정서를 경험하는 광범위한 

경향성이라 할 수 있는 신경증 성향(민경환, 2002)이 내향인으로 하여금 낙관적인 

기대감보다는 비관적인 예상을 하게 하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낙관성은 외향인의 특징으로 간주되며 EPQ의 외향성 차원 문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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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전체 참여자와 내향인, 외향인에서 인지적 특성 및 긍정적 대인관계와 행복간 상관 

    행복 

    전체 (N=150) 내향인 (N=79) 외향인 (N=71) 

낙관성 
z .699** .685** .537** 

p .696** .686** .511** 

자기수용 
z .770** .749** .686** 

n .701** .637** .612** 

자율성 
z .101 .033 .191 

p .143 .078 .212 

환경에 대한 통제력   .605** .595** .595** 

삶의 목적   .547** .518** .600** 

긍정적 대인관계 
 

.686** .581** .638** 

*p<0.05, **p<0.01 

z = 영차상관, p = 성별, 연령 통제시 편상관, n = 신경증 성향 통제시 편상관 

 

포함되어있다(Eysenck & Eysenck, 1975). 이와 대비되는 내향인의 비관적 성격 특

성은 내향인이 부적 자극에 예민하며 실패의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

일 수 있었다(Brebner, 1991).  

여기서 낙관성 점수가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의 역의 합산으로 구해진다는 점에 유

의할 필요가 있다.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는 흔히 단일 차원의 양 극단에 위치하는 개

념으로 여겨지나, 둘은 부분적으로 독립적이며 주관적 안녕감과 정신건강에 각각 영

향을 미친다(Chang, Maydeu-Olivares, & D'Zurilla, 1997; Robinson-Whelen, Kim, 

MacCallum, & Kiecolt-Glaser, 1997). 이러한 점에서 Peterson(2000)은 낙관주의

의 존재와 비관주의의 부재를 구분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다시 말해 내

향인의 행복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낙관주의가 높은 것보다는 비관주의가 적은 

것일 수 있다. 



47 

 

그리고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향인은 외향성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를 부족하고 잘못된 것처럼 느끼며, 외향인처

럼 되어야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받으므로 긍정적인 자기상을 갖기가 외향인보다 어

렵다. 또한 외향적인 사회 환경에서 자신의 성격으로 인해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

기가 쉽다(Laney, 2006; Helgoe, 2009). 이러한 점들이 내향인에서 자존감과 신경증 

성향간에 높은 역상관이 나타나는 이유일 것이다.  

신경증 성향과 자존감이 서로 높은 상관을 보일 때 자존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의 기저 원인이 신경증 성향일 수가 있는데(민경환, 2002), 자존감과 행복간의 상관

에서 신경증 성향을 통제할 경우(표 9) 내향인에서는 상관계수가 .749(p<0.01)에

서 .637(p<0.01)로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자존감

은 신경증 성향과 별도로 행복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지만, 내향인의 경우 외

향성 위주의 사회에서 스스로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덜 부정적으로 보는지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연구 I-1에서 내향인의 행복에 중요함을 알 수 있었던 정서적 안정성

(낮은 신경증 성향)과의 관계를 놓고 볼 때, 환경에 대한 통제력(신경증 성향과의 상

관 내향인 r=-.416, p<0.01) 또한 부적 정서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에서 내향

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긍정적 대인관계(신경증 성향과

의 상관 내향인 r=-.389, p<0.01) 역시 내향인에게 있어 부적 정서 발생 감소와 조

절에 도움이 되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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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II: 내향인의 행복을 

외향인의 행복으로부터 구분하기 

 

연구 I에서 내향인에도 외향인 못지않은 행복한 내향인이 존재하며, 내향인의 행

복에는 정서적 안정성(낮은 신경증 성향)과 부적 정서 경험이 적은 것이 더 중요하

고, 낙관성과 자존감, 통제감 및 긍정적 대인관계가 그와 관련된 맥락에서 중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행복-내향 집단은 또다른 행복 집단인 행복-외향 집단과 같은 특징을 지

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에 마치 내향인과 외향인의 행복

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이들이 행복 집단

으로서 공유하는 특징이지 내향인이나 외향인으로서도 같다는 뜻은 아니다. 한 예로 

연구 I-1의 정서적 특성에서 행복-내향 집단은 행복-외향 집단만큼의 정적 정서 빈

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부적 정서를 느끼는 경향성이 낮음을 특징으로 하

였으며, 정적 정서는 빈도와 강도 모두에서 외향인의 특징임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

로 두 집단의 정서적 상태가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 I-1의 행

복의 원천에서도 외향인의 행복은 좀 더 다른 사람들과 사교적 활동에 달려있었지만 

내향인의 경우 행복은 자기 자신의 영역과 성취에 달려있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 II에서는 내향인의 행복과 외향인의 행복이 서로 구분되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행복-내향 집단의 정서적, 사교적 영

역에서의 특징을 행복-외향 집단, 불행-내향 집단과 비교함으로써 행복-내향 집단

이 행복-외향 집단과 어떤 차이를 지니고 그 점이 내향인의 공통적인 특징인지를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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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특성은 보다 넓은 범위인 기분의 단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매일의 정서 

경험은 일상의 기분을 이루게 되는데, 기분은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의 합인 기분 

수준과 기분이 얼마나 빨리 어떤 폭으로 변하는지인 기분 변화성의 두 요인을 지닌

다(Hepburn & Eysenck, 1989; Larsen, 1987). Eysenck 등은 자신의 외향성-신경증 

성향 성격 차원에 마찬가지로 서로 독립적인 정적 정서-부적 정서 차원(Zevon & 

Tellegen, 1982)을 대응하여 기분 변화성을 예측하였으며(그림 4) 이를 일종의 특질

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외향인은 중립부터 정적 정서 사이에서, 신경증 성향인

은 중립부터 부적 정서 사이에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며, 각 성격 특질이 높을수록 

그 폭이 크고 따라서 기분 변화성이 높아지게 된다(Eysenck & Eysenck, 1985). 그

렇다면 행복-내향 집단과 행복-외향 집단은 낮은 신경증 성향을 공통점으로 하지만 

정서 경험의 합인 기분에 있어서는 내향-외향에 따라 그 수준과 변화성에서 서로  

 

 

그림 4. Eysenck의 기분 변화성 예측(Eysenck & Eysenck,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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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Eysenck의 성격 특질 차원과 

매우 높은 수렴도(Meyer & Shack, 1989)를 보이는 Watson과 Tellegen(1985)의 기

분 차원에 근거한 정서 척도를 사용하면서 기분을 측정하는 척도를 포함하여 두 행

복 집단의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서론에서 살펴본 정서 경험이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부적 편향성(e.g. 

민경환, 2002; Larsen & Prizmic, 2008)과 내향인과 외향인의 정서성의 차이(Gray, 

1970)와 일관되게 연구 I-1에서 내향인의 행복에는 정서적 안정성과 부적 정서가 

적은 것이 더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행복-내향 집단은 불행-내향 집

단과 달리 효과적인 정서 조절 방법을 주로 사용하며 이는 행복-외향 집단과 별 차

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적 정서나 기분을 조절하여 어떤 상태가 되고 싶어하는지 그 선호 상태

에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ysenck의 각성 이론(Eysenck, 

1967; Eysenck & Eysenck, 1985)에 따르면 내향인과 외향인은 선호하는 최적 각성 

수준이 다르며 이는 Geen(1984)의 연구에서 선택권이 있을 경우 내향인은 외향인보

다 늘 낮은 각성 수준에 이르는 강도의 자극을 택하는 것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부적 기분을 조절해 좀 더 정적인 상태로 만들려는 것은 같더라도(e.g. Rusting & 

Larsen, 1995; Larsen, 2000) 그것이 어느 정도로 각성된 상태인지에는 차이가 있

을 것이다. 

내향인과 외향인이 가장 대표적으로 행동 차이를 보이는 사교적 영역에 있어서는 

먼저 내향인과 외향인은 기본적으로 사교적 동기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서 서론의 연구 필요성과 목적에서 언급했듯이, 관심이 자신의 내면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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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향해서든(Jung, 1971) 사교적 상황이 각성 수준을 높게 만들어서든(Eysenck & 

Eysenck, 1985) 내향인은 외향인보다 사교적 상황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낮으

며 홀로 있는 것을 선호한다. 

한 예로 Thorne(1987)의 실험에서 낯선 사람과 대화해야 하는 사교적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내향인은 외향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에 대응하였다. 

외향인은 신변잡기적 내용을 포함해 온갖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상대방에게 질문

을 하였지만, 내향인은 상황에서 한 발 물러서는 인터뷰어나 조언자의 역할을 택해 

학교와 학생이라는 상대방과의 명백한 공통점을 위주로 어떤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

해 이야기하는 양상의 대화를 하였다. 이러한 대화 스타일은 내향인-외향인 쌍일 때

보다 서로 같은 성향의 사람끼리일 때 더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내향인은 자신

들의 성격에 맞춘, 외향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외향인만큼의 사교적 수행을 보이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며 가능한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어했다. Argyle(2005)이 이 실험을 재현한 경우에는 외향인끼리는 칭찬하

고 질문을 하여 서로를 알려고 노력한 반면 내향인끼리는 전반적으로 조용한 상태에

서 같이 앉아있곤 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내향인이 기본적으로 사교적 동기가 낮음

을 보여준다. 

한편 이런 모습은 흔히 수줍음으로 간주되고는 한다. 내향성과 수줍음은 마치 동

의어처럼 혼용되고 있지만, 사실 수줍음은 내향성과 신경증 성향 둘 다와 관련되어 

있다(Briggs, 1988). Eysenck 등(Eysenck & Eysenck, 1969)은 일찍이 이런 점을 

파악하였는데 사교적 수줍음이라는 개념은 신경증 성향인적 수줍음과 내향인적 사교

성 부족의 서로 독립적인 두 요인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이를 하나의 이름에 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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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은 실수이나 관습적으로 그렇게 함을 지적했다. 말하자면 내향인적 사교적 

수줍음은 필요하다면 사람들과 적절하게 어울릴 수 있지만 홀로 있는 걸 더 선호하

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며, 신경증 성향인적 수줍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

길 원하지만 동시에 무시당하거나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수줍음의 근본적인 차이는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어울리

고 싶어하는지 그 동기 수준에 있다. 이처럼 수줍음으로 보이는 행동에 있어 사교적 

동기의 구분이 필요함을 지적한 또다른 예로는 다른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하지만 동

시에 사회적 상황에 불안함을 느끼며 회피하고 싶어하는 수줍음과 사람들과 어울리

기도 하지만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홀로 있는 것을 추구하고 선호하는 

낮은 사교성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 Eisenberg 등(1995)과 사교적 행동에 대한 

선호(사교성-비사교성)와 실제 행동 수행(수줍음-비수줍음)을 구분한 Cheek과 

Buss(1981)의 연구가 있다. 

그렇다면 행복-내향 집단과 행복-외향 집단은 둘 다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이루

고 있지만, 사교적 동기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며 따라서 두 집단의 사교적 활동 양

상과 관계망은 그 형태와 방식에서 서로 다를 것이다. 

이렇게 행복-내향 집단과 행복-외향 집단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 I

에서 상관 분석에 그쳤던 내향인의 행복에 중요한 요인들을 본 연구에서 추가된 변

인들을 포함하여 다중 회귀 분석함으로써, 내향인과 외향인의 행복을 예측하는 요인

이 무엇이며 그 중 서로 구별되는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II에서는 내향인과 외향인의 행복은 정서적, 사교적으로 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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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차이가 있으며 행복을 이루는 방식 또한 서로 다름을 보이려 하였다. 

 

 

방    법 

 

참여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양 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참여 시스템인 R-

Point를 통해 온라인으로 266명, 오프라인으로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전공 강의 학

생 44명이 참여하였다. 온라인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심리학과 규정에 따라 1 

credit을 부여받았으며 오프라인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보상이 없었다. 

이중 결측치가 있는 12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유효한 총 29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

용하였다. 남자 140명, 여자 158명으로 평균 나이는 만 20.38세(표준편차 2.02)였

다. 

 

절차 및 도구 

IRB 승인을 받은 설문지를 사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

다. 설문 응답에는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설문지에 포함된 척도들은 다음과 같다. 

 

성격 특질. 연구 I과 동일하게 한국판 아이젱크 성격 검사(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EPQ, Eysenck & Eysenck, 1975)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

에서 각 척도의 Cronbach’s α는 외향성 .88, 신경증 성향 .8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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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연구 I과 동일하게 옥스퍼드 행복 질문지(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OHQ, Hills & Argyle, 2002)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4였다.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 Watson, Clark와 Tellegen (1988)이 개발한, 정적 감정과 부

적 감정이 서로 독립적인 기분 차원(Watson & Tellegen, 1985)에 근거하는 척도인 

정적 감정과 부적 감정 목록(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을 이유정(199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정적 감정과 부적 감정 각 10

문항씩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참여자는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1: 전혀/

거의 그렇지 않다, 5: 매우 많이 그렇다)상에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인'

이라는 지문을 사용하여 평소의 기분 상태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척도의 

Cronbach’s α는 정적 감정 .84, 부적 감정 .89였다. 

 

기분 수준과 기분 변화성. Underwood와 Froming(1980)이 특질적 기분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기분 질문지(Mood Survey; MS)를 이유정(1994)의 번안을 일부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의 합인 기분 수준(행복-슬픔)을 측정하는 8

문항과 기분이 얼마나 빠르게 어떤 폭으로 변하는지 기분 변화성을 측정하는 기분 

반응성 7문항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로 참여자는 6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6: 아주 많이 그렇다)상에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적인 측면(낙관성과 

변덕스러움)과 관련된 3문항, 행복-불행을 언급한 문항 2문항을 제외하여 기분 수준 

4문항, 기분 반응성 6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척도의 Cronbach’s α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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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수준 .74, 기분 반응성 .88이었다. 

 

부적 정서 조절. 사람들이 기분이 나쁠 때 이를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조절하는지 

알아본 예비 연구와 유사하게 능동적 해결, 분산, 회피, 사회적 지지 추구 요인으로 

이루어진 정서 조절 방략 체크리스트(민경환, 김지현, 윤석빈, 장승민, 2000) 12문항

을 기초로 예비 연구 결과에 있지만 이 척도에 없는 감정 발산 1문항(“울거나 소리

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하며 감정을 발산한다.”)을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정서 조절에 있어 어떤 방법이든지 그를 수행할 자원이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번안한 기분 조절 질문지(Mood Regulation Questionnaire; MRQ, 

Heimpel, Wood, Marshall, & Brown, 2002) 중 에너지 고갈 1문항(“나는 내 기분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에너지를 모을 수가 없다.”)

을 추가하여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척도의 Cronbach’s α는 능

동적 양식 .77, 분산-회피 .52, 지지추구 양식 .83이었다.  

 

부적 기분 조절시 선호하는 상태. 전반적인 신체적 각성 상태를 중시하는 생리심리적 

기분 차원을 주장하는 Thayer(1978, 1989: Thayer, Newman, & McClain, 1994에

서 재인용)가 개발한 활성화-비활성화 형용사 체크 리스트(Thayer, 1978, 1986)를 

송혜수(199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서로 다른 각성 수준의 기분 상태를 나타

내는 형용사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활기참(전반적 활성화)-피로함(비활성화-

잠), 평정감(전반적 비활성화)-긴장감(고활성화)의 네 하위 요인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Rusting과 Larsen(1995)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분을 평정할 때 사용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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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참조하여, 부적 정서를 느끼거나 기분이 나쁠 때 이를 조절하여 어떤 상태가 되

고 싶은지를 묻는 것으로 지문을 수정하여 각 정서 단어에 4점 척도(1: 전혀 되고 

싶지 않다, 4: 매우 되고 싶다)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척도의 

Cronbach’s α는 활기참 .85, 피로함 .64, 평정감 .75, 긴장감 .58이었다. 

 

대인지향. Filsinger(1981)가 개발한 사람에 대한 호감 척도(Liking People Scale; 

LPS)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하는지 사람들에

게서 떨어져있고 싶어하는지 대인관계의 방향성과 사람을 좋아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친애동기적 측면을 볼 수 있으며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는 각 문

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1: 거의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상에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6이었다. 

 

홀로 있는 것을 선호하고 즐김. 연구자가 제작한 척도로, 조옥귀(1993)가 번안한 사

회향성-자율성 척도(Beck, Epstein, Harrison, & Emery, 1983)에서 자율성 척도의 

하위 영역인 고독 선호(총 6문항) 중 혼자 있는 상황을 선호하고 즐기는 4문항을 선

정하고, Eisenberg 등(1995)의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홀로 있는 것을 

선호함을 특징으로 하는 낮은 사교성 척도(총 9문항)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혼자 있

는 상황을 즐기는 것을 중점으로 문항 내용을 수정한 다음 그 중 위의 자율성 척도

에서 선정한 문항과 유사한 내용의 4문항을 선정하여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3이었다. 사람에 대한 호감 척도와는 -.652(p<0.01), 

사교적 상황 회피 척도와는 .452(p<0.01)의 상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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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적 상황 회피. Watson과 Friend(1969)가 개발한 사회적 불안과 회피 척도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SADS)를 최정훈과 이정윤(1994)이 번안한 

것에서 사교적 상황을 회피하는 것과 관련된 14문항을 간추려 사용하였다. 참여자들

은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응답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5였다.  

 

사교적 수줍음. Fenigstein, Scheier와 Buss(1975)가 개발한 자기 의식 척도의 두 

하위 요인인 사회적 불안과 공적 자기 의식을 사용하여 사교적 상황에서 불편해하고 

예민해지는 것과 타인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두려워하는 사교적 수줍음의 두 측면

을 측정하였다. 자기 의식 척도는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의 개인차와 상황

적 요인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자기 지각의 성향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적 

자기 의식 10문항, 공적 자기 의식 7문항, 사회적 불안 6문항 총 23문항으로 이루

어져있으며 참여자는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전적으로 그렇다)상에서 평

정한다. 김지혜(1991)의 번안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척도의 

Cronbach’s α는 사회적 불안 .79, 공적 자기 의식 .84였다. 

 

사회적 기술. Sherer 등(Sher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 Jacobs, & 

Rogers, 1982)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홍혜영(1995)이 번안한 것에서, 하위 

영역인 사회적 자기효능감(6문항) 중 친애동기적 내용을 제외하고 사회적 기술의 유

무와 관련된 2문항(“새 친구를 사귀는 일은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다.”, “나는 사회

적(사교적) 모임에서 내 자신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을 사용하였다.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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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전적으로 그렇다) 상에서 평정한다.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s α는 .84였다.  

 

관계의 양적 측면. Antonucci(1986)가 개발한 사회적 관계망 척도를 연구자가 번안

하여 사용하였다. 본래는 관계망을 나타내는 세 개의 동심원과 원 바깥에 해당되는 

사람의 이름과 어떤 관계인지(예: ○○○(가족), △△△(친구)) 적는 방식인데 본 연구

에서는 친구의 '수'를 쓰는 것으로 지문을 바꾸어 사용하였다. 아주 가깝고 친밀한 

친구로부터 단순히 알고 지내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4단계(총 4문항)의 사회적 관계

망을 볼 수 있다.  

 

관계의 질적 측면. Lang과 Carstensen(2002)이 개발한 삶의 우선 목표 영역 척도를

김민희(2003)가 번안한 것에서 하위 영역 중 하나인 사회적 수용을 현재 성취 상태

를 평가하게 하는 지문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신을 수용하고 인정해주며 신뢰

할 수 있는 친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3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참여자는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많이 그렇다)상에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8이었다.  

 

자존감과 통제감. 연구 I-2와 동일하게 한국판 심리적 안녕감 척도(김명소 등, 2001)

의 하위 차원 중 자기수용(8문항)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8문항)을 축약형으로 각각 

3문항씩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척도의 Cronbach’s α는 자기 수용 .75, 환경에 

대한 통제력 .42였다. 



59 

 

낙관주의-비관주의. 연구 I-2와 동일하게 낙관성 척도(Life Orientation Test-

Revised; LOT-R)를 사용하였다. Scheier 등(1994)은 단일 차원 척도를 의도하였으

나 요인 분석 결과는 낙관주의-비관주의 두 요인 구조 또한 지지한다고 밝혔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문항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각 척도의 

Cronbach’s α는 낙관주의 .75, 비관주의 .64였다. 

 

 

결과 및 논의 

 

1. 집단 구분 

연구 I과 동일한 방식으로 참여자들을 행복과 외향성 점수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행복-내향 집단, 불행-내향 집단, 행복-외향 집단, 불행-외향 집단의 네 집단으로 

나누었다. 각 집단의 측정치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한다[행복 

F(3,267)=193.837, p<0.01; 외향성 F(3,267)=314.162, p<0.01]. 

이 과정에서 행복 점수와 외향성 점수의 중위수에 해당하는 27명의 자료를 제외

하였으며 이후 분석에는 나머지 271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남자 123명, 여자 148

명으로 성격 특질과 정서적 특성 중 신경증 성향, 정적 정서, 기분 변화성에 성차가 

존재하였다[신경증 성향 남 12.51(표준편차 4.81), 여 14.72(표준편차 4.81), t=-

3.756, df=269, p<0.01; 정적 정서 남 31.75(표준편차 6.01), 여 30.10(표준편차 

5.77), t=2.294, df=269, p<0.05; 기분 변화성 남 18.41(표준편차 6.26), 여 

22.37(표준편차 6.69), t=-5.003, df=269, p<0.01]. 따라서 해당 변인의 상관표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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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 연령을 통제한 편상관을 같이 제시하였다. 

 

 

2. 각 집단의 정서적, 사교적 특성 및 내향-행복 집단과 외향-행복 집단의 차이 

 

2.1. 성격 특질과 정서 및 기분 특성 

 

각 집단의 행복과 성격 특질 및 정서적 특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0으로 정

리하였으며, 이러한 변인들이 집단별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표준점수 그래프(그림 

5)로 나타내었다. 변인별 표준점수 그래프는 부록 7에 제시하였다. 

각 집단의 성격 특질과 정서 및 기분 특성은 연구 I-1과 같은 양상의 결과를 보 

 

표 10. 집단별 행복과 성격 특질, 정서 및 기분 특성 

  행복-내향 불행-내향 행복-외향 불행-외향 
F(3,267)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행복 130.67bcd 9.71 101.83acd 12.02 137.95abd 10.68 110.32abc 10.44 193.837** 

외향성 8.21bcd 2.26 6.09acd 3.15 16.53ab 2.31 15.87ab 1.98 314.162** 

신경증 성향 11.67bd 4.18 15.35ac 4.76 12.14bd 4.59 15.53ac 4.93 12.288** 

정적 정서 31.74bc 3.61 26.03acd 4.85 35.62abd 4.22 30.87bc 4.05 77.797** 

부적 정서 19.90bd 5.64 26.59ac 7.02 18.75bd 5.52 26.68ac 7.72 30.853** 

기분 수준 17.33bc 2.60 13.27acd 2.79 19.29abd 2.51 15.82bc 2.67 84.624** 

기분 변화성 17.93bd 7.46 22.30ac 6.21 18.30bd 6.22 24.47ac 5.66 13.576** 

N=271 42 99 92 38   

*p<0.05, **p<0.01 

a = 행복-내향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 b = 불행-내향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 

c = 행복-외향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 d = 불행-외향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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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행복과 성격 특질, 정서 및 기분 특성의 집단별 표준점수 그래프 

 

인다. 두 행복 집단은 두 불행 집단보다 낮은 신경증 성향[t=-5.713, df=267, 

p<0.01]을 보이며, 행복-내향 집단은 네 집단 중 가장 낮다[t=-3.378, df=267, 

p<0.01]. 또한 두 행복 집단은 두 불행 집단보다 높은 정적 정서[t=9.008, df=267, 

p<0.01]와 낮은 부적 정서[t=-8.498, df=267, p<0.01]를 보이며, 이 정서들의 합인 

기분 수준은 두 행복 집단이 두 불행 집단보다 높고[t=10.661, df=267, p<0.01], 기

분이 얼마나 자주 어떤 폭으로 바뀌는지인 기분 변화성 또한 두 행복 집단이 두 불

행 집단보다 낮다[t=-6.228, df=267, p<0.01]. 행복이란 단순히 정적 상태의 높은 

기분 수준만이 아니라 기분 변화가 적고 안정적이기도 해야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기분 변화성은 신경증 성향과만 매우 높은 상관(전체 참여자 r=.617, 

p<0.01, 편상관 r=.594, p<0.01; 내향인 r=.626, p<0.01, 편상관 r=.615, p<0.01; 

외향인 r=.602, p<0.01, 편상관 r=.560, p<0.01)을 보이는데(부록 4), 이는 서론에서 

살펴본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의 비대칭성(e.g. 민경환, 2002; Larsen & Priz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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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사람이 평소 유지하는 기분 수준에서 기분이 

변했다고 인지하는 것은 부적 정서 경험의 경우로 기울어있다고 볼 수 있으며, 행복

에 있어 정서적 안정성(낮은 신경증 성향)과 그와 관련된 부적 정서의 부재, 혹은 경

험한 부적 정서의 효과적인 조절이 중요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행복-내향 집단과 행복-외향 집단은 신경증 성향[t=-.570, df=132, n.s.]과 그와 

관련된 부적 정서, 기분 변화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하지만 정

적 정서와 기분 수준에 있어서는 행복-내향 집단이 행복-외향 집단보다 낮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정적 정서 t=-5.158, df=132, p<0.01; 기분 수

준 t=-4.142, df=132, p<0.01](표 11). 이는 행복-내향 집단이 행복-외향 집단만큼 

쾌활해보이기 보다는 좀 더 차분한 사람들임을 가리킨다. 또한 두 집단의 정서와 기

분에 있어서의 특징이 모두 그림 4의 Eysenck의 기분 예측과 일관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가 행복-외향 집단과 구별되는 행복-내향 집단의 고유한 특징임을 알 

수 있다. 

 

표 11. 행복과 성격 특질, 정서 및 기분 특성의 집단간 평균 차이 

  행복-내향 vs 행복-외향 행복-내향 vs 불행-내향 

  t t 

행복 -3.763** 14.983** 

외향성 -19.453** 4.511** 

신경증 성향 -.570 -4.358** 

정적 정서 -5.158** 7.715** 

부적 정서 1.116 -5.463** 

기분 수준 -4.142** 8.065** 

기분 변화성 -.285 -3.342**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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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부적 정서 조절 

 

부적 정서 조절에 좀 더 효과적으로 알려진 것은 능동적 양식과 지지추구적 양식

이며, 그보다 효과가 낮은 것은 회피-분산 양식이다(민경환 등, 2000). 부적 기분 조

절 예비 연구 결과에 따라 추가한 감정 발산은 네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는데

[F(3,267)=2.339, n.s.] 이 방법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정서 조절 양식이라기보다

는 드물게 격하거나 오랫동안 쌓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쓰이기 때문일 것이다.  

표 12를 보면, 두 행복 집단은 두 불행 집단보다 능동적 양식[t=3.459, df=267, 

p<0.01]과 지지추구적 양식[t=2.017, df=267, p<0.01]을 더 많이 사용하며, 회피-

분산 양식은 적게 사용한다[t=-3.058, df=267, p<0.01]. 이것이 그들이 부적 정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조절하며 행복 집단일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두 외향 집단은 행복-불행과 관계없이 능동적 양식과 지지추구적 양식을 

많이 사용하고 회피-분산 양식은 적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행복 내향 집단과 

불행-내향 집단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불행-내향 집단 

 

표 12. 집단별 부적 정서 조절 양식 사용 빈도 

  행복-내향 불행-내향 행복-외향 불행-외향 
F(3,267)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능동적 조절 11.05 2.23 9.94c 2.30 11.80b 2.71 10.63 2.56 9.229** 

회피-분산 9.21 2.31 10.15c 2.14 9.10b 2.14 9.92 2.07 4.534** 

지지 추구 11.12c 2.74 10.48cd 2.65 12.51ab 2.73 11.71 2.46 9.506** 

감정 발산 1.43 .77 1.68 .84 1.61 .74 1.89 .89 2.339 

에너지 고갈 2.90bd 1.32 4.23ac 1.39 2.50bd 1.36 3.87ac 1.40 28.633** 

*p<0.05, **p<0.01 

a = 행복-내향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 b = 불행-내향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 

c = 행복-외향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 d = 불행-외향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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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네 집단 중 회피-분산 양식을 제일 많이 사용하며[t=2.640, df=267, p<0.01], 행

복-내향 집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t=-2.319, df=139, 

p<0.05](표 13). 이것은 부적 정서 경험으로 기분이 나빠졌을 때 이를 바꾸는 무언

가를 하고 싶지만 그럴 에너지가 없다고 느끼는 에너지 고갈 점수가 높은 것과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기분을 바꿀 수 있는 능동적 양식을 

선택하기에는 그럴만한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 효과가 떨어지지만 손쉬운 회피-

분산 양식을 택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다른 가능성은 회피-분산 양식 중 한 문항

인 “기분을 나쁘게 한 상황이나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가 부적 기분 조절 예

비 연구 결과와 고독에 대한 높은 선호(표 16)를 볼 때 내향인에게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분노(즉 높은 각성 

상태의 정서)를 제외하면 다른 부적 정서들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않으며(Larsen & 

Prizmic, 2008),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의 경우엔 역기능적인 대처 방식일 수 

있었다(Larson & Lee, 1996). 

지지추구적 양식은 내향인보다 외향인이 더 많이 사용하며[내향인 10.67(표준편

차 2.68), 외향인 12.28(표준편차 2.67), F(1,269)=24.242, p<0.01], 이러한 차이는 

두 행복 집단간에도 나타난다(표 13). 능동적 양식과 회피-분산 양식의 사용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데 반해 지지추구적 양식은 행복-내향 집단이 행복-외 

향 집단보다 적게 사용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t=-2.733, 

df=132, p<0.01]. 한편 행복-내향 집단과 불행-내향 집단간에는 지지 추구적 양식

의 사용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는데[t=-1.639, 

df=139, n.s.], 이러한 경향은 행복-내향 집단이 행복 집단으로서는 친밀한 친구의 

표 13. 부적 정서 조절 양식 사용 빈도의 집단간 평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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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부적 정서 조절 양식 사용 빈도의 집단간 평균 차이 

  행복-내향 vs 행복-외향 행복-내향 vs 불행-내향 

  t t 

능동적 조절 -1.582 2.638** 

회피-분산 .285 -2.319* 

지지 추구 -2.733** 1.286 

감정 발산 -1.290 -1.639 

에너지 고갈 1.610 -5.258** 

*p<0.05, **p<0.01 

 

수가 다소 적고 관계의 질도 약간 덜 높다고 평가하는 것(표 16)과 맞물려있는 것으

로 보인다. 내향인은 외향인보다 친구를 주의 깊게 선택하며, 자신의 속에 있는 이야

기를 한다는 것은 중차대한 일인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를 덜 추구하는 것은 

내향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행복-내향 집단 또한 행복-외향 집단보다 

자신이 겪고 있는 정서적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얻으려는 것

보다는 우선 자신이 알아서 해결하려는 편이라고 볼 수 것이다. 

 

 

2.2.2. 부적 기분 조절시 선호하는 상태 

 

부적 정서를 느끼거나 기분이 나쁠 때 이를 조절하여 어떠한 기분 상태가 되고 

싶어하는지 표 14를 보면, 내향인-외향인에서나 행복과 외향성 점수를 기준으로 구

분한 네 집단에서나 피로함(비활성화-잠)과 긴장감(고활성화)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는 Thayer(1978, 1989: Thayer et al., 1994에서 재인용)가 

사람들은 부적 상태로부터 기분을 조절하여 최적 기분을 만들어내려고 하며, 그 상  



66 

 

표 14. 집단별 부적 기분 조절시 선호하는 상태 

  내향인 (N=141) 외향인 (N=130) 
F(1,269) 

   Mean SD     Mean SD   

활기참 13.94 3.33   15.18 3.33   10.092** 

평정감 15.72 2.57 
 

15.79 2.57 
 

.050 

피로함 8.22 2.60 
 

8.45 2.60 
 

.621 

긴장감 5.97 1.62   6.08 1.62   .394 

 
행복-내향 불행-내향 행복-외향 불행-외향 

F(3,267)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활기참 13.50c 2.96 14.12c 3.21 15.71abd 3.01 13.92c 3.74 6.644** 

평정감 16.29 2.18 15.48 2.59 15.92 2.40 15.47 2.96 1.293 

피로함 8.79 2.36 7.98 1.96 8.16 2.35 9.13 3.06 2.925* 

긴장감 6.05 1.38 5.94 1.32 5.96 1.55 6.39 1.76 .970 

*p<0.05, **p<0.01 

a = 행복-내향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 b = 불행-내향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 

c = 행복-외향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 d = 불행-외향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 

 

태를 Calm Energy라고 지칭한 것과 일관되는 결과이다.  

즉 사람들은 최적 기분이 되기 위해 활기참(전반적 활성화)과 평정감(전반적 비

활성화) 쪽으로 기분을 조절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활기참에 대한 선호에 있어서는 

내향인과 외향인간에 차이가 있다. Eysenck의 각성 이론(Eysenck, 1967; Eysenck 

& Eysenck, 1985)에 따르면 내향인과 외향인은 각자 선호하는 최적의 각성 수준이 

다른데, 내향인은 활기참에 대해 외향인보다 낮은 선호를 보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

미한 차이가 존재한다[F(1,269)=10.092, p<0.01]. 평정감에 대한 선호에 내향인과 

외향인간 차이가 없는 것은 두 집단의 신경증 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내향인 14.26(표준편차 4.88), 외향인 

13.13(표준편차 4.92), F(1,269)=3.560, n.s.]. Rusting과 Larsen(1995)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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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증 성향은 안정적인 정서 상태를 선호하는 경향과 관련되어 있었다. 

행복과 외향성 점수에 따라 구분한 네 집단에서도 두 내향 집단이 두 외향 집단

보다 활기참에 대해 더 낮은 선호를 보인다[t=-2.361, df=267, p<0.01]. 그 중 불행

-내향 집단이 활기참에 대해 다소 높은 선호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 피로함에 대해 

행복-내향 집단보다 낮은 선호[t=2.094, df=139, p<0.05](표 15)를 보이는 것은, 이

들이 행복-내향 집단보다 높은 신경증 성향[t=-4.358, df=139, p<0.01]과 부적 정

서[t=-5.463, df=139, p<0.01]를 보이고, 부적 정서 조절에서 에너지 고갈 점수[t=-

5.258, df=139, p<0.01] 또한 높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Meyer와 

Shack(1989)의 기분-성격 수렴 차원에서 높은 부적 감정-신경증 성향 차원을 잘 

나타내는 지표는 신체적 피로에 관한 단어들이었으며, 높은 에너지 고갈 점수는 이

들이 대개 기분을 바꾸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어려울 만큼 에너지가 부족하고 

피곤한 상태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음을 가리킨다. 쉽게 피로해지는 것은 내향인의 

특징이기도 하다(민경환, 2002).  

이러한 선호하는 각성 수준에 있어서의 차이는 두 행복 집단간에도 나타난다. 행

복-내향 집단은 평정감에 대해 높은 선호를 보이고, 활기참에 대해서는 네 집단 중 

 

표 15. 부적 기분 조절시 선호하는 상태의 집단간 평균 차이 

  행복-내향 vs 행복-외향 행복-내향 vs 불행-내향 

  t t 

활기참 -3.957** -1.075 

평정감 .834 1.755 

피로함 1.420 2.094* 

긴장감 .326 .439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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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은 선호를 보이며[t=-1.993, df=267, p<0.05] 행복-외향 집단과 비교시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t=-3.957, df=132, p<0.01](표 15). 

이는 행복-내향 집단과 행복-외향 집단이 같은 행복 집단이지만 앞서 성격 특질

과 정서 및 기분 특성에서 보았듯이 서로 다른 일상 기분 수준을 가지며, 여기에 부

적 정서 경험으로 인한 변화가 생겼을 때 회복하여 유지하고 싶어하는 수준도 다름

을 뜻한다. 이러한 차이는 Eysenck의 각성 이론(Eysenck, 1967; Eysenck & 

Eysenck, 1985)과 일관되며, 개인의 행복이 어떤 일률적인 쾌 기분 수준, “행복으로 

오해되곤 하는 쾌활함”(Csikszentmihalyi, 1999, p. 133)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의 최적 지점에 상응하는 기분 수준의 평형을 유지하는 능력에 달려 있을 가능성

을 내비친다. 

 

 

2.3. 사교적 동기와 참여, 관계의 양과 질 

 

각 집단의 행복과 성격 특질 및 정서적 특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6으로 정

리하였으며, 이러한 변인들이 집단별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표준점수 그래프(그림 

6)로 나타내었다. 변인별 표준점수 그래프는 부록 8에 제시하였다.  

각 집단이 얼마나 사람을 좋아하고 어울리려고 하는지 친애동기적 측면과 얼마나 

홀로 있는 것을 선호하고 즐기는지의 차이를 보면, 대인지향은 대체로 두 외향 집단

이 두 내향 집단보다 높고[t=-5.669, df=267, p<0.01], 고독 선호는 두 내향 집단이 

두 외향 집단보다 높으며[t=4.334, df=267, p<0.01] 행복-내향 집단과 불행-내향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t=-.626, df=139, p=.532, n.s.](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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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집단별 사교적 특성 

  행복-내향 불행-내향 행복-외향 불행-외향 
F(3,267)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대인지향 55.95bc 7.85 50.05acd 7.85 61.40abd 6.71 55.79bc 7.30 37.425** 

고독선호 34.19c 8.36 35.07c 7.31 28.73ab 7.55 31.68 7.99 11.927** 

사교적 

상황 회피 
6.43bcd 2.72 8.01acd 3.22 2.13abd 2.10 3.61abc 2.53 82.233** 

사회적 불안 19.52c 3.68 21.42cd 3.53 15.25abd 4.34 18.87bc 4.22 39.888** 

공적 

자기 의식 
26.14d 3.65 27.7 4.57 27.15 4.44 29.08a 3.83 3.371* 

사회적 기술 6.24bcd 1.65 5.25acd 1.72 8.16abd 1.34 7.32abc 1.96 53.827** 

안쪽 원 4.69 2.93 3.12c 2.33 5.25bd 4.51 3.47c 2.78 7.250** 

중간 원 14.93b 10.54 9.18ac 7.81 15.67bd 14.74 9.13c 8.55 7.230** 

바깥 원 45.81 36.03 30.31cd 40.00 61.53b 77.56 69.18b 95.42 5.280** 

총 친구 수 65.43 45.26 42.62cd 44.89 82.46b 91.11 81.79b 97.41 5.665** 

그 외 지인 116.36c 106.75 93.09cd 120.78 213.08ab 223.39 221.37b 265.41 9.051** 

관계의 질 13.40b 1.93 11.60acd 2.50 13.73b 1.92 12.79b 1.85 17.290** 

*p<0.05, **p<0.01 

a = 행복-내향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 b = 불행-내향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 

c = 행복-외향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 d = 불행-외향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 

 

사교적 상황을 회피하는 것은 두 내향 집단이 두 외향 집단보다 높으며[t=12.057, 

df=267, p<0.01], 그 중 행복-내향 집단이 불행-내향 집단보다는 낮지만[t=-2.790, 

df=139, p<0.01](표 17) 다른 두 외향 집단보다는 높은 점수를 보인다[t=7.229, 

df=267, p<0.01]. 즉 내향인의 사교적 동기는 외향인보다 기본적으로 낮으며 홀로 

있는 것을 좀 더 선호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내향인이 사교적 상황에서 보이는 수줍음은 자기 의식 척도의 두 영역을 이용하

여 측정하였는데, 이 중 사회적 불안은 사교적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나 주목받는 것

에 불편해하고 예민해지는 정도이며, 공적 자기 의식은 타인에 의한 평가에 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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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사교적 특성의 집단별 표준점수 그래프 

 

정도이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각성 수준을 높이며

(Eysenck & Eysenck, 1985), 따라서 두 외향 집단보다 두 내향 집단에서 사회적 

불안이 더 높게 나타난 것[t=6.498, df=267, p<0.01]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공

적 자기 의식은 내향인과 외향인간에 차이가 없지만[내향인 27.23(표준편차 4.36), 

외향인 27.72(표준편차 4.34), F(1,269)=.826, n.s.] 행복-내향 집단이 네 집단 중 

가장 낮으며[t=-2.502, df=267, p<0.05], 특히 불행-외향 집단이 높다[t=2.738, 

df=267, p<0.01]. 대인지향과 고독 선호, 사교적 상황 회피의 차이에 근거해 볼 때, 

Eysenck 등(Eysenck & Eysenck, 1969)이 지적한 바와 같이 두 내향 집단, 특히 

행복-내향 집단의 사교적 수줍음은 두 외향 집단보다 낮은 사회적 기술 점수[t=-

5.070, df=267, p<0.01]에서 알 수 있듯 평소보다 더 많은 능력을 끌어내야 하는 불

편한 상황과 애초에 참여 동기가 낮은 것에서 나타나는 내향인적 수줍음이고, 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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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향 집단의 경우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어울리고 싶어하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게 어떻게 보일지를 매우 의식하여 두려움이 뒤섞인, 신경증 성향인적 수줍음에 가

깝다고 할 수 있겠다. 앞서 표 10에서 같은 외향 집단임에도 불행-외향 집단의 행복

-외향 집단보다 낮은 정적 정서[t=5.906, df=128, p<0.01]는 이러한 사교적 상황에

서 겪는 어려움과 친밀한 친구 수의 적음[안쪽 원 t=2.257, df=128, p<0.05; 중간 

원 t=3.161, df=113.88, p<0.01]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 I-1에서도 불행-

외향 집단은 정적 정서 중 대인 관련 정서인 사랑군을 행복-외향 집단보다 적게 경

험함을 볼 수 있었는데[t=-6.131, df=77, p<0.01](부록 2), Hotard 등(1989)이 사회

적 관계가 빈약할 때도 외향성과 행복간의 연관이 매우 약해짐을 발견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여기서 공적 자기 의식이 제일 낮은 행복-내향 집단의 사회적 불안[t=-2.790, 

df=139, p<0.01]과 사교적 상황 회피[t=-2.887, df=139, p<0.01]가 불행-내향 집단

보다 낮은 점이 주목할 만하다(표 17). 내향인의 사교적 유능성은 스스로가 얼마나 

어색하게 보이고 긴장했는지 느끼고 있더라도 그것을 남들이 어떻게 평가할지에 덜 

민감해지는 것에 달려있는지도 모른다. 

대인관계의 양적 측면인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를 보면, 총 친구 수[t=-2.923, 

df=267, p<0.01]와 그 외 지인[t=-4.585, df=267, p<0.01]을 포함하여 두 외향 집

단이 두 내향 집단보다 더 넓은 관계망을 가지고 있다. 이 중 매우 친밀하고 삶에서 

중요한 친구인 안쪽 원과 그만큼은 아니지만 가깝고 친한 친구인 중간 원은 사교성

이 행복과 관련된 큰 이유인 사회적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친구들인데(e.g. Argyle, 

2005; Myers, 2001; Myers & Diener, 1995), 이 범위까지는 두 행복 집단이 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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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집단보다 좀 더 많은 친구를 가졌으며[안쪽 원 t=3.733, df=267, p<0.01; 중간 

원 t=4.145, df=267, p<0.01] 친밀도가 떨어지는 바깥 원[t=-3.198, df=267, 

p<0.01]부터는 두 외향 집단이 두 내향 집단보다 더 많은 숫자를 보고하였다. 이상

에서 전반적으로 내향인이 외향인보다 더 좁고 친밀함을 중요시하는 관계망을 형성

함을 볼 수 있으며, 행복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

느냐가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이고, 나아가 관계의 

질과 더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수용과 이해, 신뢰에 관한 관계의 질에 

있어서는 두 행복 집단이 두 불행 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t=4.812, 

df=267, p<0.01]. 

행복-내향 집단과 행복-외향 집단은 친밀한 범위의 친구 수와 관계의 질에 있어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행복-내향 집단이 행복-외향 집단보다 전체

적인 관계망의 크기가 작은 경향이 있고[총 친구 수 t=-1.444, df=131.01, n.s.; 그 

외 지인 t=-3.391, df=131.68, p<0.01], 사교적 동기와 실제 참여가 떨어지며[대인

지향 t=-4.131, df=132, p<0.01; 사교적 상황 회피 t=9.066, df=64.20, p<0.01], 사

교적 상황에서 불편해하고 홀로 있는 것을 선호하는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사회적 불안 t=5.539, df=132, p<0.01; 고독 선호 t=3.755, df=132, 

p<0.01](표 17). 특히 고독 선호는 불행-내향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에서[t=-.626, df=139, n.s.] 이것이 내향인의 고유한 특징임을 알 수 

있다. 두 행복 집단은 공통적으로 행복의 중요한 원천인 친밀하고 긍정적인 대인관

계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성격 특질에 맞게 각자의 방식으로 그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표 17. 사교적 특성의 집단간 평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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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사교적 특성의 집단간 평균 차이 

  행복-내향 vs 행복-외향 행복-내향 vs 불행-내향 

  t t 

대인지향 -4.131** 4.084** 

고독선호 3.755** -.626 

사교적 상황 회피 9.066** -2.790** 

사회적 불안 5.539** -2.887** 

공적 자기 의식 -1.288 -1.953 

사회적 기술 -6.632** 3.146** 

안쪽 원 -.736 3.380** 

중간 원 -.295 3.181** 

바깥 원 -1.602 2.165* 

총 친구 수 -1.444 2.753** 

그 외 지인 -3.391** 1.082 

관계의 질 -.905 4.190** 

*p<0.05, **p<0.01 

 

 

3. 내향인의 행복을 설명하는 요인들  

 

연구 I에서 상관 분석을 통해 내향인의 행복에 중요하리라 예상되는 성격 요인들

을 알아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이 실제로 내향인과 외향인 각각의 행복

을 얼마나 예측하고 그 중 내향인과 외향인간에 구별되는 요인이 있는지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 확인해보았다(표 18).  

예언 변인은 연구 I의 성격 특질 및 정서적, 인지적 특성 중에서 외향성 점수를 

기준으로 두 집단을 나누었고 정서적 특성은 행복의 일부라 할 수 있으므로 외향성

과 정서적 특성은 제외하고, 신경증 성향과 자존감(자기수용), 통제감(환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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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력), 비관주의-낙관주의를 포함하여 연구 II에서 내향인의 행복과 어느 정도 상

관을 보이는 변인들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다중 회귀 분석에서 참여자 수는 예언 변

인의 최소 5배에서 10배는 되어야 바람직하므로(Brace, Kemp, & Snelgar, 2005) 

변인의 수를 13개로 한정하였다. 

먼저 각 예언 변인들간에 높은 상관이 있어서 예측력이 떨어지는 현상인 다중 공

선성을 확인해보면, 공차한계(Tolerance) 값이 내향인 .417~.848, 외향

인 .378~.830로 .01보다 크므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중 공선성을 알려주

는 또다른 측정치인 분산팽창요인(VIF) 역시 내향인 1.179~2.289, 외향인 

1.205~2.260의 작은 값으로 나타났으므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Brace et 

al., 2005). 

행복을 준거 변인으로 하여 13개의 예언 변인을 동시입력방식(Enter)으로 넣어 

분석한 결과,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내향인 F(13,127)=25.325, 

p<0.01; 외향인 F(13,116)=22.511, p<0.01], 내향인의 행복 분산의 69.3%를, 외향

인의 행복 분산의 68.4%를 설명하였으므로 상당한 설명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예언 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행복에 설명력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내

향인은 자기수용[β=.417, p<0.01], 낙관주의[β=.239, p<0.01], 환경에 대한 통제력

[β=.146, p<0.05], 지지추구적 양식[β=.136, p<0.06]이며, 외향인은 자기수용

[β=.335, p<0.01], 환경에 대한 통제력[β=.258, p<0.01], 비관주의[β=-.207, 

p<0.01], 능동적 양식[β=.108, p<0.05]이다.  

단독으로 집어넣었을 때는 β=-.397(p<0.01)의 설명력을 갖는 신경증 성향이 이 

모형에서 설명력을 잃는 것은 함께 넣은 성격 변인들이 신경증 성향과 상관을 갖기 

표 18. 내향인과 외향인의 행복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다중 회귀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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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내향인과 외향인의 행복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다중 회귀 분석 결과 

  준거 변인 예언 변인 R2 F β t 

내향인 행복 신경증 성향 .693 25.325** -.071 -1.228 

(N=141) 
 

능동적 
  

.086 1.687 

  
지지추구 

  
.136 2.536* 

  
자기수용 

  
.417 5.888** 

  
환경에 대한 통제력 

  
.146 2.366* 

  
비관주의 

  
-.061 -1.044 

  
낙관주의 

  
.239 4.265** 

  
관계의 질 

  
.018 .321 

  
안쪽 원 

  
.074 1.164 

  
중간 원 

  
.035 .484 

  
총 친구 수 

  
.034 .496 

  
사회적 불안 

  
-.029 -.486 

    사회적 기술     .051 .819 

외향인 행복 신경증 성향 .684 22.511** -.073 -1.186 

(N=130) 
 

능동적 
  

.108 1.981* 

  
지지추구 

  
.005 .092 

  
자기수용 

  
.335 4.511** 

  
환경에 대한 통제력 

  
.258 3.898** 

  
비관주의 

  
-.207 -3.451** 

  
낙관주의 

  
.038 .589 

  
관계의 질 

  
.064 1.107 

  
안쪽 원 

  
.068 1.057 

  
중간 원 

  
.066 .820 

  
총 친구 수 

  
-.087 -1.226 

  
사회적 불안 

  
-.093 -1.400 

    사회적 기술     .042 .652 

R2 = 조정된 R2, β = 표준화된 베타 회귀계수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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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일 것이다. 내향인에서 낙관주의만, 외향인에서 비관주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은 각각의 성격 특성(Eysenck & Eysenck, 1975; Brebner, 1991)

과 일치하는 쪽의 설명력이 함께 투입한 성격 변인들에 흡수되고 나머지 요인의 설

명력은 남아있는 것일 수 있다. 비관주의와 낙관주의는 부분적으로 독립적으로(내향

인 r=-.450, p<0.01, 외향인 r=-.451, p<0.01) 이러한 결과는 비관주의의 부재와 낙

관주의의 존재가 각각 행복에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집단별 정

서적, 사교적 특성에서 내향인보다 사교적이고 부적 정서 조절을 위한 사회적 지지

를 좀 더 많이 추구함이 확인된 외향인에서 이 변인이 설명력이 없는 것은 이들에게 

그것이 더 쉽고 흔한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내향인과 외향인 모두 행복에 있어 가장 설명력이 큰 예언 변인은 자존감(자기수

용)이다. 행복은 자신의 삶에 대한 느낌과 평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Diener, 1984, 

1998; Diener et al., 1999; Diener et al., 2003) 자신이란 사람에 대해 얼마나 만족

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인 자존감(민경환, 2002)이 행복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서 연구 I-2에서 신경증 성향과 자존감간의 높

은 역상관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에 만족하는 자존감은 

외향인보다는 내향인에서 좀 더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외향적인 것이 바람

직한 특성이자 가치있는 사회적 기술이 되고 그를 많이 요구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

서(Laney, 2006; Hendrick & Brown, 1971; Diener et al., 1984) 내향인이 스스로를 

잘못된 성격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는 반증일 것이다.  

정리하면, 외향인보다 내향인에서 행복에 대한 설명력이 더 큰 예언 변인은 자존

감(자기수용)이며, 외향인과 구별되는 예언 변인은 낙관주의와 부적 정서 조절에 있

어 지지추구적 양식이다. 즉 내향인의 행복을 잘 예측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



77 

 

지를 받아들이고 그를 긍정하는 것과, 비관주의의 적음과 함께 하는 어느 정도의 낙

관주의, 그리고 부적 정서 경험시 사회적 지지를 구할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향인이 외향인만큼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하

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도 않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적은 수의 친밀한 사

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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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행복과 성격 연구가 높은 외향성 점수와 그에 따르는 각성

된 정적 정서 및 활발한 사교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외되었던 내향인의 행복

과 정서적 안정성(낮은 신경증 성향)의 중요성을 재조명하였다. 내향인에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으며, 내향인의 행복에는 정서적 안정성과 그와 관련된 부적 정서의 부

재 및 경험한 부적 정서의 효과적 조절이 더 중요하고, 내향인의 행복과 외향인의 

행복은 서로 다른 초점을 지니고 형태를 달리하며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보이려 

하였다. 이를 위해 Hills와 Argyle(2001a)의 행복한 내향인 연구를 참조하여 행복과 

외향성 점수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행복-내향, 불행-내향, 행복-외향, 불행-외향의 

네 집단을 나누어 집단별 차이와 행복-내향 집단의 특징을 보았으며, 기존의 행복과 

성격 연구들은 주로 상관 연구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내향인과 외향인에 따라 어떻

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폈다. 

행복과 관련된 성격의 정서적 측면을 다룬 연구 I-1에서 내향인에도 외향인과 마

찬가지로 행복한 사람들이 존재하며, 행복-내향 집단과 행복-외향 집단의 공통점은 

낮은 신경증 성향, 즉 정서적 안정성임이 확인되었다. 행복-내향 집단은 부적 정서

를 느끼는 경향성이 낮음을 특징으로 하였으며, 행복감 강도는 낮은 편에 속했다. 신

경증 성향은 외향성이 정적 정서와 갖는 연합보다 더 강하게 부적 정서와 연합해있

었고, 빈도 및 강도의 부적 정서 요소와 함께 내향인의 행복과 더 높은 역상관을 보

였다. 행복과 관련된 성격의 인지적 측면 및 긍정적 대인관계를 다룬 연구 I-2에서

도 행복-외향 집단과 구분되는 행복-내향 집단이 확인되었으며, 행복에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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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낙관성, 자존감, 통제감, 삶의 목적, 긍정적 대인관계에서 행복-외향 집단과 

마찬가지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중 낙관성과 자존감, 통제감, 그리고 긍정적 대인

관계는 내향인에서 정서적 안정성과의 높은 상관이 나타나는 맥락에서 내향인의 행

복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연구 I를 통해 행복한 외향인 못지 않은 행복한 내향인의 존재와 내향인

의 행복에 정서적 안정성과 부적 정서 경험이 적은 것이 더 중요함을 확인하였으나, 

행복-내향 집단과 행복-외향 집단이 서로 공유하는 특징들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던 나머지 마치 내향인과 외향인의 행복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

럼 보일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연구 II에서는 행복-내향 집단과 행복-외향 집단이 

정서적, 사교적 영역에서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 확인하고, 내향인의 행복에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연구 I에서 상관 분석에 그쳤던 것을 다중 회귀 분석을 하여 내향

인과 외향인의 행복을 예측하는 구별되는 요인이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내향인의 

행복과 외향인의 행복이 서로 다른 형태를 지니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보이려 했다. 

그 결과 연구 II에서 행복-내향 집단은 정서적 영역에서 낮은 신경증 성향을 지

니고 낮은 부적 정서와 기분 변화성을 보이며, 불행-내향 집단보다 효과적으로 부적 

정서를 조절한다는 점은 행복-외향 집단과 같았지만, 보다 낮은 정적 정서와 기분 

수준을 보인다는 점에서 구분되고, 부적 정서 조절을 위한 사회적 지지를 덜 추구하

며, 기분이 나쁠 때 그를 조절하여 되고 싶은 상태에 있어 각성된 활기찬 상태보다

는 덜 각성된 상태인 평정감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서로 달랐다. 이는 행복-외향 집

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만 불행-내향 집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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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없는 내향인으로서의 고유한 특징이었다. 사교적 영역에서는 두 집단 모

두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이루고 있었지만, 행복-내향 집단은 행복-외향 집단보다 사

교적 동기가 낮고 실제 참여도 떨어지며, 홀로 있는 것을 선호하고, 사교적 상황에서 

예민해지고 불편해하였으며, 친밀함을 중시하는 좁은 관계망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

었다. 이 또한 불행-내향 집단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내향인으로서의 특징이었다. 

내향인과 외향인간에 행복을 예측하는 구별되는 요인이 있는지 다중 회귀 분석을 실

시한 결과도 이와 궤를 같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내향인의 행복은 외향인의 행복과 형태가 다르며 각자 자신들의 

성격에 맞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를 이루고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Argyle(2005, p. 14)의 표현을 빌면, 행복-외향 집단의 행복은 “시끄럽고 흥분된 사

회적 사건을 즐기는 사람들의 고도로 각성된 행복감”이며 행복-내향 집단의 행복은 

“조용하고 고독한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한적한 행복감”이라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행복에 있어 중요한 성격 특질로서 정서적 안정성을 재조명

하고, 그와 관련된 부적 정서의 부재와 효과적 조절이 내향인의 행복에 더 중요하며, 

활발한 사교적 활동과 각성된 정적 정서를 강조하는 외향인의 행복이 행복에 있어 

유일한 형태가 아니며 그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좀 더 잔잔하고 차분한 내향

인의 행복이 있음을 보이고자 한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가 행복과 성격 연구에 있어 가질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행복과 쾌활함 또는 순간의 행복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쾌활함

과 강한 행복감이 행복과 동일시되는 경향은 높은 수준의(각성된) 정적 정서라는 외

향인의 특징과 외향성 편향적 관점이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었으며, 행복-내향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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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쾌활하기보다는 차분한 정적 기분 상태를 유지하며 그들이 느끼는 행복감도 잔

잔한 쪽에 가까웠다. 대부분의 행복 연구는 쾌활함과 강한 행복감에 치우쳐져 있는

데 평안(tranquility)이나 평정감(calmness)이 더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Haybron, 

2008; Vitterso, 2001).  

이와 같은 맥락에서 모두가 똑같이 높은 정적 정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일 이유는 없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행복-내향 집단은 같은 행복 집단인 행복-

외향 집단보다 낮은 일상 기분 수준을 보였으며 부적 정서 경험으로 인해 변화가 생

겼을 때 이를 조절하여 되고자 하는 기분 상태에서도 정적이기는 하나 행복-외향 

집단과 달리 낮은 각성 상태를 선호하였다. 달리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최적으

로 기능할 수 있는 최적의 정적 정서 수준에 있을 수가 있다(Diener, 2008; Oishi, 

Diener, & Lucas, 2007). 적어도 행복이 자신을 항상 긍정적인 기분과 사고로 가득 

채우고 늘 지금보다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끝없이 추구하는 것일 필요는 없어 보

인다(Ehrenreich, 2011; 탁석산, 2013). 행복을 내향인에게는 억지스러운 높고 각성

된 정적 기분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각자의 최적 지점 - 내향성과 

외향성이라는 생물학적 기초를 가진 특질의 영향을 받는 - 에 상응하는 기분 수준

의 평형을 잘 유지하는 능력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향성과 외향성은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이라기보다는 각자 자신에 맞

게 행복을 이루는 방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Hills & Argyle, 2001a; Averill & 

More, 2000). 행복-내향 집단은 정서적, 사교적 영역에서 행복-외향 집단과는 구분

되는 차이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는 각자 내향인으로서, 외향인으로서의 특징이었다. 

Sheldon 등(Sheldon, Ryan, Rawsthorne, & Ilardi, 1997)은 다양한 상황과 그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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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해야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성격 특질에 근거한 자기 일관성이 주관적 안녕

감과 나아가서 현상학적, 인본주의적 관점의 자기 실현 경향성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에 대해 McCrae와 Costa(1994, p. 175)의 말을 인용하였

다. “우리는 우리의 특질을 드러낼 때 가장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Out traits 

characterize us; they are our very selves; we act most freely when we express 

our enduring dispositions).” 내향인은 행복하기 위해서 외향인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자신이 가장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을 찾아 그렇게 행동하면 된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홀로 있는 것을 즐기지만 자신에게 중요

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더 소중히 여기며, 들떠있는 즐거움보다는 부적 정서를 통제

하고 평온에 가까운 상태를 더 중시하며, 자신의 내면에 즐거움을 주는 일들(예: 연

구 I-1의 행복의 원천에서 상위를 차지한 음악, 자연)을 좇으면서 말이다. 그리고 두 

행복 집단의 공통점이 정서적 안정성임을 볼 때 행복에 있어 핵심적인 성격 차원은 

외향성보다는 오히려 정서적 안정성일 수 있다. 

이상에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행복을 일종의 용량과 자원 관점에서 보

는 것이다. 개인은 각자 다른 크기의 그릇이며, 그 그릇이 얼마나 채워졌는지 하는 

용량은 개인이 심리적, 신체적으로 기능하는(예: 정서 조절, 인지적 활동, 하루 일과

의 수행) 역량의 표상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개인은 각자 채워져야 하는 행복 기

준점을 가지고 있으며, 행복과 관련된 요인들은 그릇을 채우는 자원이 된다. 

Baumeister, Bratslavsky, Muraven과 Tice(1998)가 자기 조절을 설명하기 위해 그

것이 자기의 중요한 한 부분인 한정된 자원을 소모하는 것으로 본 것이나 Steele, 

Spencer와 Lynch(1993)가 자존감을 자기 위협 국면에서 자기 통합성에 기반한 전



83 

 

반적 자기상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자원량의 표상으로 본 예와 같이 이러한 용량 개

념을 갖는 자원 관점이 행복에 있어서도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적 정서는 자원의 감소로, 정적 정서는 자원의 증가 또는 부적 정서로 인한 손

실을 채우는 것으로 간주되는데(e.g. Linville & Fischer, 1991; Tice, Baumeister, 

Shmueli, & Muraven, 2007), 그렇다면 내향인은 정적 정서는 덜 경험하고 부적 정

서는 경험하기 쉬운 경향성(Gray, 1970)으로 인해 그릇에 채워진 양이 감소하기는 

쉽고 채워지기는 어려운 불리한 조건을 안고 시작하는 셈이다. 그리고 외향인은 자

신들의 사교성으로 인해 정적 정서의 원천인 사회적 지지에의 접근성이 높은 반면

(Argyle, 2005; Myers, 2001) 내향인은 외향적인 사회 환경에서 원치않아도 부딪치

게 되는 잦은 사교적 상황으로 인해 부적 정서를 느낄 가능성이 높아진다(Laney, 

2006; Helgoe, 2009). 이러한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은 이미 불리한 내향인의 정서

성에 한층 어려움을 더해주게 된다. 

게다가 자원의 손실과 충전에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따른다. Headey와 

Wearing(1991)은 자신들의 주관적 안녕감의 역동적 평형 모델(Headey & Wearing, 

1989)에 경제학의 개념을 도입하여 주관적 안녕감의 고정 자산과 유동 자산 이론을 

구상하였는데, 성격 특질 중 외향성, 신경증 성향,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사교적 관

계망을 고정 자산으로 본 이 모델에서 고정 자산이 많을수록 유동 자산은 더 쉽게 

얻어지며, 이 증가분은 다시 고정 자산에 포함되게 된다. 이로써 행복의 총 자산은 

더 쉽게 증가하며 고정 자산이 적을 경우는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내향성과 외향성은 생물학적 기초에 기반하며(Eysenck, 1967; Eysenck & 

Eysenck, 1985) 원한다고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내향인과 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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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정서 자원 획득과 손실 경향의 차이는 바뀌기 어렵고 여기에 자원량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결합하면 내향인의 경우 행복 기준점까지 그릇이 채워지기란 매우 요

원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서만이 자원은 아니고 행복 또한 오로지 더 많은 정

적 정서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낙관성, 자존감, 통제감, 삶의 목적 같이 좀 

더 인지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요인들도 있으며, 내향인이라고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친밀하고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내향인

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등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

다(Hendrick & Brown, 1971; Helgoe, 2009). 그 외에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

는 돈 같은 자원(e.g. Diener & Fujita, 1995)도 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얼마나 채

워져있는지 그 용량에 대한 표상은 많은 경우 선순환, 적은 경우 악순환의 일부로서 

이러한 자원들에 더해진다. 그리하여 누군가는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알고, 자신의 

성향에 따르는 제약과 한계를 다루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를 알고 자신의 성격을 받아들이며,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그릇을 채워나가 행복 기

준점에 이르고 그만큼의 용량을 유지하게 된다. 행복-내향 집단은 그것을 이룬 사람

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20대 초반 대학생 위주로 이루어졌기에 섣불리 일반화하기

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내향인의 행복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은 

자존감(자기수용)과 통제감(환경에 대한 통제력)이었는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아

직 30세 이전의 성격이 변화하고 발달하는 시기이며(McCrae & Costa, 1994) 삶의 

틀이 잡히거나 주도권을 갖고 꾸려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연령대이다. 각 연구

에서 행복-내향 집단이 전체 참여자의 약 15%, 행복 집단에서는 약 20~30%의 적



85 

 

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일 수 있다.  

각 집단을 좀 더 정교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과 외

향성 점수의 중위수에 해당하는 참여자의 자료를 제외함으로써 가능한 각 집단의 특

징을 명확히 하려고 하였으나 이상적으로는 더 많은 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행복과 외향성 점수의 상위 몇 %를 기준으로 삼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연구 II에서 

실시한 다중 회귀 분석에서 투입한 예언 변인들 중 많은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지 못했던 것은 참여자 수가 예언 변인의 40배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견

해(Brace et al., 2005)도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참여자 수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차후 연구는 다양한 연령대와 더 많은 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면, 본 연구에서 행복 척도로 사용한 옥스퍼드 행복 질문지(OHQ)

는 옥스퍼드 행복 척도(OHI)를 주요 저자인 Argyle이 리커트 척도 형태로 바꾼 것

으로(Hills & Argyle, 2002), 일반적인 행복감과 삶의 만족 외에 낙관성, 자존감, 통

제감, 건강, 에너지 수준 또는 활력, 목표와 성취간의 합치 정도, 사교적 활동에의 

참여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과의 상관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나(Kashdan, 2004),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주관적 안녕감에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의 척도로, 주관적 안녕감의 정서적 구성 요소와 삶의 만족 구성 요소

를 하나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Pavot, 2008). 

그리고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여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우선 내향인의 행복이 정서적 상태에 있어 각성 수준이 낮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

는 것을 선호하며, 그러기 위해 어떤 방법이나 행동으로 기분을 조절하는지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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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실험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체적인 각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면 더 좋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행복-내향 집단을 포함하여 내향인이 외향인보다 더 홀로 있

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지만 그 때 무엇을 하며 그것이 내향인의 행복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는 내

향인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Jung(1971)은 이것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조용히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곳을 찾는 것이자 내향

인이 자신의 최고의 작업을 이뤄내는 곳이라 하였다. 행복의 주요 원천 중 하나이지

만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한 취미나 여가 생활(Argyle, 2005; 권석만, 2008)과 이 

부분을 연계하여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본 연구에서는 다른 척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오프라인의 사교적 

관계망을 위주로 하였는데, 요즘은 스마트폰과 SNS가 일반화되면서 온라인상의 관

계도 사회적 관계망의 당연한 일부가 되었다. 온라인이라고 내향인이 갑자기 외향인

만큼 사교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 아니라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관심

사와 어울릴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은 내향인과 잘 맞는 공간이

라고 한다(Dembling, 2013; Helgoe, 2009). SNS 활동과 그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관

계망이 내향인에게 사회적 지지를 주고 정서 조절에 도움이 되며(e.g. 육설아, 2013; 

조윤경, 백영민, 김반야, 2014), 내향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흔히 생각되는 것처럼 내향인의 행복에 풍부한 내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외향인의 행복과 구별되는 속성인지(Hills & Argyle, 20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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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이다. 예를 들어 같은 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행동이라도 내향인과 외향인

은 그 경험을 즐기는 방식이나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는데, 정적 정서를 얻거나

(Argyle & Crossland, 1987) 기분을 조절하는 방법(Thayer et al., 1994) 중 하나 

인 음악을 듣는 것에서 외향인은 멜로디, 형식과 심상에 높은 선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고 내향인은 가사, 정서변화, 음색과 가수 동일시에서 높은 선호를 보였다(양정

욱, 2003). 이렇게 음악이나 그 너머의 만든 이와 소통하려고 하는 것은 내향인의 

특징이라고 한다(Helgoe, 2009). 그렇다면 내향인과 외향인 모두 음악을 듣는 것으

로 즐거움을 얻더라도 그 경험의 깊이나 속성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

에서 음악이나 예술, 자연 등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기는 감상력(권석만, 2008)

이나 몰입 경험(Csikszentmihalyi, 1999)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성격 특질의 종류와 그 수에 대해서는 이론가마다 견해를 달리하지만 그 중 내향

성-외향성은 공통적으로 꼽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질이며(Winter, John, Stewart, 

Klohnen, & Duncan, 1998) 삶의 근본적인 태도이기도 하다(Jung, 1971). Jung은 어

떤 사람이 내향적이라는 것은 의식은 물론 무의식의 명백한 특정 속성과 전반적인 

행동, 대인관계, 삶의 여정까지도 그 유형의 특징이 보인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성향이 개인의 타고난 기질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였으며, 생물학적 기초에 

기반한 Eysenck의 각성 이론(Eysenck, 1967; Eysenck & Eysenck, 1985)이나 기타 

유전량 연구들(e.g. Eaves & Eysenck, 1975; Young et al., 1980; Tellegen et al., 

1988)로 미루어볼 때 내향성-외향성은 개인이 자의적으로 선택한다기보다는 상당 

부분 타고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천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삶에서 이러한 천성을 지고 가는 것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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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의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에 있는 지금 자신의 

모습이 주변의 외향적인 사람들 같지 않은, 그들처럼 되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본래

의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내향인의 행복은 시작하는 듯싶다.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은 큰 안도이다(Laney, 

2006). 그렇다고 내향인이 자신답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내향인의 행복은 분명 원한다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자

신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살아가는 것과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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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I-1 : 옥스퍼드 행복 질문지 타당화 
 

  전체   성별, 연령 통제시 

  행복 외향성 신경증 성향   행복 외향성 신경증 성향 

행복 1 .621** -.393** 
 

1 .614** -.409** 

안녕감 .800** .535** -.337** 
 

.798** .528** -.342** 

삶의 만족 .682** .377** -.224** 
 

.680** .360** -.207** 

*p<0.05, **p<0.01, N=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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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I-1: 각 집단의 정서별 경험 빈도  

 

행복-내향 (N=16)   불행-내향 (N=58) 

경험한 정서 Mean SD   경험한 정서 Mean SD 

정적_기쁨군 21.81 2.74 
 

부적_두려움군 18.28 5.32 

정적_사랑군 21.56 3.42 
 

정적_사랑군 17.59 4.53 

부적_두려움군 14.00 4.13 
 

정적_기쁨군 16.76 3.23 

부적_슬픔군 11.19 3.66 
 

부적_슬픔군 16.07 4.56 

부적_수치-죄책감 10.13 4.49 
 

부적_분노군 14.74 4.33 

부적_분노군 9.81 3.69   부적_수치-죄책감 12.86 4.39 

사랑 5.75 1.18 
 

걱정 5.19 1.47 

애정 5.56 1.55 
 

불안감 4.84 1.46 

만족감 5.56 .73 
 

짜증 4.81 1.34 

행복감 5.50 .82 
 

우울함 4.71 1.24 

기쁨 5.50 .73 
 

기쁨 4.60 1.04 

자랑스러움 5.25 1.18 
 

애정 4.59 1.57 

따뜻한 마음이 가는 5.25 .86 
 

따뜻한 마음이 가는 4.55 .98 

다정함 5.00 1.15 
 

외로움 4.53 1.49 

걱정 4.44 1.09 
 

행복감 4.48 1.06 

외로움 4.19 1.56 
 

초조함 4.45 1.69 

후회 3.75 1.53 
 

다정함 4.31 1.10 

초조함 3.44 1.50 
 

만족감 4.22 .92 

불안감 3.38 1.36 
 

사랑 4.14 1.85 

화(남) 3.25 1.57 
 

화(남) 4.12 1.43 

짜증 3.19 1.28 
 

후회 4.03 1.54 

두려움 2.75 1.34 
 

두려움 3.79 1.72 

우울함 2.44 1.50 
 

슬픔 3.62 1.66 

슬픔 2.31 1.08 
 

자랑스러움 3.45 1.33 

수치심 2.25 1.57 
 

분노 3.36 1.50 

불행함 2.25 1.48 
 

부끄러움 3.29 1.40 

부끄러움 2.19 1.52 
 

불행함 3.21 1.40 

분노 2.13 1.20 
 

수치심 2.78 1.43 

죄책감 1.94 1.18 
 

죄책감 2.76 1.60 

역겨움 1.25 .45   역겨움 2.45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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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I-1: 각 집단의 정서별 경험 빈도  

 

행복-외향 (N=61)   불행-외향 (N=18) 

  경험한 정서 Mean SD     경험한 정서 Mean SD 

정적_사랑군 22.61 3.55 
 

정적_기쁨군 19.06 3.11 

정적_기쁨군 22.21 3.00 
 

정적_사랑군 16.83 3.38 

부적_두려움군 13.93 4.37 
 

부적_두려움군 15.06 4.63 

부적_슬픔군 11.87 4.24 
 

부적_슬픔군 14.67 4.99 

부적_분노군 11.56 4.37 
 

부적_분노군 14.44 4.27 

부적_수치-죄책감 9.98 3.54   부적_수치-죄책감 12.94 4.96 

기쁨 5.87 .81 
 

기쁨 5.17 .86 

애정 5.75 1.15 
 

자랑스러움 4.72 1.07 

행복감 5.72 .82 
 

애정 4.61 1.20 

다정함 5.64 1.10 
 

만족감 4.61 1.09 

따뜻한 마음이 가는 5.62 .97 
 

행복감 4.56 .92 

사랑 5.59 1.32 
 

걱정 4.50 1.58 

만족감 5.44 1.01 
 

따뜻한 마음이 가는 4.44 1.04 

자랑스러움 5.18 1.18 
 

짜증 4.39 1.33 

걱정 4.10 1.40 
 

화(남) 4.22 1.44 

짜증 3.80 1.26 
 

우울함 4.06 1.66 

외로움 3.52 1.60 
 

사랑 4.00 1.78 

화(남) 3.52 1.44 
 

초조함 3.89 1.49 

불안감 3.48 1.46 
 

슬픔 3.83 1.54 

슬픔 3.33 1.56 
 

후회 3.78 1.86 

초조함 3.30 1.64 
 

다정함 3.78 1.48 

후회 3.28 1.54 
 

외로움 3.78 1.80 

두려움 3.07 1.41 
 

불안감 3.50 1.34 

우울함 2.97 1.54 
 

부끄러움 3.44 1.50 

부끄러움 2.56 1.38 
 

분노 3.17 1.54 

분노 2.49 1.52 
 

두려움 3.17 1.34 

죄책감 2.16 1.19 
 

수치심 3.11 1.68 

불행함 2.05 .94 
 

불행함 3.00 1.28 

수치심 1.98 1.26 
 

역겨움 2.67 1.64 

역겨움 1.74 1.24   죄책감 2.61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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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 I-2: 성격 특질과 성격의 인지적 측면 및 긍정적 대인관계간의 상관 

    전체 내향인 외향인 

    E N E N E N 

낙관성 
z .443** -.376** .272* -.581** .104 -.059 

p .435** -.404** .255* -.595** .082 -.107 

자기수용   .472** -.462** .305** -.548** .246* -.329** 

자율성 
z -.030 -.167* -.160 -.125 -.079 -.215 

p .006 -.160 -.099 -.142 -.040 -.193 

환경에 대한  

통제력  
.341** -.342** .283* -.416** .261* -.196 

삶의 목적   .225** -.187* .052 -.240* .257* -.057 

긍정적 

대인관계 
  .523** -.336** .404** -.389** .282* -.222 

E = 외향성, N = 신경증 성향, z = 영차상관, p = 성별, 연령 통제시 편상관 
*p<0.05, **p<0.01 

외향성∽신경증 성향 r=-.137, n.s.(편상관 r=-.136, n.s.), N=168 
 

 

부록 4. 연구 II: 성격 특질과 정서, 기분 특성간의 상관  

    전체 내향인 외향인 

    E N E N E N 

정적 정서 
z .623** -.235** .360** -.166* .344** -.258** 

p .630** -.210** .380** -.161 .322** -.199* 

부적 정서 
z -.266** .641** -.118 .687** -.135 .580** 

p -.265** .633** -.127 .688** -.118 .560** 

기분 수준 
z .609** -.296** .443** -.274** .286** -.284** 

p .610** -.314** .434** -.300** .296** -.306** 

기분 

변화성 

z -.058 .617** .077 .626** -.119 .602** 

p -.063 .594** .034 .615** -.071 .560** 

E = 외향성, N = 신경증 성향, z = 영차상관, p = 성별, 연령 통제시 편상관 
*p<0.05, **p<0.01 

외향성∽신경증 성향 r=-.116, p<0.05(편상관 r=-.117, p<0.05), N=298 

정적 정서∽부적 정서 r=-.273, p<0.01(편상관 r=-.263, p<0.01), N=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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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연구 I-1: 변인별 표준점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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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연구 I-1: 변인별 표준점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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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연구 I-2: 변인별 표준점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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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연구 I-2: 변인별 표준점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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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연구 II: 정서적 특성의 변인별 표준점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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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연구 II: 정서적 특성의 변인별 표준점수 그래프 

 

 
 

 

 

 

 

 

 

 

 

 

 

 

 

 

 

 

 

 

 

 

 

 

 

 

 

 

 

 



118 

 

부록 8. 연구 II: 사교적 특성의 변인별 표준점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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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연구 II: 사교적 특성의 변인별 표준점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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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아이젱크 성격 검사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다음의 질문들에 대하여 ‘아니다(0)’나 ‘그렇다(1)’에 ○표 하여 주십시오. 옳고 그

른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한 질문에 대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빠짐없이 답해주십시오. 

    아니다 그렇다 

1. 당신은 취미가 다양합니까? 0 1 

2. 당신은 새로 친구를 사귈 때 보통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까? 0 1 

3.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주로 말이 없는 편입니까? 0 1 

4. 당신은 지루한 파티에 쉽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까? 0 1 

5. 당신은 친구에게 농담이나 재미나는 이야기를 잘합니까? 0 1 

6. 당신은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좋아합니까? 0 1 

7. 
당신은 누가 말을 걸어오면  

거의 항상 즉석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0 1 

8. 민첩한 행동을 요하는 일을 하기 좋아합니까? 0 1 

9. 당신은 가끔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이상의 활동을 떠맡곤 합니까? 0 1 

10. 당신은 모임을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까? 0 1 

11. 당신은 소란스럽고 떠들썩한 것을 좋아합니까? 0 1 

12. 당신은 말이 많은 편입니까? 0 1 

13. 다른 사람들이 당신더러 생기가 넘친다고 합니까? 0 1 

14. 당신은 활기가 넘칩니까? 0 1 

15. 당신은 평소에 즐거운 파티에 가면 즐길 수 있습니까? 0 1 

16. 당신은 새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습니까? 0 1 

17. 당신은 사교장소에서도 뒷자리만 차지하는 편입니까? 0 1 

18. 당신은 외출하는 것을 몹시 좋아합니까? 0 1 

19. 당신은 친구가 많습니까? 0 1 

20. 당신은 스스로가 낙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0 1 

21. 당신은 가끔 외롭다고 느낍니까? 0 1 

22. 당신은 가끔 인생이 따분하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까? 0 1 

23. 당신은 가끔 지겨운 기분이 듭니까? 0 1 



121 

 

24. 당신은 감정이 쉽게 상합니까? 0 1 

25. 당신은 근심걱정이 많은 사람입니까? 0 1 

26. 당신은 난처한 일을 당하고 나면 오랫동안 고민합니까? 0 1 

27. 
당신은 때때로 해서는 안될 일이나  

말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하고 나서 괴로워합니까? 
0 1 

28. 당신은 별 이유도 없이 비참하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0 1 

29. 당신은 빚을 지면 걱정됩니까? 0 1 

30. 당신은 신경과민입니까? 0 1 

31. 당신은 실수를 범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걱정합니까? 0 1 

32. 당신은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까? 0 1 

33. 당신은 앞으로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합니까? 0 1 

34. 당신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성미가 까다롭게 굽니까? 0 1 

35. 당신은 외모에 대해 신경을 많이 씁니까? 0 1 

36. 당신은 의욕이 넘치다가 몹시 의기소침해지곤 합니까? 0 1 

37. 당신은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합니까? 0 1 

38. 당신은 자신이 매우 긴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0 1 

39. 당신은 자신이 신경질적이라고 생각합니까? 0 1 

40. 당신은 죄의식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있습니까? 0 1 

41. 당신은 죽었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습니까? 0 1 

42. 당신이 하는 일을 남이 비판하면 곧 속이 상합니까? 0 1 

43. 덫에 걸린 짐승을 보면 가엾은 생각이 듭니까? 0 1 

 

 

 
(R) 3, 17 

  

 
 

  외향성 : 1-20 

 
신경증 성향 :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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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옥스퍼드 행복 질문지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문장이 섞여있으니, 주의 깊게 읽고 답해주십시오. 각 질

문에 답할 때 너무 시간을 들이지 마십시오. 맞거나 틀린 답은 없으며 함정인 문항

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으로 답해주십시오. 답을 적기 어려운 문

항이 있거든, 평소나 대부분의 경우 들어맞는 것으로 답해주십시오. 

1 ─ 2 ─  3 ─   4 ─  5 ─ 6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그다지 흡족하게 느끼지 않는다.  1 2 3 4 5 6 

2.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아주 많다. 1 2 3 4 5 6 

3. 나는 삶이 많은 가치 있고 좋은 것들을 준다고 느낀다. 1 2 3 4 5 6 

4. 나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 매우 따뜻한 느낌을 갖고 있다.  1 2 3 4 5 6 

5. 나는 아침에 푹 쉬었다는 느낌으로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 1 2 3 4 5 6 

6. 나는 미래에 대해 특별히 낙천적이지 않다. 1 2 3 4 5 6 

7. 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즐겁다고 느낀다. 1 2 3 4 5 6 

8. 나는 매사에 열성적으로 참여한다. 1 2 3 4 5 6 

9. 삶은 좋은 것이다. 1 2 3 4 5 6 

10. 나는 세상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 2 3 4 5 6 

11. 나는 많이 웃는다. 1 2 3 4 5 6 

12.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6 

13. 나는 내가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 2 3 4 5 6 

14.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온 것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1 2 3 4 5 6 

15. 나는 매우 행복하다. 1 2 3 4 5 6 

16. 나는 어떤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1 2 3 4 5 6 

17.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유쾌하게 만든다. 1 2 3 4 5 6 

18. 
나는 시간을 잘 조율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다 할 수 있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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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나는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6 

20. 나는 어떤 일이든지 시작할 수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6 

21. 나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맑고 또렷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6 

22. 나는 자주 기쁨과 의기양양함을 경험한다. 1 2 3 4 5 6 

23. 나는 무언가를 결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 1 2 3 4 5 6 

24. 나는 삶에서 특별히 의미와 목적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1 2 3 4 5 6 

25. 나는 에너지가 아주 많다고 느낀다.  1 2 3 4 5 6 

26. 나는 대체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6 

27. 나는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일이 거의 없다. 1 2 3 4 5 6 

28. 나는 그다지 건강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1 2 3 4 5 6 

29. 나는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이 딱히 없다. 1 2 3 4 5 6 

 

 

 
(R) 1, 5, 6, 10, 13, 14, 19, 23, 24, 27,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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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주관적 안녕 지표 (Index of Well-Being) 

 

다음의 단어들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골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항들에 대해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답해주십시오. 

지루한 1 ─ 2 ─ 3 ─ 4 ─ 5 ─ 6 ─ 7 흥미로운 

즐거운 1 ─ 2 ─ 3 ─ 4 ─ 5 ─ 6 ─ 7 괴로운 

쓸모없는 1 ─ 2 ─ 3 ─ 4 ─ 5 ─ 6 ─ 7 귀중한 

사교적인 1 ─ 2 ─ 3 ─ 4 ─ 5 ─ 6 ─ 7 외로운 

알찬 1 ─ 2 ─ 3 ─ 4 ─ 5 ─ 6 ─ 7 공허한 

낙담하는 1 ─ 2 ─ 3 ─ 4 ─ 5 ─ 6 ─ 7 희망찬 

실망스러운 1 ─ 2 ─ 3 ─ 4 ─ 5 ─ 6 ─ 7 보람 있는 

불행한 1 ─ 2 ─ 3 ─ 4 ─ 5 ─ 6 ─ 7 행복한 

최상의 기회가 있는 1 ─ 2 ─ 3 ─ 4 ─ 5 ─ 6 ─ 7 기회가 없는 

당신은 전체적으로 당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스럽거나 불만족스럽습니까? 

매우 불만족스럽다 1 ─ 2 ─ 3 ─ 4 ─ 5 ─ 6 ─ 7 매우 만족스럽다 

 

 

     (R) 2, 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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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삶의 만족 척도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아래의 문항을 읽고 평소에 자신의 삶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

는지를 아래의 7점 척도에 따라     안에 표시해 주십시오. 

1 ─ 2 ─ 3 ─ 4 ─ 5 ─ 6 ─ 7 

전혀 

그렇지 

않다 
 

많이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그렇다 
 

보통 

정도로 

그렇다 
 

조금 

그렇다  

많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 

  2. 내 삶의 조건들은 아주 훌륭하다. 

  3.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4. 지금까지 나는 삶에서 원했던 중요한 것들을 얻었다. 

  5. 나의 삶을 다시 살 수 있다 해도, 난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다른 번안은 조명한과 차경호(1998), 권석만(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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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전반적 정서 빈도 척도 (Global Affect Balance Scale) 

 

  다음에 제시된 각각의 감정을 지난 한달 동안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를 아래의 7점 

척도에 따라 (   ) 안에 표시해 주십시오. 

1 ─ 2 ─ 3 ─ 4 ─ 5 ─ 6 ─ 7 

전혀 느낀 

적이 없다     

보통 

이다     

매우 자주 

느꼈다. 

 

1. 두려움 (      ) 
 

2. 짜증 (      ) 
 

3. 만족감 (      ) 

4. 애정 (      ) 
 

5. 죄책감 (      ) 
 

6. 불행함 (      ) 

7. 화(남) (      ) 
 

8. 행복감 (      ) 
 

9. 자랑스러움 (      ) 

10. 수치심 (      ) 
 

11. 외로움 (      ) 
 

12. 초조함 (      ) 

13. 기쁨 (      ) 
 

14. 불안감 (      ) 
 

15. 다정함 (      ) 

16. 슬픔 (      ) 
 

17. 따뜻한 마음이 가는 (      ) 
 

18. 분노 (      ) 

19. 걱정 (      ) 
 

20. 역겨움 (      ) 
 

21. 부끄러움 (      ) 

22. 사랑 (      ) 
 

23. 후회 (      ) 
 

24. 우울함 (      ) 

 

 

 
정적 정서 : 3, 4, 8, 9, 13, 15, 17, 22 

 

 
부적 정서 : 1, 2, 5, 6, 7, 10, 11, 12, 14, 16, 18, 19, 20, 21, 23, 24 

 

           

 
정적_기쁨군 : 3, 8, 9, 13 

     

 
정적_사랑군 : 4, 15, 17, 22 

     

 
부적_두려움군 : 1, 12, 14, 19 

     

 
부적_분노군 : 2, 7, 18, 20 

     

 
부적_슬픔군 : 6, 11, 16, 24 

     

 
부적_수치-죄책감 : 5, 10, 21, 23 

     
 

 

*이 척도는 Intensity and Time Affect Survey; ITAS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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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정서 강도 척도 (Affect Intensity Measure) 

 

다음의 문항들은 전형적인 일상사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

러분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래의 5점 척도에 따라 

     안에 표시해 주십시오. 

1 ─ 2 ─ 3 ─ 4 ─ 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중간이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 뭔가 어려운 일을 성취했을 때 기뻐하거나 기분이 고양됨을 느낀다. 

  2. 행복을 느낄 때 그것은 아주 강한 환희와 같다. 

  3. 나는 남들과 같이 있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4. 거짓말을 할 때면 아주 기분이 나쁘다. 

  5. 작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했을 때도 기분이 아주 좋다. 

  6. 내 감정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렬한 경향이 있다. 

  7. 내 행복한 기분은 너무 강렬해서 마치 천국에 있는 기분과 같다. 

  8. 너무 열정적이 되곤 한다. 

  9.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마쳤을 때 나는 희열을 느낀다. 

  10. 무언가 흥분되는 일을 기대할 때 내 심장은 마구 뛴다. 

  11. 슬픈 영화를 보고 굉장히 감동하곤 한다. 

  12. 
행복을 느낄 때 그것은 만사가 순조롭고 만족한 느낌에 가까울 뿐,  

흥분되고 떨리는 것은 아니다. 

  13. 사람들이 앞에서 처음 이야기할 때, 내 음성은 떨리고 심장은 마구 뛴다. 

  14. 좋은 일이 생기면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뻐한다. 

  15. 내 친구들은 내가 무척 감정적이라고 말할 것이다. 

  16.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기억들은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느꼈던 시간보다는 

만족스럽고 평화롭게 느꼈던 시간들이다. 

  17. 누군가 아주 심하게 다친 광경을 보면 난 크게 영향을 받는다. 

  18. 
내가 기분이 좋을 때면  

단순히 좋은 기분에서 아주 행복한 기분으로 옮겨가는 것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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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조용하고 침착하다’로 나를 쉽게 표현할 수 있다. 

  20. 내가 행복할 때 나는 기쁨으로 벅차오름을 느낀다. 

  21. 끔찍한 교통사고의 사진을 신문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22. 행복할 때 나는 활기가 넘쳐흐르는 것처럼 느낀다. 

  23. 상을 받으면 너무 기뻐하는 경향이 있다. 

  24. 무엇인가 성공했을 때 나의 반응은 조용한 만족이다. 

  25.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나는 아주 강한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낀다. 

  26. 나는 아주 힘든 시기에도 침착할 수 있다. 

  27. 매사가 순조로울 때 나는 ‘세상 꼭대기에 서 있는’듯한 기분이 든다. 

  28. 화가 났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이성적이고 과민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9. 
내가 어떤 일을 매우 잘 했음을 알았을 때 흥분하고 기뻐하기 보다는  

느긋하고 만족스러운 기분을 느낀다. 

  30. 내가 불안하다고 느낄 때 그 기분은 보통 굉장히 강하다. 

  31. 나는 어떤 기분을 그리 강하게 느끼지 않는다. 

  32. 
내가 어떤 것에 관해 흥분할 정도로 기분이 좋을 때에는  

나는 그 기분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한다. 

  33. 내가 행복을 느낄 때 그것은 조용한 만족과 같다. 

  34. 내 친구들은 아마도 나를 항상 긴장해 있는 사람이라 말할 것 같다. 

  35. 행복을 느낄 때 나는 힘이 아주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36. 죄책감을 느낄 때, 그 감정은 아주 강렬하다. 

  37. 내가 느끼는 행복한 기분은 환희보다는 만족이라는 단어로 더 잘 묘사될 수 있다. 

  38.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나는 너무 행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다. 

  39. 불안하면 온몸이 떨린다. 

  40. 
나에게 있어 행복은 흥분의 도가니라기보다는  

충만하고 내적으로 침착하게 가라앉은 느낌에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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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1, 5, 6, 10, 13, 14, 19, 23, 24, 27, 28, 29 

   

 
*각 영역으로 추려쓴 문항 : 

 

 

정적 정서 강도 :  (1), 3, (5), 8, 9, (10), (14), 18, (19), (23), (24), (27), 

(29), 32, 38 

 
부적 정서 강도 : 4, 11, (13), 17, 21, 25, 26, (28), 30, 34, 36, 39 

 
행복 강도 : 2, 7, 12, 16, 20, 22, 33, 35, 37, 40 

 
제외한 문항 : (6), 1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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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 낙관성 척도 (Life Orientation Test-Revised) 

 

아래의 문항들을 읽고 각 문항이 여러분과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 그 정도를 아래

의 5점 척도에 따라     안에 표시해 주십시오. 

1 ─ 2 ─ 3 ─ 4 ─ 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중간이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 나는 일반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상의 결과를 예상한다. 

  2. 나는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3. 뭔가 잘 안될 것 같은 예감은 항상 맞는다. 

  4. 나는 항상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5. 나는 친구들을 매우 좋아한다. 

  6. 나는 바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7. 일이 내 뜻대로 되리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 

  8. 나는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9.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 

  10. 
나는 대체로 나에게는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편이다. 

   

   

 
낙관주의 : 1, 4, 10 

 
비관주의 : 3, 7, 9 

   

 
낙관성 : (R) 3, 7, 9 + 1,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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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 심리적 안녕감 척도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다음의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고, 각 문항이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를 아래

의 5점 척도에 따라     안에 표시해 주십시오. 

1 ─ 2 ─ 3 ─ 4 ─ 5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중간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1.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내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2. 현재의 내 활동반경을 넓힐 생각이 없다.  

  3. 살아온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다.  

  4. 남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5. 대다수의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도,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편이다.  

  6.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들이 힘겹다.  
 

  7.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 장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8. 나 자신에 대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  

  9.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가까운 친구가 별로 없어 가끔 외로움을 느낀다.  

  10. 나는 무슨 일을 결정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  

  11. 
과거에는 나 자신이 혼자 목표를 세우곤 했으나 돌이켜보면  

그것이 시간 낭비였던 것 같다.  

  12.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 같다.  

  13. 가족이나 친구들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긴다.  

  14. 매일의 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들을 잘 해내고 있다.   

  15. 현재 나의 삶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새로운 생활방식을 시도할 생각이 없다.  

  16. 내가 해야 할 일들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다.  

  17. 
나 자신과 인생살이에 자극을 줄만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8. 가끔 매일 하는 일들이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19. 내 성격의 거의 모든 면을 좋아한다.  
 

  20. 정말 필요할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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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나는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편이다.  

  22.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내 자신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23. 내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24. 
과거에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일이 매우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25. 나는 일반적으로 나의 개인문제나 돈 문제를 잘 관리하고 있다.  

  26. 많은 면에서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해 실망을 느낀다.  

  27.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친구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  

  28. 미래의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즐긴다.  

  29. 
내 의견이 비록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경우에도,  

나는 내 의견이 옳다고 확신한다.  

  30. 나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해야 할 모든 일을 제 때에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다.  

  31. 그 동안 한 개인으로서 크게 발전해 왔다고 생각한다.  

  32. 내가 세운 계획을 어떻게 해서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33.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못한다.  

  34. 현재의 생활방식을 바꿔야 할 새로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싫어한다.  

  35. 나는 인생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36. 친구와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나의 결정을 쉽게 바꾸는 편이다.  

  37. 나에게 있어서 삶은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38. 내 친구들은 믿을 수 있고, 그들도 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9. 
과거를 돌이켜 보면 좋았던 때도 있었고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만족한다.  

  40. 생활을 만족스럽게 꾸려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  

  41. 내 인생을 크게 개선하거나 바꾸겠다는 생각은 오래 전에 버렸다.  

  42. 내 자신을 친구나 친지들과 비교할 때면 내 자신에 대해 흐뭇하게 느껴진다.  

  43. 
내 스스로 정한 기준에 의해 내 자신을 평가하지,  

남들의 기준에 의해 평가하지 않는다.  

  44 내 가정과 생활방식을 내 맘에 들도록 꾸려 올 수 있었다.  

  45 이제껏 살아온 삶의 방식을 뒤늦게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46 다른 사람들과 다정하고 신뢰 깊은 관계를 별로 경험하지 못했다.  

 



133 

 

 

 

 

(R) 2, 4, 6, 7, 9, 11, 12, 16, 18, 20, 21, 22, 23, 26, 27,  

(R) 33, 34, 36, 40, 41, 45, 46 

      

 
자아수용: 3, 8, (12), 19, 24, (26), 39, 42 

 
긍정적 대인관계 : (4), (9), 13, (20), (27), 38, (46) 

 
자율성 : 5 , 10, 15, (21), 29, (33), (36), 43 

 
환경에 대한 통제력 : 1, (6), 14, (16), 25, 30, (40), 44 

 
삶의 목적 : (7), (11), (18), (23), 28, 32, 35 

 
개인적 성장 : (2), 17, (22), 31, (34), 37, (41), (45) 

  
*(  )는 역채점 문항 

  
*   은 축약형 문항 (각 3 문항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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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7. 정적 감정과 부적 감정 목록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다음에 나오는 각 단어는 감정이나 기분을 기술한 것입니다. 각 단어를 읽고, 당신

의 일상적인 기분 상태가 어떠한지 아래의 5점 척도에 따라     안에 표시해 주십

시오. 

1 ─ 2 ─ 3 ─ 4 ─ 5 

전혀/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정도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흥미진진한      민첩하고 활발한      원기왕성한      강한      단호한      

죄책감 드는      피로한      부끄러운      혼란스러운      과민한      

주의 깊은      흥분된      열정적인      자랑스러운      활기찬      

신경질적인      겁에 질린      적대적인      조바심나는      두려운      

     

     
정적 감정 : 흥미진진한, 민첩하고 활발한, 원기왕성한, 강한, 단호한, 

주의깊은, 흥분된, 열정적인, 자랑스러운, 활기찬 

부적 감정 : 죄책감 드는, 피로한, 부끄러운, 혼란스러운, 과민한 

신경질적인, 겁에 질린, 적대적인, 조바심나는, 두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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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 기분 질문지 (Mood Survey)  

 

아래 질문들은 당신이 일상적으로 겪는 평소의 기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

입니다. 각 질문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6점 척도에 따라    안에 표시해 주십시오. 

1 ─ 2 ─ 3 ─ 4 ─ 5 ─ 6 

전혀 

그렇지 

않다 
 

아주 

약간 

그렇다 
 

약간 

그렇다  

중간  

정도로 

그렇다 
 

많이 

그렇다  

아주  

많이 

그렇다 

 

  1. 
나는 기분이 아주 좋다가 슬퍼지고 그러다 다시 좋아지기를  

한 주일 동안에도 여러 번 한다. 

  2. 나는 보통 매우 즐겁다고 느낀다. 

  3. 나는 자주 울적해진다. 

  4. 나는 대개 삶의 밝은 면을 본다. 

  5. 친구들에 비해 나는 기분상태의 기복이 적은 편이다. 

  6. 나는 정말로 신나는 기분일 때가 거의 없다. 

  7. 때때로 나의 기분은 이랬다 저랬다 매우 빨리 바뀐다. 

  8. 나는 평소에 기쁨이 넘쳐흐르는 것처럼 느낀다. 

  9. 내 기분은 매우 안정적이고 거의 변하지 않는다. 

  10. 나는 내 자신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11. 친구들에 비해 나는 삶을 덜 긍정적으로 본다. 

  12. 나는 매우 변덕스런 인간이다. 

  13. 나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쾌활하지 않다. 

  14.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기분이 잘 변하지 않는다. 

  15. 나의 친구들은 자주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R) 5, 6, 9, 11, 13, 14, 15 

   

 
기분 수준 : 2, 4, (6), 8, 10, (11), (13), (15) 

 
기분 반응성 : 1, 3, (5), 7, (9),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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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 기분 조절 질문지 (Mood Regulation Questionnaire)  

 

당신이 부정적인 기분이었을 때, 즉 기분이 많이 상하거나 슬펐을 때를 떠올려주

십시오. 지금 그런 기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래의 문항에 7점 척도에 따라    안

에 표시해 주십시오. 

1 ─ 2 ─ 3 ─ 4 ─ 5 ─ 6 ─ 7 

전혀 

그렇지 

않다 
 

많이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그렇다 
 

보통 

정도로 

그렇다 
 

조금 

그렇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1. 내가 노력한다고 이 기분을 바꿀 수 있지는 않다. 

  2. 나는 계속 이런 기분으로 있을지 말지를 내 뜻대로 조절할 수 있다. 

  3. 나에게 이것은 매우 흔한 기분이다. 

  4. 이 기분이 저절로 가라앉기 전까지, 나는 계속 이런 기분일 것이다.  

  5. 나는 이런 기분을 자주 느낀다. 

  6. 나는 이 기분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7. 나의 지금 이 기분은 내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8. 
나는 빨리 기분이 좋아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기분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바로 하려고 한다. 

  9. 나는 기분이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다. 

  10. 
나는 내 기분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에너지를 모을 수 없다. 

  11. 나는 보통 이런 기분을 느끼곤 하기 때문에 별 도리가 없다. 

  12. 
이전에도 나는 기분이 나쁜 것을 나아지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이대로 있으면서 기분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는다. 

  13. 
이런 기분을 나아지게 하려고 할 때,  

나는 보통 그에 효과가 있는 방안을 실행에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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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2, 9 

   

 
기분 조절 동기 : 6, 8, 13 

 
기분 전형성 믿음 : 3, 5 

 
기분 수용 믿음 : 7, 11 

 
자기 효능성 신념 : 1, (2), 4, (9), 12 

 
에너지 고갈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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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 정서 조절 방략 체크리스트 (Emotion Regulation Checklist)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다음의 문항에 해당하는 정서조절 양식

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아래의 4점 척도에 따라    안에 표시해 주십시오. 

1 ─ 2 ─ 3 ─ 4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매우 자주  

사용한다 

 

  1. 기분을 나쁘게 한 상황이나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2. 가족이나 친구와 만난다. 

  3. 누군가 나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기를 바란다. 

  4. 다른 사람들과 나의 느낌에 관하여 이야기 한다. 

  5.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이나 조언을 구한다. 

  6. 관계없는 다른 일을 떠올리거나 다른 일에 집중한다. 

  7.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을 한다. 

  8. 상황을 개선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9. 상황(혹은 문제)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자 한다. 

  10. 막연히 “나아지겠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한다. 

  11. 왜 내가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되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2. 마음속에서 그 문제를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노력한다. 

   

 

 

능동적 양식 : 7, 8, 9, 11 

 
회피-분산 : 1, 6, 10, 12 

 
지지추구적 양식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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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활성화-비활성화 형용사 체크 리스트 (Activation-Deactivation Adjective 

Check List) 

 

아래 나오는 단어는 감정, 기분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

분이 느끼고 있는 감정 상태를 아래의 4점 척도에 따라    안에 표시해주세요. 가

능한 한 빠르게 답해주시고 한 번 표시한 것은 고치지 마세요. 

1 ─ 2 ─ 3 ─ 4 

전혀 아니다 
 

확실하지 않다 
 

어느 정도  

그렇다  

완전히  

그렇다 

 

활기찬      격앙된      나른한      신경이 곤두선      

평온한      침착한      두려운      조용한      

졸리운      피곤한      생기있는      기운찬      

초조한      원기왕성한      평화로운      긴장된      

정력적인      편안한      완전히 깨어있는      잠이 오는      

     

(R) 완전히 깨어있는 

    
활기참 : 활기찬, 생기있는, 기운찬, 원기왕성한, 정력적인 

피로함 : 나른한, 졸리운, 피곤한, (완전히 깨어있는), 잠이 오는 

평정감 : 평온한, 침착한, 조용한, 평화로운, 편안한 

긴장감 : 격앙된, 신경이 곤두선, 두려운, 초조한, 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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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 사람에 대한 호감 척도 (Liking People Scale) 

 

다음 질문들은 몇 가지에 대하여 당신의 느낌을 묻습니다. 사람은 모두 달라서 각

자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므로 옳거나 그른 답은 없습니다. 아래의 문항들을 읽고 그 

내용에 당신이 동의하는 정도를 다음의 예시에 따라    안에 적어주세요. 당신에

게 잘 맞지 않는 듯한 질문에도 전부 대답해주십시오. 

1 ─ 2 ─ 3 ─ 4 ─ 5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중간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사람들이 내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따금씩 그만 날 혼자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바랄 때가 있다.  

  2. 나는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매우 낮다. 

  3. 요즘 사람들의 단점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의존적이라는 것이다. 

  4. 나의 가장 행복했던 경험들은 다른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다.  

  5. 사람들은 나의 개인적 행복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6. 사람의 인격은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 가는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7.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살아도 행복할 것 같다. 

  8.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은 내게 중요하다. 

  9. 무슨 일이든지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걸 함께 하는 편을 선호한다. 

  10. 어떤 의문의 여지도 없이, 나는 사람을 좋아한다. 

  11. 사람의 인격은 홀로 있는 속에서 이루어진다. 

  12. 대체로, 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13. 가까운 친구들을 제외하고, 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14. 사람이 가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빼앗는 경향이 있다. 

  15. 사람들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R) 1, 2, 3, 5, 7, 11, 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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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 홀로 있음을 선호하고 즐김 척도 

 

아래의 문항들을 읽고 각 문항이 여러분과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 그 정도를 아래

의 7점 척도에 따라    안에 표시해 주십시오. 

1 ─ 2 ─ 3 ─ 4 ─ 5 ─ 6 ─ 7 

전혀 

그렇지 

않다 
 

많이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그렇다 
 

보통 

정도로 

그렇다 
 

조금 

그렇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1.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하루 종일 혼자서도 편하게 지낼 수 있다.  

  2. 
나는 사적인 질문에 답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것은 나의 사생활을 침해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3. 혼자서 오랫동안 산책하는 것을 좋아한다.  

  4. 나 혼자서 새로운 곳을 탐색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5. 다른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 

  6. 나는 혼자 있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나는 그저 그 시간을 즐긴다. 

  7. 
나는 혼자 있는 편을 선호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보다는  

홀로 있는 것을 더 즐긴다. 

  8. 나는 보통 무언가 일들을 혼자서 하는 것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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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4.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다음 문항들은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접하는 상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

항들을 잘 읽고,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바를 적절하게 나타내

었으면 ‘그렇다(1)’나 ‘아니다(0)’에 ○표 하여 주십시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

고 정확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아니다 

1. 익숙하지 않은 대인 관계 상황에서도 편안함을 느낀다. 1 0 

2. 사교적이어야 하는 자리는 피한다. 1 0 

3.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쉽게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다. 1 0 

4. 특별히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1 0 

5. 사교적인 모임에서 나는 자주 당황함을 느낀다. 1 0 

6. 사교적인 모임에서 대개는 편안함을 느낀다. 1 0 

7. 이성에게 말을 걸 때 대체로 마음이 편하다. 1 0 

8. 사람들과 잘 알지 못하면 그들에게 말을 거는 것을 피하려 한다. 1 0 

9. 새로운 사람과 만날 기회가 오면 자주 거기에 응한다. 1 0 

10. 
남녀가 같이 있는 일상적인 모임에서 자주 신경이 예민해지고 

긴장된다. 
1 0 

11.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대체로 신경이 예민해진다. 1 0 

12.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보통 편안함을 느낀다. 1 0 

13. 나는 자주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진다. 1 0 

14. 모르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보통 마음이 편치 않다. 1 0 

15.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대체로 편안함을 느낀다. 1 0 

16. 사람들에게 소개될 때면 나는 긴장하고 마음을 졸인다. 1 0 

17. 방에 낯선 사람들이 꽉 차 있을 때도 나는 거리낌없이 들어간다. 1 0 

18.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가가서 어울리는 것을 피한다. 1 0 

19. 윗사람들이 나와 이야기하기를 원하면 나는 기꺼이 이야기한다. 1 0 

20. 많은 사람들과 있으면 자주 마음이 불편해진다. 1 0 

21. 사람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1 0 

22. 파티나 친목회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1 0 

23.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좀처럼 편한 마음을 가지기가 힘들다.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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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교적인 약속을 피하려고 자주 핑계를 생각해낸다. 1 0 

25. 나는 때때로 사람들을 서로 소개시켜 주는 책임을 맡는다. 1 0 

26. 공식적인 사교상의 일은 피하려고 한다. 1 0 

27. 사교적인 약속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대개 지키는 편이다. 1 0 

28.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쉽게 편안해진다. 1 0 

    

 

 

(R) 1, 3, 4, 6, 7, 9, 12, 15, 17, 19, 22, 25, 27, 28   

    

 
*사교적 상황 회피 척도로 추려 쓴 문항 : 

  

 
2, (4), 8, (9), 13, (17), 18, (19), 21, (22), 24, (25),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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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5. 자기 의식 척도 (Self-Consciousness Scale) 

 

다음 문장들을 읽고 그 내용이 당신의 경우와 얼마나 흡사한지, 그 정도를 아래의 

5점 척도에 따라    안에 표시해 주십시오. 

1 ─ 2 ─ 3 ─ 4 ─ 5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중간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1.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려고 애쓴다. 

  2. 나는 일을 처리할 때 남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일지 그 모양새에 신경을 쓴다. 

  3. 대체로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질 못하다. 

  4. 새로운 상황에서 수줍음을 극복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5. 나는 자신에 대해 많이 돌아보고 살펴본다. 

  6. 나는 나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 

  7. 나는 자주 자신에 대해 공상을 한다. 

  8. 다른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면 일을 하기가 힘들다. 

  9. 나 자신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는 일이 결코 없다. 

  10. 나는 아주 쉽게 당황해한다. 

  11.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한다. 

  12.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13. 대체적으로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에 예민하다. 

  14.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심초사한다. 

  15. 나는 어떤 일을 할 때면 항상 그 동기가 무엇인지 검토해본다. 

  16.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할 때면 불안감을 느낀다. 

  17. 집을 나서기 전에 으레 거울을 본다. 

  18. 때때로 내가 제 삼자가 되어 나 자신을 관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9.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신경을 쓴다. 

  20. 나는 기분의 변화에 민감하다. 

  21. 나는 대체로 나 자신의 외모에 대해 의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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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 내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알고 있다. 

  23. 사람들이 많으면 나는 신경이 예민해진다. 

   

   

 
(R) 3, 9, 12 

   

 
사적 자기 의식 : 1, (3), 5, 7, (9), 13, 15, 18, 20, 22 

 
공적 자기 의식 : 2, 6, 11, 14, 17, 19, 21 

 
사회적 불안 : 4, 8, 10, (12), 1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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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6. 사회적 관계망 척도 (Social Network) 

 

원의 중앙에 「나」가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원①에 당신이 아주 가깝게 느끼며, 그래서 그 사람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 힘든 

사람이나 사람들의 이름을 써주십시오. 꼭 이름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표시하

셔도 됩니다. 이름 뒤에는 가족인지, 친척인지, 친구인지, 혹은 다르게 아는 사람인

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써주십시오. 예) 이○○(친구), 김△△(동생) 

  원②에는 원①만큼 가깝게 느끼지는 않지만 자신의 삶에서 여전히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써주십시오. 방법은 원①과 같습니다. 

  원③에는 원①, ②에서 언급할 만큼 아주 가깝거나 친하지는 않지만 당신과 대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앞의 원 ①, ②, ③에 들어가지 않고 당신과 친하거나 가깝지는 않지만 당

신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써주십시오. 

 

 

- 원① : 

 

 

- 원② : 

 

 

- 원③ : 

 

 

- 원 밖 : 

 

 

*원 척도의 지문과 용례는  

Antonucci와 Akiyama(1987), Antonucci, Akiyama와 Takahashi(2004)에서 참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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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7. 우선 목표 영역 척도 (Priority of Goal Domains) 

 

다음의 문항들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목표와 계획들입니다. 

지금의 당신에게 다음의 목표나 계획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여 그 정도를 아

래의 5점 척도에 따라     안에 표시해 주십시오. 

1 ─ 2 ─ 3 ─ 4 ─ 5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나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좋은 친구를 가지는 것 

  2.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지식이나 경험을 전하는 것 

  3. 내 감정을 통제하는 것 

  4. 이 세상에 나의 흔적을 남기는 것 

  5. 내가 하는 일에 인정을 받는 것 

  6. 나 자신과 내 감정을 잘 아는 것 

  7. 내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 

  8. 내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9. 다른 사람들이 삶의 목표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 

  10. 나를 신뢰해주는 친한 친구를 가지는 것 

  11.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는 것 

  12. 언제라도 비밀을 털어놓을 가까운 사람을 가지는 것 

   

   

 
사회적 수용 : 1, 10, 12 

 
정서 조절 : 3, 6, 7 

 
자율성 : 5, 8, 11  

 
생산성 : 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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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appy Introverts 

  with their emotional stability 
 

PARK, Jisoo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area of happiness and personality research, extraversion has had the 

spotlight as a key to happiness and it looks like extraverts are only happy people 

in the world. But there is a social bias and also a disregard of another important 

personality trait - emotional stability(ES, low neuroticism). In the present study, 

it is proposed that ES could be more important to happiness, especially in 

introverts, and the happiness of introverts should be considered in a distinct 

point of view from that of extraverts characterized by aroused positive affect 

and gregariousness. 

In study I-1, there were Happy Introverts(HI) as well as Happy 

Extraverts(HE). HI were characterized by ES and their low tendency to feel 

negative affect in both frequency and intensity. ES and the absence of negative 

affect were more related to the happiness of introverts. In study I-2, HI had high 

optimism, self-esteem, perceived feeling of control, and purpose in life and 

positive relationship with others. These variables showed strong correlation with 

ES in introverts. There was not an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HI and HE in 

stud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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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study II had a purpose to show that HI differed from HE in emotional and 

social domain and the happiness of introverts was not the same with that of 

extraverts. As the results, in emotional domain, HI had lower positive affect and 

mood level than HE, which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ut negative affect and 

mood variability strongly correlated with ES were not. Also HI showed less 

seeking-social support for emotion regulation and their desirable state in self-

regulation of mood was less aroused positive state than HE. In social domain, HI 

had lower social motive and higher preference for solitude than HE, which is 

reflected in their uneasiness in social situations and more social avoidance. HI 

also had smaller social network than HE, which was more focused on intimacy 

that could be the source of social support. These emotional and social 

distinguishing features were their own characteristics of introverts. Multiple 

regression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distinct predictor of happiness between 

introverts and extraverts showed similar result.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happiness of introverts is not the 

mirror image of that of extraverts. Introverts have their own happiness and are 

happy in their own way. And ES could be the major personality trait in the 

happiness.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e present study for happiness studies and the 

sugges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 happiness, introversion, neuroticism, emotional stability, 

happy introverts, optimal level of happiness 

Student Number : 2006-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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