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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유사한 개념으로 ‘행복감’, ‘삶

의 질’, ‘주관적 웰빙’ 등이 있다. 삶의 질은 크게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로 나뉘는데, 객관적 삶의 질이 

경제적 혹은 사회적인 지표에 초점을 맞춘 것인 반면에 

주관적 삶의 질은 개인이 주어진 삶의 상황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룬다. 주관적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고 부정적 정서를 적게 

경험하며 긍정적 정서를 많이 또는 자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관적 안녕감이나 행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G. Cha, 2001). 즉,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안

녕감이나 행복을 구성하거나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한국, 중국, 

일본의 삶의 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

았다. 이들 국가는 유교문화를 비롯해 역사적으로 공유하

는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서구적 근대화 과정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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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으며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동을 보인다는 유사점도 보인다(S. 

Shin & B. Park, 2016). 국가 간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연구들(예: J. F. Helliwell, R. Layard, & J. Sachs, 2015; 

OECD, 2014)은 이 세 국가는 소득수준에 비해 삶의 만

족도가 낮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초기 연구

들은 연령, 성별, 교육 및 소득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점차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연

구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G. Cha, 2001). 여러 요인

들 중에서 본 연구는 개인 가치관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가치관은 태도, 행동,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특정한 목표

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R. Fischer & D. Boer, 

2016)에서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라 가

정하였기 때문이다. 가치관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개인주의-전체주의 가치관 축을 이용하여 이루어지

고 있는데, 개인주의 가치관 성향이 높은 국가의 삶의 만

족도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개인의 삶의 

만족도 수준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 Diener & 

M. Diener, 2009; F. Karsi, 1997). 또한, 본 연구에서 측

정하는 가치관과는 차이가 있지만 일, 가족, 종교, 대인간 

신뢰와 같은 영역의 가치를 중요하게 평가할수록 개인의 

삶의 만족도 수준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 

Lange, 2010).

개인 혹은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공통의 가치는 학자

에 따라 다르게 구분된다. M. Rockeach.(1973)는 가치를 

궁극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로 나누었으며, R. Inglehart 

& C. Welzel.(2014)은 전통 대 세속과 생존 대 자기표현

을 두 축으로 하여 가치관을 구분하였다. 한국, 중국, 일

본은 유교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유사한 가치관을 공유

하리라 여겨지지만,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은 유교문

화권에 속한 국가들 중에서 세속적 가치관과 자기표현 가

치관의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한국은 전통적 가치

관과 생존의 가치관 수준이 가장 높으며, 중국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위치하지만 한국의 가치관에 더 근접한 특징

을 보인다(R. Inglehart & C. Welzel, 2014). 한국, 중국, 

일본의 가치관을 동시에 비교한 연구로 S. Shin and J. 

Lee(2015)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가족가치관을 분석한 

이들의 연구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한국이 가장 보수적

이고, 동거에 대한 가치관은 일본이 가장 개방적이며 이

혼에 대한 가치관에서는 중국인들이 가장 개방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S. H. Schwartz(2012)의 

가치구분은 세계의 모든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가치를 요약한 것으로 안전, 동조, 전통, 자율, 박애, 보편

주의 등의 10개 가치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중국, 일본

이 S. H. Schwartz(2012)의 각 가치에 대해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부여하는지를 밝힌 연구는 현재까지 미흡하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가족보다는 국가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K. Park & Y. Oh, 2011), 혈연지향

적인 가족주의가 강한 한국, 혈통보다는 가계계승에 중심

을 둔 생활공동체적 가족의 모습을 보이는 일본(J. Lee, 

2004)을 볼 때, 각 국가별로 중요도를 부여하는 가치관에

도 차이가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S. H. 

Schwartz(2012)의 가치구분을 적용하여 개인의 가치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

다. 암과 치매로 완화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S. 

H. Schwartz(2012)가치와 삶의 질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

(M. J. Fegg, M. Wasner, C. Neudert, & G. D. 

Borasio, 2005)를 유일한 예로 들 수 있는데, 연구자들은 

이들 환자들에게 박애, 자율, 보편주의 가치는 가장 중요

하다고 평가된 반면에 권력, 성취, 자극은 가장 덜 중요한 

가치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보수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안

전, 동조, 전통에 대한 중요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삶의 질

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초월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보편주의와 박애를 중요하게 여기는 환

자는 자아증심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권력, 성취, 쾌락주의

를 중요하게 여기는 환자에 비해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

다. 

S. H. Schwartz(2012)의 가치구분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있지 않지만, 삶의 목표(life goals)는 개인의 가치관

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에서 삶의 목표를 다룬 기존 연구

를 통해 개인의 가치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유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삶의 목표는 크게 외적인 목표

(extrinsic goals)와 내재적인 목표(intrinsic goals)로 나뉘

는데, 전자에는 부, 명예, 매력과 같은 목표가 해당되며(T. 

Kasser, 2002) 후자에는 개인적 성장, 원만한 대인관계, 

사회 헌신 등의 목표가 포함된다(R. M. Ryan & E. L. 

Deci, 2000). 내재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개인은 외적인 목

표를 추구하는 개인에 비해 웰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

고되고 있는데(T. Kasser & R. M. Ryan, 1996), 이를 통

해 내재적인 목표와 연결되는 자율, 박애, 보편주의와 같

은 가치들에 중요도를 부여하는 개인은 삶의 만족도 수준

도 높으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개인 가치관의 영향력

이 한국, 중국, 일본에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

였다.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개인의 가치관은 국가에 

따라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종교에 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개인 가치관의 영향력: 한국, 중국, 일본의 국가 비교를 중심으로 3

- 73 -

여하는 중요도가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고 가족에 부여하

는 중요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선진국에서만 

발견되었다(T. Lange, 2010).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

에서는 여성성이 높은 국가가 삶의 만족도가 높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남성성이 높은 국가가 삶의 만족

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W. Arrindell et 

al., 1997). S. H. Schwartz(2012)의 가치구분이 적용되지

는 않았지만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들은 한국, 중국, 일본

의 3개국은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서 차이가 있

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

러한 가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삶의 만족도 수준과 가치관의 중요도는 국가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2) 개인의 가치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국

가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Ⅱ. 선행연구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유사한 개념으로 ‘행복감’, ‘삶

의 질’, ‘안녕감’ 등이 있다. 삶의 질은 크게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로 나뉘는데, 객관적 삶의 질이 경제

적 혹은 사회적인 지표에 초점을 맞춘 것인 반면에 주관

적 삶의 질은 개인이 주어진 삶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고 있는지를 다룬다. 주관적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고 부정적 정서를 적게 경험하

며 긍정적 정서를 많이 또는 자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

는 것으로, 주관적 안녕감이나 행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K. Cha, 2001). 즉,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안녕감이

나 행복을 구성하거나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초기의 연구들은 교육수준, 나

이, 성별, 소득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인들이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

는 정도가 미비하다는 점에서(H. R. Myers & E. Diener, 

1995) 다른 개인적 설명변인을 찾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주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연구되었다(K. Cha, 2001). 

이들 연구는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아존중

감이 높고 낙관적이며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 또한,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또는 

주위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

며 신앙심이 있고 친구나 친지들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 Diener, E. M. Suh, R. E. 

Lucas, & H. E. Smith, 1999).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개인적 특성의 영향력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E. Diener and M. 

Diener(2009)는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사회의 개인주의 수준에 따라 상

관의 크기에는 차이가 다고 하였다. 또한, 금전적 만족도

는 경제적 발전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삶의 만족도와의 

상관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위의 연구들을 통해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개인이 

보이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을 유추하는 것

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나아가 개

인의 신념에 해당하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개

인의 가치에 대한 정의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개

인의 가치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기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개인의 가치관

가치는 태도, 행동,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특정한 목표

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R. Fischer & D. Boer, 2016). 

인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각 학자에 따라 

가치를 구분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R. Inglehart and C. Welzel(2014)은 비교문화의 측면

에서 가치를 나누었는데 이들은 전통 대 세속과 생존 대 

자기표현을 두 축으로 하여 가치를 구분하였다. 예를 들

어, 전통적인 가치는 종교나 부모-자녀 유대감 등을 강조

하는데, 전통적인 가치를 받아들이는 개인은 이혼, 낙태, 

안락사, 자살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며 전통적인 

가치가 높은 사회는 국가적 자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수주의적인 태도도 보인다. 생존 가치는 경제적 그리고 

물질적 안전을 강조하며, 생존 가치가 높은 사회는 자기

민족 중심적인 태도는 높은 반면에 신뢰와 관용 수준은 

낮은 특징을 보인다. M. Rockeach(1973)는 가치를 궁극

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로 나누었는데, 궁극적 가치는 존

재의 바람직한 최종상태(end-states)를 의미하며 개인이 

인생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보여준다. 예로는, 

진정한 우정, 성숙한 사랑, 자기 존중, 행복, 내적인 조화

가 해당된다. 도구적 가치는 궁극적 목표를 추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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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선호하는 행동방식으로 쾌활함, 야망, 사랑, 청결, 자

기통제 등이 해당된다.

본 연구는 S. H. Schwartz(2012)의 가치구분을 적용하

였는데, 그는 세계의 모든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10개의 가치를 요약하였으며 사회 혹은 개인에 따라 각 

가치는 중요도에서 위계적인 위치를 갖는다고 하였다. 아

래의 <Table 1>은 10개 가치에 대한 정의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WVS})에서 

각 가치가 어떠한 설문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는지를 제시

한 것이다. 

개별 문화는 각 문화의 구성원이 폭넓게 공유하는 가치

를 강조하며 개인의 가치는 문화적 가치와의 관계를 통해 

존재한다. 가치는 환경에 적응적인 심리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가치 구조, 가치의 우선순위, 가치

와 태도, 행동, 안녕감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개인별 그리

고 문화별 차이는 개인과 문화를 둘러싼 환경의 한계나 

자원을 보여준다(R. Fischer & D. Boer, 2016). 예를 들

어, 원하는 만큼의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제한적인 사회

에서 개인은 물질주의 가치를 중요하게 평가하게 된다.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연령이 높을수록 물

질주의적 가치를 높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경제적 불안

정을 청소년기에 경험할수록 평생에 걸쳐 물질주의적 가

치관을 보인다고 한다(R. Inglehart, 1997).

3. 개인의 가치관과 삶의 만족도

개인의 가치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가치조

사(WVS)를 분석한 T. Lange(2010)는 일, 가족, 종교, 대

인간 신뢰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개인의 삶의 만

족도도 높다고 하였다. 또한, 유럽가치조사(Europe Value 

Survey)를 분석한 Y. Georgellis and T. Lange(2012)는 

전통-세속의 가치구분을 적용하여 측정한 가치가 일과 가

정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는데, 전

통적인 가치 수준이 높은 개인은 전통적인 가치 수준이 낮

은 개인에 비해 일과 가정의 만족도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

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36개국을 대상으로 G. Hofstede 

(1980)의 가치차원과 주관적인 안녕감의 관계를 분석한 

W. A. Arrindell et al.(1997)는 개인주의 지향이 낮거나 

남성성 지향이나 불확실성 회피 지향이 높은 국가일수록 

주관적 안녕감 수준은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연구는 20여 년 전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는 점

에서 이 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세계화를 통해 변화했을 가

치관의 중요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보인다.

R. Inglehart and W. E. Baker(2000)는 사회의 경제발

전 수준이 그 사회의 문화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의 가치체계는 다르다고 설

가치 정의 세계가치조사 문항

안전
(security)

사회, 본인, 그리고 본인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의 안전, 조화, 그
리고 안정

“주변이 안전하여 위험이 없는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조
(conformity)

사회적 기대와 규범을 위반하고 타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 성향 및 충동의 억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정도를 걷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
(tradition)

전통문화와 또는 종교가 제시하는 관습 및 아이디어의 수락, 

공경, 그리고 이행
“전통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애
(benevolence)

가까운 사람들의 복지보존과 향상 “사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편주의
(universalism)

인류와 자연의 복지에 대한 바른 이해 및 인식, 포용, 보호 “자연보호가 중요하다”

자율 
(self-direction)

자립적인 사고 및 행위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자기방
법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극 
(stimulation)

흥분, 신기로움, 도전 “모험심과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쾌락주의 
(hedonism)

본인을 위한 즐거움과 감각적인 만족 “많은 시간을 갖고 자신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성취 
(achievement)

사회기준에 따라 드러나는 유능함을 통한 개인적 성공 “성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권력 
(power)

사회적 지위와 위신, 통제력, 또는 사람과 자원에 미치는 지배력
“부유하게 살고 돈이 많아 값비싼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Table 1. Types and definitions of values by Schwartz(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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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였다. 실제로 개인의 가치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

한 T. Lange(2010)의 연구는 가족에 대한 중요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선진국에서만 발견되었으며, 개발

도상국에서는 종교에 대한 중요도가 삶의 만족도를 설명한

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W. A. Arrindell et al.(1997)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소득수준이 낮

은 국가에서는 남성성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도 높았으

나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남성성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S. H. Schwartz(2012)가 개인의 가치를 측

정하기 위해 구분한 10개의 가치에 대한 중요도를 국가

별로 합하여 한국, 중국, 일본이라는 사회에서 각 가치가 

갖는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에 대해 S. H. 

Schwartz(1994)는 개인수준에서의 가치체계와 문화 혹은 

사회수준에서의 가치체계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개인의 가치는 사회, 국가, 문화

의 영향력을 받아 형성될 뿐 아니라(G. Hofstede, 1980) 

개인은 주변 사람들의 가치나 신념에 대해 인지하고 있

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관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이 평균

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

다는 점을 보여준다(H. R. Markus & S. Kitayama, 

1991).

S. H.Schwartz(2012)의 가치구분을 적용하여 개인 및 

사회의 가치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M. J. Fegg et al.(2005)는 암과 치매

로 완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S. H. 

Schwartz(2012) 가치구분을 적용하여 연구하였는데, 이들

에게 박애, 자율, 보편주의 가치는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

된 반면에 권력, 성취, 자극은 가장 덜 중요한 가치로 평

가되었다고 하였다. 보수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안전, 동

조, 전통에 대한 중요도를 높이 평가할수록 주관적 안녕

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초월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보편주의와 박애를 중요하게 여기는 환자는 자

아중심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권력, 성취, 쾌락주의를 중요

하게 여기는 환자에 비해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다.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로 S. Shin and J. Lee(2015)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한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

로 S. H. Schwartz(2012)의 가치구분이 아닌 가족가치관

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2012년에 수행

된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ISSP])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세 국가의 행복감

은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족

가치관을 결혼, 동거, 이혼 등에 대한 가치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한국이 가장 보수

적이었으며, 동거에 대한 가치관은 일본이 가장 개방적이

었고, 이혼에 대한 가치관에서는 중국인들이 가장 개방적 

태도를 보였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결혼에 대한 가치관

이 행복감을 설명하였으나, 일본의 경우 가족가치관은 행

복감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 H. Schwartz(2012)의 가치구분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있지 않지만, 삶의 목표(life goals)는 개인의 가치관

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에서 삶의 목표를 다룬 기존 연구

를 통해 개인의 가치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유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삶의 목표는 크게 외적인 목표

(extrinsic goals)와 내재적인 목표(intrinsic goals)로 나뉘

는데, 전자에는 부, 명예, 매력과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 평가를 중요시하는 목표가 해당되며(T. Kasser, 2002) 

후자에는 개인적 성장, 원만한 대인관계, 사회 헌신 등의 

목표가 포함된다(R. M. Ryan & E. L. Deci, 2000). 외적

인 목표를 추구하는 개인은 우울과 불안, 신체적 통증, 낮

은 사회적 기능과 같은 부정적인 특징을 보이는 반면에, 

내재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개인은 웰빙 수준이 높은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T. Kasser & R. M. Ryan 1996). 이는 

내적인 목표와 연결되는 자율, 박애, 보편주의와 같은 가

치들에 중요도를 부여하는 개인은 삶의 만족도 수준도 높

으리라는 점을 짐작 가능케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WVS])

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WVS는 사람들의 가치와 

신념의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정치적 영향력

을 조사한 자료로, 1981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6차에 걸

쳐 자료가 수집되어 공개되어 있다(http://www.worldva-

luessurvey.org/wvs.jsp)1). 6차 자료에는 57개국 85,070명

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6차 자료 중에서 한국, 중국, 

일본 응답자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에 투입된 변인 

중 결측치가 없는 대상자를 분석에 최종적으로 이용하였

으며, 중국 응답자 1,872명, 일본 응답자 1,546명, 한국 응

답자 1,134명이 분석 대상이었다.

1) WVS 참여 국가별로 자료 수집과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가 임명된다. 한국의 경우 2010년에 6차 자료
가 수집되었는데 1,200명을 할당표집하여 이 중 55.4%가 응답하였고 자료 수집은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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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변인

1) 종속변인: 삶의 만족도

WVS에서 삶의 만족도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최근에 당

신은 당신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되고 있다. 응답자는 “1: 매우 불만족함”에서 “10: 매

우 만족함” 중에서 자신의 만족도에 해당하는 숫자를 선택

하도록 되어 있다. 다수의 문항을 사용하면 타당도와 신뢰

도를 높일 수 있겠으나, WVS를 비롯하여 국제비교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World Database of Happiness 역

시 한 문항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한 문

항을 통해 측정된 삶의 만족도는 학문 연구에 널리 사용되

고 있다(예: S. Oishi, E. F. Diener, R. E. Lucas, & E. 

Suh, 1999) 

2) 독립변인: 개인의 가치

S. H. Schwartz(2012)의 이론은 가치유형을 10개로 구

분하고 있는데, 가치유형은 안전, 동조, 전통, 박애, 보편

주의, 자율, 자극, 쾌락주의, 성취, 권력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가치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S. H. Schwartz(2012)가 

고안한 방법 중에서 WVS는 가치묘사질문지(Portrait 

Values Questionnaires [PVQ])를 사용하고 있다. 원래의 

PVQ는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WVS는 가치유형별 

1문항씩 총 10문항으로 질문하고 있다. 각 가치에 대한 

설명과 각 가치에 해당하는 WVS의 설문문항은 위의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는 

“1: 나와 매우 비슷하다”에서 “6: 전혀 나와 다르다” 중

에서 자신에게 가장 부합한 숫자를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연구의 분석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가

치에 중요도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할 수 있

도록 리코딩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3) 통제변인

통제변인으로 기존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성별, 

연령, 소득수준, 학력(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여부), 배우자 

유무를 고려하였다. 소득수준의 경우, 실제 소득수준보다

는 소득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삶의 만족도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J. Koo & E. Suh, 2011)를 반영

하여 가구의 소득수준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을 분

석에 이용하였다. WVS는 응답자가 임금, 연금, 기타소득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자신의 가구가 1(가장 낮은 소득

수준 집단)에서부터 10(가장 높은 소득수준 집단) 중에서 

어떤 숫자에 해당하는 집단에 해당하는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3. 분석방법

한국, 중국, 일본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석절차를 거쳤다. 첫째, 

국가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기술분석하였으며 삶의 만족

도와 10개의 개인 가치관의 관계를 상관분석하였다. 둘째, 

국가별 개인 가치에 부여하는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

였다. 넷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개인 가치관의 영향력

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였

다. 이 모든 분석에는 Stata/SE 13.0을 이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WVS에 응답한 중국, 일본, 한국 응답자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성

별의 분포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은 일본 응답자의 

평균 연령이 중국이나 한국의 응답자보다 약 10세 많은 

China Japan Korea

M (S.D.) or 

N (%)

M (S.D.) or 

N (%)

M (S.D.) or 

N (%)

Gender (Male = 1)  930 (49.26)  834 (53.29)  568 (49.61)

Age 41.32 (14.85) 51.24 (15.02) 42.91 (14.84)

Income levels  4.41 ( 1.88)  4.14 ( 2.75)  5.02 ( 1.79)

Education level (Equal to or more than college degree = 1)  320 (16.95)  413 (26.39)  664 (57.99)

Marital status (Married = 1) 1,559 (82.57) 1,173 (74.95)  725 (63.32)

Table 2.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by 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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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 수준의 경우, 중국이나 일본

에 비해 한국의 응답자가 조금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학력의 경우, 한국 응답자가 중국이나 일본 응답자에 비

해 월등히 전문대졸 이상 학력을 보유한 인구의 비율이 

높았다. 배우자 유무의 경우, 중국, 일본, 한국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le 3>은 삶의 만족도와 각 가치와의 상관관계를 보

여준다. 삶의 만족도는 대부분의 가치관에 대한 중요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이루었으나, 권력, 쾌락주의, 동조에 

대한 중요도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성

취 가치관에 중요도를 부여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가치관은 다른 가치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성취 가치관은 다른 가치관과 유

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차이점을 보였다. 또한, 쾌락

주의 가치관에 대한 중요도는 전통 가치관에 대한 중요도

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른 가치관 

간의 관계와 차이를 보였다.

2. 국가별 삶의 만족도와 가치관의 차이

삶의 만족도와 가치관의 국가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ANOVA를 통해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life satisfaction(LS) and importance on each value

LS
1.

Self-direction

2.
Power

3.
Security

4.
Hedonism

5.
Benevolence

6.
Achievement

7.
Stimulation

8.
Conformity

9.
Universalism

10.
Tradition

1 0.10***  1

2 0.03 0.30***  1

3 0.08*** 0.19*** 0.31***   1

4 0.01 0.25*** 0.26*** 0.30***   1

5 0.14*** 0.33*** 0.30*** 0.34*** 0.13***   1

6 -0.05*** -0.39*** -0.43*** -0.33*** -0.31*** -0.48***   1

7 0.03* 0.44*** 0.28*** 0.13*** 0.38*** 0.29*** -0.49***   1

8 0.01 0.10*** 0.17*** 0.36*** 0.21*** 0.27*** -0.30*** 0.19***   1

9 0.11*** 0.29*** 0.14*** 0.34*** 0.11*** 0.49*** -0.32*** 0.24*** 0.36***   1

10 0.07*** 0.07*** 0.21*** 0.28*** 0.00 0.40*** -0.24*** 0.06*** 0.34*** 0.41***   1
*p < .05, ***p < .001

Table 4.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nd importance on each value by country 

China Japan Korea Comparison 

M (S.D.) M (S.D.) M (S.D.) F

Life 

satisfaction
6.92 (1.96) 6.95 (1.92) 6.64 (1.84)

10.27***

China, Japan> Korea

Self-

direction
3.64 (1.37) 3.37 (1.20) 3.69 (1.29)

25.65***

China, Korea > Japan

Power 3.58 (1.29) 2.10 (0.92) 2.62 (1.30)
700.42***

China > Korea > Japan

Security 4.32 (1.14) 3.62 (1.17) 4.26 (1.29)
170.83***

China, Korea > Japan

Hedonism 3.12 (1.27) 2.93 (1.12) 4.03 (1.36)
289.49***

Korea > China > Japan

Benevolence 4.35 (1.03) 3.16 (1.12) 3.67 (1.29)
481.03***

China > Korea> Japan

Achievement 3.91 (1.31) 2.83 (1.13) 4.01 (1.32)
415.28***

Korea, China > Japan

Stimulation 2.85 (1.33) 2.17 (0.99) 3.66 (1.37)
478.84***

Korea > China > Japan

Conformity 3.86 (1.27) 3.20 (1.10) 4.43 (1.20)
360.87***

Korea > China > Japan

Universalism 4.20 (1.13) 3.66 (1.05) 4.06 (1.25)
103.03***

China > Korea > Japan

Tradition 4.13 (1.30) 2.88 (1.20) 3.45 (1.38)
408.40***

China > Korea > Japan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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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별 유의한 차이여부를 검증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삶의 만족도를 비롯해 10개 가치관에서 

국가 간 차이가 유의하였는데, 삶의 만족도는 중국과 일

본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한국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는 중국과 일본 응답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 

대부분의 가치관에서 일본 응답자가 보이는 중요도는 한

국이나 중국 응답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국

가별 응답 성향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세 국가를 하나의 분석틀에 투입할 경우 

타당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

로 이후의 분석에서는 국가별로 나누어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가치관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3.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개인 가치관의 영향력

각 국가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동일하게 하였을 때, 

개별 가치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

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VIF는 1.47로 변인간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모든 변인을 투

입한 결과를 해석하였다. 중국의 경우, 모든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동일할 때 자율(B = 0.09, p < .05), 박애(B = 

0.20 p < .001), 보편주의(B = 0.15, p < .01) 가치관에 대

하여 중요도를 높이 평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일본 응답자는 박애(B = 0.18, p < .001)와 

전통(B = 0.10, p < .05) 가치관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

가할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았다. 한국 응답자는 자

율(B =0.15, p < .01) 가치관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

하거나 권력(B = -0.15, p < .01) 가치관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개인 가치관의 영향력

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영향력이 동북아시아 3개국인 

한국, 중국, 일본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세계가치조사(WVS)의 6차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개인 가치관은 S. H. Schwartz(2012)의 가치구분을 적용

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이에 따른 함의는 다

음과 같다.

첫째, 한국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가장 낮았으

며, 개인 가치관에 대해 부여되는 중요도 수준은 모든 가

치관에서 일본이 가장 낮았다. 한국 응답자의 삶의 만족

도 수준이 가장 낮은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자료를 

사용하여 한국, 중국, 일본의 행복감을 비교분석한 S. 

Shin and J. Lee(2015)의 연구결과와 동일한데 이 연구에

서도 한국인의 행복감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UN의 세계행복보고서(J. F. Helliwell, R. 

Layard, & J. Sachs, 2015)는 전체 158개국의 행복순위 

중에서 일본은 46위, 한국은 47위, 중국은 84위를 차지한

China Japan Korea

Value B (S.E.) B (S.E.) B (S.E.)

  Self-direction 0.09 (0.04)* 0.07 (0.05) 0.15 (0.05)** 

  Power -0.08 (0.04) 0.05 (0.06) -0.15 (0.04)** 

  Security 0.04 (0.05) 0.07 (0.04) 0.03 (0.05) 

  Hedonism -0.01 (0.04) 0.00 (0.05) -0.03 (0.05) 

  Benevolence 0.20 (0.05)*** 0.18 (0.05)*** 0.08 (0.05) 

  Achievement 0.01 (0.04) 0.08 (0.05) 0.04 (0.05) 

  Stimulation 0.07 (0.04) -0.02 (0.05) 0.06 (0.05) 

  Conformity -0.06 (0.04) -0.06 (0.05) 0.06 (0.05) 

  Universalism 0.15 (0.05)** 0.03 (0.05) 0.03 (0.05) 

  Tradition 0.02 (0.04) 0.10 (0.04)* 0.01 (0.04)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Male -0.16 (0.09) -0.43 (0.10)*** -0.45 (0.11)*** 

  Age 0.01 (0.00) 0.00 (0.00) -0.01 (0.00) 

  Income levels 0.20 (0.02)*** 0.13 (0.02)*** 0.30 (0.03)*** 

  College degree 0.16 (0.13) 0.14 (0.11) 0.08 (0.13) 

  Married 0.14 (0.12) 0.89 (0.11)*** 0.20 (0.12) 

Constant 3.93 (0.43)*** 4.16 (0.46)*** 4.18 (0.47)*** 

N 1,872 1,546 1,134

F  13.58*** 15.31*** 11.98***

R-square  0.10 0.13 0.14
*p < .05, **p < .01, ***p < .001

Table 5. Effects of importance on each value on the levels of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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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여서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측정

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ISSP는 

WVS와 유사하게 단일문항으로 행복감을 측정한 반면에 

UN의 세계행복보고서는 삶의 만족도, 긍정적 감정, 부정

적 감정의 문항으로 행복감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 응답자는 모든 가치관에 대해 부여하는 중

요도가 한국이나 중국 응답자에 비해 낮았는데, 이는 일

본 응답자의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집단주

의적 성향이 강한 국가에서는 설문문항의 내용과 관계없

이 극단의 응답범주를 피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예: C. Chen, S.-Y, Lee, & H. W. Stevenson, 1995), 일

본 응답자는 모든 가치관에 대해 중앙에 위치한 범주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인 것일 수 있다. 모든 가치관에 

대한 중요도가 일본 응답자에게서 낮게 나타난 결과는 삶

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치관의 영향력을 국가별로 비교

하는데 있어 국가별로 분리된 세 개의 모형을 통해 분석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의 분석모형에 세 개 국

가를 투입하여 영향력을 분석할 경우, 일본 응답자의 응

답특성으로 인해서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

문이다.

둘째, 한국과 중국 응답자는 자율 가치관에 대한 중요

도를 높이 부여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본 연구에

서 한국과 중국 응답자가 자기표현 가치관에 부여한 중요

도는 평균적으로 높지는 않았으나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들

이 평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과 개인의 삶의 만

족도를 설명하는 가치관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

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과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치관의 불일치는 암과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M. J. 

Fegg et al.(2005)의 연구에서도 발견되는데, 환자들은 박

애, 자율, 보편주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지만 이들

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전, 동조, 전통

의 가치관이었다. 

서구의 암과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보수

적인 가치관이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자율 가치관이 한국과 중국 응답자의 삶의 만

족도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 대상자의 연령차

이를 통해 설명이 가능한데, M. J. Fegg et al.(2005)의 

연구 대상자인 암과 치매환자의 평균연령은 WVS에 참여

하였던 대상의 평균연령인 약 40세를 상회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인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

고 주변의 가치관과 자신의 가치관 사이의 불일치가 적을

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기존 연구(예: C. Ratzlaff, D. 

Matsumoto, N. Kouznetsova, J. Raroque, & R. Ray, 

2000)를 통해 평균연령이 높은 연구 대상자들의 보수적인 

가치관이 삶의 만족도와 정적 관계를 보였던 이유를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율 가치관이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결과는 일

본 응답자에게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한

국, 중국, 일본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통해 설명가능하다. 

자본과 노동이 아닌 창의력과 상상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산업의 변화를 보았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자기방법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문항으로 측정된 자율 가치관은 세 국가의 창업에 

대한 태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2012)는 중국은 창업에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일본

은 모험회피적인 경향을 보이고 한국은 이 두 국가의 중간

지점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도전정신이 높은 사회에서 자

율 가치관을 추구하는 개인은 자율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삶

의 만족도가 높으리라 추론할 수 있다.

셋째, 중국과 일본 응답자는 박애 가치관에 대한 중요

도를 높이 부여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박애 가치

관은 “사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는데, 한국 응답자에게서는 박애 가치

관에 대한 중요도가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혈연지향적인 가족의 논리에 익숙한 한국 

응답자에게 가족의 경계를 넘어선 사회에 대한 관심이 상

대적으로 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가족보다는 국가가 우위를 점

하고 있으며(K. Park & Y. Oh, 2011), 일본은 혈통보다

는 가계계승에 중점을 둔 생활공동체적 가족의 모습을 보

이고 있기 때문이다(J. Lee, 2004).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

회에서 지향하는 바와 일치하는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

는 개인은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C. Ratzlaff et al., 

2000)을 고려할 때 가족의 범위를 넓게 보는 중국과 일본

의 응답자는 한국의 응답자에 비해 박애 가치관을 중요하

게 평가할 때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중국 응답자는 보편주의 가치관에 대한 중요도를 

높이 평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일본 응답자는 

전통 가치관에 대한 중요도를 높이 평가할수록 삶의 만족

도가 높았다. 한편, 한국 응답자는 권력 가치관에 대한 중

요도를 높이 평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보편주의 

가치관은 내재적 삶의 목표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응답자의 경우 보편주의 가치관과 삶의 만족도

가 정적 관계를 보였다는 본 연구결과는 내재적 삶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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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웰빙 수준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는 기존 연구(예: T. 

Kasser & R. M. Ryan, 1996)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 응답자의 경우 전통 가치관과 삶의 

만족도가 정적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전통과 같은 보수

적인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는 암과 치매환자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M. J. Fegg et al.(2005)의 연구와 부분

적으로 일치한다.

보편주의나 전통 가치관에 부여하는 중요도가 한국 응

답자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은 급격히 변

동하는 사회에서 이들 가치관이 한국에서는 영향력을 발

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일

본에 비해 경제발전이나 민주주의 발전이 압축적으로 진

행되었으나 중국의 사회주의와 같은 구심축 역시 작동하

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혈연지향적인 가족의 

논리를 따르는 한국에서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점

(WHO, 2014)은 사회 구성원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

다. 한편, 한국 응답자는 권력 가치관(“부유하게 살고 돈

이 많아 값비싼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로 

측정)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물질주의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좌절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의 흙수저, 금수저 논란은 이러한 좌절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며, 한국은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점유율

이 45%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나라(S. Jain-Chandra, 

T. Kinda, K. Kochhar, S. Piao, & J. Schauer, 2016)라

는 점에서 권력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은 삶의 

만족도가 낮을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에 위치한 한국, 중국, 일본의 세 

국가를 대상으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측정한 S. H. 

Schwartz(2012)의 가치구분을 적용하여 각 가치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국가별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동일한 

가치관이 각 국가의 삶의 만족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거시적인 차원(예: 사회

정책)이나 미시적인 차원(예: 교육 및 사회서비스적 접근)

에서 각 국가가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취해야 할 접근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편, 본 연구는 가치관의 측정이 기존 연구와 동일하지 않

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S. H. Schwartz(2012)의 가치

구분을 측정하는 원래의 척도는 여러 개의 항목이 하나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WVS는 각 가치를 

하나의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

류와 자연의 복지에 대한 바른 이해 및 인식, 포용, 보호

를 의미하는 보편주의 가치관은 “자연보호가 중요하다”라

는 문항으로 측정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WVS 자료에

서 수집된 S. H. Schwartz(2012) 가치구분을 분석한 연구 

외에는 결과를 비교할 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한,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치(예: 개인주의, 동

성애에 대한 가치판단, 일에 부여하는 가치)는 WVS에서 

수집하고 있는 개인적 가치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치’

라는 용어의 사용만으로 연구들을 일직선상에서 비교분석

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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