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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학생들이 삶의 의미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범 하게 악하고자 시도 되었다. 연구 상자
는 강원도와 경기도에 소재하는 4개 학교에서 1, 2, 3, 4학년 학생을 상으로  2015년 3월 부터 6월까지 학생이 인식하
는 삶의 의미에 한 내용을 알아보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청소년 후기에 해당되는 학생의 삶의 의미에 한 면담
자료를 내용분석법의 차에 따라 삶의 의미의 정의, 삶의 의미의 요성, 삶을 의미를 한 노력, 삶의 의미를 느낄 때, 삶의 
의미를 느끼기 한 방법에 해 분석함에 따라 의미 있는 102개의 진술문과 30개의 범주로 도출 되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삶을 보다 정 으로 바라 으로써 삶의 의미를 향상시키고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 된

다. 한 삶을 살아가면서 기상황에 히 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므로 학생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지 

로그램을 체계 으로 개발하는데 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학생의 신체 , 정신 , 사회 으로 건강

한 학생활을 응 할 수 있도록 다각 인 간호 재 기  자료를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way university students appreciate the meaning of life. The 
subjects were 1, 2, 3, and 4 grade students from four universities located in Gyeonggido and Gangwondo Provinces;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research project conducted from March to June 2015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how university students appreciate the meaning of life. The data, gathered from interviews with a number of university
students, who are at the last stage of adolescence, were classified into 102 statements and 30 categories through a 
series of content analyses of certain subjects, such as the definition and importance of the meaning of life, the 
endeavor to make life meaningful, the moments they feel the meaning of life, and the methods they adopt to feel
the meaning of life. We analyzed the ways in which university students appreciate the meaning of life. We hope this 
study will provide a small guide for them so that the meaning of their lives can be enriched and their feeling of
well-being enhanc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ppropriate measures for college students to deal with
crises in their life and, thu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n important material for the systematic 
development of support programs for college students. Finally, this study will provide the basis for multifaceted 
interventions designed to improve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and help them to adapt to colleg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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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도의 산업화과정으로 인해 황

만능주의 팽배와 생명 경시풍조가 심화되었다[1], 
한 질서 의식의 붕괴로 도덕  권 가 상실되었으며, 충
동  소비문화가 범람하는 등 사회  병리 상이 만연

되고, 이에 따라 재의 학생들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다[1]. 한 이러한 

향은 학생의 비행, 인터넷 독, 흡연, 음주 등 심각
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으며 성 조 비 , 뿐만 이나라 
자살 한 증가 추세에 있다[2].
최근 들어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1 로 

매우 심각한 수 이다[1]. 특히 그 에서도 학생들의 
자살율은 증하고 있어[3], 학생의 삶에 한 의미를 

재 고려할 시 이라 여겨진다.
학 시기는 사춘기에서 성인기로 어드는 이행기로

서 심리 , 신체 , 사회 으로 격한 변화를 겪게 되어 

다른 인생주기에 비해 내부 , 외부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이다[1].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나 삶의 의미는 요
하지만 학 시기에는 자아정체감 정립과 자기 삶의 방

향 설정을 해 더욱 비 을 두어야 한다[4]. 
정신건강의 주요 요소  하나인 삶의 의미 개념은 다

양한 연구 분야에서 요하게 다 지고 있는데, 이는 바
람직한 삶 혹은 좋은 삶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써 인간

의 안녕감이나 정신건강의 지표일 뿐 아니라 심리 , 신
체  스트 스 등으로부터 응을 설명하는데 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5]. 삶의 의미 추구는 인생 주기의 
어느 단계에서나 요한 문제이지만, 의 속한 사

회 변화, 부모의 맞벌이로 인한 자녀와의 화 부족, 
격한 신체 ·심리  변화로 인한 불안정성, 소자녀로 인
한 부모의 과잉보호  자녀에 한 기 와 요구로 자신

의 동기와 만족을 추구하는 삶보다는 치열한 경쟁 사회

에 노출되어 학업에 한 과도한 압박감과 성공만을 

해 노력하고 있다[6].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우리
나라 학생의 삶의 의미 문제는 요하게 다 져야 할 

주요 문제이다.
삶의 의미 수 에 따라 자신의 유능성과 요성  자

신의 존재 가치에 한 생각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므로 

청소년 후기에 있는 학생들의 삶의 의미를 갖게 해 

다면 자신의 존재 가치에 해 정 으로 생각할 수 있

을 것이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단하게 되면 개
인의 삶을 바람직하게 이끌어 가는 내 인 힘이 높아지

며, 응력이 높아지고 보람 있는 삶을 하게 된다

[7]. 따라서 인생의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 후기 학생의 
자아정체성 확립과 삶의 의미 추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사회에서 추 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

록 이들을 한 정신건강 간호 재가 필요하며, 올바른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

록 삶의 의미 련 요인들을 통합  차원에서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 인 삶의 의미 추구를 한 간호

재 로그램을 구성하고 용할 수 있는 이론  기 연

구가 매우 필요하다[8]. 삶의 의미에 한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이나 성인을 상으로 삶의 의
미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련된 연구들이 확인되어지

고 있다[9,10]. 한 학생의 삶의 의미에 향요인과 

련된 연구들도 확인되어 지고 있다[11,12]. 그러나 
학생의 삶의 의미를 실증 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한 

편으로 본 연구는 학생이 경험하는 삶의 의미를 이해

하고, 그들의 신체 , 정신 , 사회 으로 건강한 학생

활을 응 할 수 있도록 다각 인 간호 재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 은 학생이 인식하는 삶의 의미를 구

체 으로 악하여 건강한 학생활을 보내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함이다. 구체  목 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 인식하는 삶의 의미를 악한다.
2) 학생이 인식하는 삶의 의미 요성을 악한다.
3) 학생이 삶을 소 히 지키기 한 방법을 악한다.
4) 학생이 삶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느끼

는 시기를 악한다.
5) 학생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악한다.
 

2. 본 론

2.1 연구 방법

2.1.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교 1, 2, 3, 4학년 학생이 인식하는 삶
의 의미에 한 내용을 알아보기 한 서술  조사연구

(descriptive stud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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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연구대상 및 수집절차

본 연구 상은 강원도와 경기도에 소재하는 4개 학
교에서 1, 2, 3, 4학년 학생 300명을 상으로 하 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 체 300명의 상자 에서 
락된 자료는 제외하고 총 282명의 자료를 분석 자료
로 사용하 는데, 이는 신뢰도 96%, 오차한계 ±2.63%로 
할 때 필요한 표본의 수에 해당되므로 하다고 단

된다[13].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3월 30일부터 

2015년 6월 10일까지 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선정된 

학의 학부장  학과장의 허락을 받고 연구 참여에 동의

한 학생에게 연구의 목 을 설명한 후 면담을 시행하

다. 면담은 상자 1인당 1회로 이루어졌고, 상자가 

편안한 장소,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는 면담실에서 이루
어졌다.   설문지는 상자에게 나 어 주고 개방형 질문

에 한 답은 면담자가 게 하 는데 서술 내용의 양에 

해서는 자유롭게 하 다. 질문지 작성과 련하여 궁
한 에 해서는 질문하도록 하 으며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5분 정도 다.

2.1.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상인 학교 1, 2, 3, 4학년 학생의 삶의 
의미에 한 인식을 악하기 해 연구자가 선행연구와 

문헌을 참고로 하여 5개의 개방식 질문을 사용하 다. 
이는 “삶의 의미란?”, “삶이 소 하다는 인식하는 이유

는 무엇인가요?”, “삶을 소 하게 지키기 해 할 수 있

는 일은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의미를 느끼는 경우는 
어느 때 입니까?”, “의미 있는 삶을 해 해야 하는 방법
은 무엇입니까?” 이었다[1],[3-6][9-12].
본 도구의 타당도는 3회에 걸쳐 간호학 교수 3인과 

정신과 의사 1인, 국문학과 교수 1인을 통해 검증받았다.

2.1.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학생 1, 2, 3, 4학년 학생이 인식하는 삶
의 의미에 한 내용을 탐구하는데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분석 방법(content analysis)을 사용하 다. 
내용분석 방법이란 내용을 분석하는 자체가 목 으로, 
내용을 기술하고 규칙 자체가 내용을 체계 으로 범주화

하며 기록된 정보의 내용을 조사하기 해 고안된 체계
, 객 인 방법[14] 으로 정의되고 있어 본 연구방법
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2.1.5 범주의 분석 및 자료의 코딩

연구자 4인은 내용분석 차에 따라 수집된 자료에서 
연구목 을 하게 반 하는 내용을 표시하고 그 내용

을 반복 으로 읽으면서 연구자 간에 검토한 내용을 통

해 의논하여 범주를 추출하 다.
상자들은 각 문항에 해 여러 복응답을 제시하

으며, 상자들이 기록한 내용은 같은 의미와 비슷한 

표 을 같은 범주로 구분하 는데, 각 범주는 각각의 질
문에 한 상자의 원 자료를 삶의 의미에 한 문헌과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분류하 다. 제시되는 문항은 
빈도수와 백분율로 분석하 으며, 면담 내의 진술문을 
반복하여 읽는 과정에서 설정된 역과 련된 의미 있

는 구문과 문장을 선정하 다. 한 문장의 구분은 유사
한 내용을 모아 범주화하 다.   범주화하는 과정에서는 
연구자 4인을 포함한 간호학과 교수 2인이 함께 범주에 
한 생각을 토의하 고, 비슷한 범주에 속하는 구문과 
문장끼리 서로 비교하고 새로운 범주를 창출하여 최종

으로 범주화하 다.

2.1.6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내용분석방법에서 내용을 범

주화하는 데 한 코더들 간의 일치도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 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해서는 각 문항에 

한 질문지를 20개씩 선택하여 일치도 조사를 실시하
으며 실제 불일치를 보인 부분에 해서는 표시해 두었

다가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분류하

다[14].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내용분석방법에서 연구
자들이 연구내용을 동일 주제로 집계하고 분석자들 간의 

일치도를 측정하는 Holsti 방법에 의해 3인의 연구자가 
계산하 는데, 5개의 질문에 해서 모두 신뢰도를 실시
하 다[14]. 내용분석에서 Holsti 공식을 이용할 경우, 
신뢰도 계수는 약 90%면 당하다고 보는데, 본 연구에
서의 5개 내용에 한 신뢰도는 평균 92%로 높은 일치
도를 보 다[15]. 
내용분석법에서의 타당도는 추출된 범주들을 원래의 

자료에서 확인하고, 이론과 연 시키므로, 안면 타당도
와 내용타당도를 사용하게 된다[15]. 이에 따라 본 연구
의 최종 범주에 한 타당성은 학계 동료들로부터 요

성이 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15], 본 연구에서는 분류
된 범주화에 한 타당도 검증은 질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3인과 국문한 교수 1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학생이 인식하는 삶의 의미에 대한 내용분석

163

내용분석에서 요한 부분인 분석 범주에 한 타당도 

검증을 해 해당 문가 4인의 검증을 거쳤으며 내용 
타당도 계수에서 4인 모두80% 이상의 수를 부여하 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상자는 총 282명으로 보건계열에 재학 인 

학생이 121명(42.9%), 인문계열 91명(32.2%), 자연계열
이 70명(24.8%)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150명(53.1%), 
여성이 132명(46.8%)이었다. 연령은 20-25세는 149명
(52.8%), 26-30세는 133명(47.1%)으로 나타났으며, 종
교 유무에 해서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160명
(56.7%),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122명(43.2%)
로 확인되었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191명(67.7%)로 
부분을 차지하 으며 확 가족이 91명(32.2%)으로 나
타났다. 삶의 의미에 한 생각을 생각해본 이 있는 경
우는 250명(88.6%)으로 확인되어졌고, 삶의 의미에 
한 지식을 얻은 경로는 매체가 75명(26.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친구들을 통해서는 69명(24.4%), 학교
에서가 53명(18.7%), 부모를 통해서는 46명(16.3%), 형
제․자매를 통해서는 39명(13.8%)으로 나타났다[Table 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ffiliation
Allied health 121(42.9%)
Art and humanity 91(32.2%)
Natural science 70(24.8%)

Sex Male 150(53.1%)
Female 132(46.8%)

Age 20-25 149(52.8%)
26-30 133(47.1%)

Religion Yes 160(56.7%)
No 122(43.2%)

Family type Nuclear family 191(67.7%)
Extended family  91(32.2%)

Meaning of life Yes 250(88.6%)
No 32(11.3%)

Where to get 
the knowledge about 
the meaning of life

School 53(18.7%)
Parents 46(16.3%)
Brothers and Sisters  39(13.8%)
Friends 69(24.4%)
Mass media 75(26.5%)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82)

3.2 삶의 의미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내용

학생이 인식하는 삶의 의미에 한 인식에 한 면

담자료를 삶의 의미의 정의, 삶의 의미의 요성, 삶을 
의미를 한 노력, 삶의 의미를 느낄 때, 삶의 의미를 느
끼기 한 방법의 5가지 역으로 확인하 으며, 분석한 
결과 총 102개의 의미 있는 진술문과 30개의 범주로 구
분 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진술문은 복응답
에 해당되며 구체 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2.1 삶의 의미의 정의  

본 연구 상자가 인식하는 삶의 의미는 다음의 5개
의 범주, 총 18개의 진술문을 도출하 으며 분석된 범주

는 [행복], [꿈 실 ], [후회 없는 삶], [소 함]으로 나타
났다[Table 2]. 연구 상자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의 

답  [행복]의 개념은 ‘행복하게 사는 것’,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것’, ‘살아가는 이유, 
희망, 기쁨이 되는 것들’,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 행복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33.6%(95개)로 가장 많
았다. 그 다음으로 [꿈 실 ]의 개념은 ‘태어난 의미·목
을 발견’, ‘육체 ·정신 으로 고조되는 것을 이루고자 

필요함’, ‘열정을 가지고 꿈을 실 하는 것’, ‘하고 싶은 
일, 의미 있는 일, 만족할 만한 일을 하는 것’, ‘자신이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등을 끊임없이 
찾는 것’, ‘열심히 돈 벌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으
로 생각하는 경우가 28.7%(81개)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
로 [후회 없는 삶]의 개념은 ‘후회를 남기지 않기 해 
열심히 사는 것’, 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20.9%(59개)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소 함]의 개념은 ‘(삶이) 인생
에 한번 뿐인 기회이기 때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몫까지 사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 ‘부모님이 낳아주신 
소 한 선물’, 으로 생각 하는 경우가 14.8%(42개)로 가
장 었다. 무응답은 1.77%[5개]로 나타났다. 

3.2.2. 삶의 소중함에 대한 의미 

본 연구 상자가 인식하는 삶이 소 하다고 인식하

는 이유는 다음의 10개의 범주 총 28개의 진술문을 도출
하 으며 분석된 범주는 [후회 하고 싶지 않은 삶], [고
귀한 생명], [배움과 경험], [소 한 사람들과의 계], 
[목표를 인식 할 때], [ 정 인 생각], [노력하기], [건강
한 삶], [자기개발]으로 나타났다[Table 3].
연구 상자  삶이 소 하다는 인식하는 이유는 무

엇인가의 답  [후회 하고 싶지 않은 삶]의 개념은 
‘후회하고 싶지 않은 삶이기 때문, ‘죽으면 그만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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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ignificant statements n %

Happiness

A life lived just happily.
A life full of convenience, pleasure, happiness and meaning.
The things for which we live, and from which we derive our       hope and pleasure. 
Being happy in doing what we want to do.

95 33.6

Making our 
dreams come true

To find out the reason and meaning for being born.
To endeavor to encourage ourselves physically and spiritually.
To make our dreams come true in eagerness. 
The things we want to do, and we give some meanings.
To do things which make ourselves satisfied.
To live a life with one's own goal.
To try incessantly to find out how to live, what to do, what we want to do.
To work hard and get enough money with which we can do what we want.

81 28.7

A life without 
regret To live an arduous life in all aspects in order not to be sorry to ourselves later. 59 20.9

 The preciousness 
of our lives. 

Because we live just one time.  
Because in addition to our own, we should live others' lives who are not lucky enough to live long 
as they would wish. 
Because it is a precious present given by parents.

42 14.8

Don't now Don't know well. 5 1.77

Table 2. What do you think is the meaning of life?                                               (n=282)

문에’,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이기에 삶의 
본질을 찾고자 노력해야 함’, ‘어느 구에게나 단 한번 
주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소 히 생각해야 하므로’,로 
생각 하는 경우가 38.2%(108개)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으로 [고귀한 생명]의 개념은 ‘고귀한 생명이기 때문’, 
‘생명과 연 되어 있기 때문’,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불 듯 느낄 때’,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에 
해 내 자신을 소 히 여겨야 하기 때문에’, 로 생각 하
는 경우가 11.7%(33개)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배움
과 경험]의 개념은 ‘무언가를 볼 때, 만질 때, 읽고, 쓰고, 
소통하며, 들을 수 있기 때문’, ‘하루하루 내가 행동하는 
것에 따라 값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 생
각 하는 경우가 9.57%(27개)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소 한 사람들과의 계]의 개념은 ‘주변사람들과의 
계 요’,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족이나 친구
에게 행복’, ‘나에게 소 한 사람들’, 으로 생각 하는 경
우가 7.8%(22개)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목표를 인식
할 때]의 개념은 ‘좌 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삶’, ‘할 수 있는 것에 노력할 때’, ‘목표를 
갖고 해야 할 일을 해나갈 때’, ‘목표를 가지고 살기, 몸
에 해로운 거 하지 않기’, 로 생각하는 경우가 6.73%(19
개)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 정 인 생각]의 개념은 
‘ 정  삶의 태도’, ‘나 자신을 사랑하며 정 으로 생

각하기’, 으로 생각 하는 경우가 4.96%(14개)로 나타났
다. 그 다음으로 [노력하기]의 개념은 ‘최선을 다하고 열
심히 사는 것’, ‘ 재에 충실하기’, ‘쉽게 포기하지 않기’, 

‘자신과 부모님이 좋아하게 열심히 사는 것’,으로 생각 
하는 경우가 3.54%(10개)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건
강한 삶]의 개념은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 ‘내 몸을 소 히 여긴다’, 로 생각 하는 경우가 
2.48%(7개)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자기개발]의 개념
은 ‘나 자신의 삶을 발 시키기 해 노력하는 일들’, 
‘끊임없는 자기 발 ·계발’,로 생각 하는 경우가 2.12%(6
개)로 가장 었다. 무응답은 0.7%(2개)이다.

3.2.3 삶을 소중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 

본 연구 상자가 인식하는 삶을 소 하게 지키기 

해 할 수 있는 일에 한 인식은 다음 이유 다음 4개의 
범주 총 14개의 진술문을 도출하 으며 분석된 범주는 

[후회 없는 삶], [행복 지키기], [나 알아가기] 으로 나타
났다[Table 4]. 
연구 상자  삶을 소 하게 지키기 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의 답  [후회 없는 삶]의 개념은 
‘후회를 남기지 않기 해 열심히 사는 것’, ‘(삶이) 인생
에 한번 뿐인 기회이기 때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몫까지 사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 ‘소 한 의미’, ‘부
모님이 낳아주신 소 한 선물’, 로 생각 하는 경우가 
51.4%(146개)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행복 지키
기]의 개념은 ‘삶이란 행복하게 살기 해 부단히 노력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 행복을 얻는 것’, ‘재 게 살아가는 

것’, 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47.8%(135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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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ignificant statements n %

Life as only one 
chance

Because we want to live a life with no regret.
Because it's all up with the death. 
As we are doomed to die, we should try hard to find out the essence of our lives. 
As life is an opportunity given to anyone just one time, we have to cherish it.

108 38.2

Precious life

Because life is precious as it is.
Because life is precious in itself. 
When we get sudden recognition of our own breath. 
Having been born and raised by parents, we should take good care of ourselves.

33 11.7

Learning and 
Experience

Because they can make us able to see, hear, touch, read, write, and communicate with something in 
right way. 
What we do and how we do decide the amount and quality of our experience.  

27 9.57

The relationship 
with precious 

people

The importance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around us.
In itself, the fact that we are living brings happiness to our family and friends. 
The people who have every meaning to me.

22 7.8

The moment we 
recognize the 

goal of our life

When we make efforts to live a meaningful life in order not to be frustrated.  
When we make efforts to do what we can do. 
When we are doing things with a clear awareness of our own goal.

19 6.73

To think in 
positive way

When we are equipped with positive attitudes.
To think in positive way while loving ourselves. 14 4.96

To make efforts

To live an arduous life doing our best.
To commit ourselves to the very moment we are at. 
Not to give up easily.
To live an arduous life in order to satisfy ourselves and our parents. 

10 3.54

Healthy life What we should do to develop our own lives.
Incessant self enhancement and development. 7 2.48

Self-development What we should do to develop our own lives.
Incessant self enhancement and development. 6 2.12

Don't now Don't know well. 2 0.7

Table 3. What do you think is the reason our lives should be appreciated precious?                  (n=282)

그 다음으로 [나 알아가기]의 개념은 ‘태어난 의미·목
을 발견’, ‘육체 ·정신 으로 고조되는 것을 이루고자 

필요함’, ‘열정을 가지고 꿈을 실 하는 것’, ‘하고 싶은 
일, 의미 있는 일, 만족할 만한 일을 하는 것’, ‘자신이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 으로 생각하는 경우 가 
33.6%(95개)로 가장 게 나타났다. 무응답은 5.31%(15
개)이었다.

3.2.4 살아가는 의미를 느끼는 경우

본 연구 상자가 인식하는 살아가는 의미를 느끼는 

경우에 한 인식은 다음 6개의 범주 총 24개의 진술문을 
도출하 으며 분석된 범주는 [사람들과 공감], [동감], 
[가족의 소 함], [꿈의 실], [배려하는 삶] 으로 나타
났다[Table 5].
연구 상자  살아가는 의미를 느끼는 경우는 어느 

때 입니까? 의 답  [사람들과 공감]의 개념은 ‘말을 
터놓을 친구들이 있을 때’, ‘지인들이 곁에 있을 때’, ‘내 
주 의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소통할 때’, 로 생각하는 경
우가 57.8%(163개)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동감]
의 개념은 ‘보람을 느낄 때’, ‘살아가는 의미를 느낄 때’, 

‘감사함을 느낄 때’,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낄 때’, 
로 생각하는 경우가 39.3%(111개)로 나타났다. 그 다음
으로 [가족 의 소 함]의 개념은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부모님이 걱정해 주실 때’,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
질 때’, ‘부모님과 미래에 해 이야기할 때’, 로 생각 하
는 경우가 18.4%(52개)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꿈의 
실]의 개념은 ‘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 

‘힘들게 공부하고 난 뒤 성 이 올랐을 때’, ‘어떤 일을 
하고 마무리 짓는 순간’, ‘이루고 싶은 일을 해냈을 때’,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목 은 차근차근 이루어 갔을 

때’, ‘미래를 생각할 때’, ‘꿈이 이 질 때’, 로 생각하는 
경우가 14.5%(41개)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배려하는 
삶]의 개념은 ‘다른 사람의 삶에 좋은 향을 끼쳤을 

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때’, ‘나로 인해 소
한 사람들이 행복해할 때’, ‘나에게 고마움을 느낄 때’, 
‘나로 인해 군가 편안해짐을 느낄 때’, 로 생각 하는 
경우가 12.7%(36개)로 가장 었다. 무응답은 3.19%(9
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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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ignificant statements n %

A life without 
regret

To live an arduous life in all aspects in order not to be sorry to ourselves later.
Because we live just one time.  
Because in addition to our own, we should live others' lives who are not lucky enough to live long as 
they would wish. 
Because it is a precious present given by parents.

146 51.4

Maintenance of 
the happiness

To live a life is  to make incessant efforts for the goal of happiness. 
To live with beloved ones.
To secure happiness by doing what we want to do.
To live a life full of fun.

135 47.8

To get familiar 
with ourselves

To find out the reason and meaning for being born.
To endeavor to encourage ourselves physically and spiritually.
To make our dreams come true in eagerness. 
The things we want to do, and we give some meanings. To do things which make ourselves satisfied.
To live a life with one's own goal.

95 33.6

Don't now Don't know well. 15 5.31

Table 4. What do you think we should do to take great care of our precious lives?                  (n=282)

Category Significant statements n %

Sympathy 
with people

When we have friends with whom we can exchange conversations on any subject freely and frankly.  
When we are in the presence of close acquaintances.
When we communicate with people around us sympathetically.

163 57.8

Agreement

When we get the feeling of being rewarded
When we appreciate the meaning of life.
When we feel gratitude.
When we feel small happiness in daily life.

111 39.3

The preciousness 
of the family.

When we are with our family.
When our parents care about us.
When we feel our mothers' hearts.
When we talk with our parents about our future. 

52 18.4

Realization of 
dream

When we reach our goals.
When we get better grades with the result of hard working. 
The moment we finish up some task.
When we achieve something we want.
When we get something we want.
When we progress step by step to our goal.
When we think about our future.

41 14.5

Life with 
consideration.

When we give positive influence on someone's life.
When we give a hand to people in humble condition.
When we make precious people happy.
When we feel gratitude ro ourselves.
When we make someone comfortable.

36 12.7

Don't now Don't know well. 9 3.19

Table 5. When do you feel the worth of living your life?                                         (n=282)

3.2.5 의미 있는 삶을 위해 해야 하는 방법 

본 연구 상자가 인식하는 의미 있는 삶을 해 해야 

하는 방법에 한 인식은 다음 5개의 범주 총 18개의 진
술문을 도출하 으며 분석된 범주는 [꿈 가지기], [나 사
랑하기], [후회하지 않기], [어울리기]로 나타났다[Table 
6].
연구 상자  의미 있는 삶을 해 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의 답  [꿈 가지기]의 개념은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기’, ‘ 은 지 은 원하는 곳을 찾아서 나

를 변화·진화시키기’, ‘꿈을 해 노력·공부하기’, ‘나를 

해, 가족을 해 뜻 깊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계획성 
있게, 성취된 삶을 살아 나가는 것’, 으로 생각 하는 경우
가 58.8%(166개)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나 사랑
하기]의 개념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작은 
행복에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나 자신을 제일 
사랑하며 살기’, ‘ 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 ‘나 자신
을 가치 있게 깨우치는 방법’, 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28.7%(81개)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후회하지 않기]
의 개념은 ‘삶을 열심히 후회 없이 사는 것’, ‘후회 없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 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2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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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ignificant statements n %

To have a 
dream.

To set up a goal and make efforts to achieve it.
Young as we now, to evolve and change ourselves positively at places to which we want to 
belong.  
To live an arduous and meaningful life for our family as well as for ourselves.  
To live a successful life as we have planned. 

166 58.8

To love ourselves

To be able to appreciate happiness.
To live thankful life even on small happiness. 
To live a life loving ourselves most.
To live a life giving a hand to someone. 
The way to recognize our own worth

81 28.7

Life with no regret. To live an arduous life in order not to regret anything.
To live day by day with no regret. 63 22.3

Association

To accumulate a lot of experience and knowledge with the result of associating with a 
number of people.  
To serve others.
Harmonious home life.
To think thoroughly and to try as hard as we can.
To contribute to the society with sharing our gifts as    much as possible.

29 10.2

Don't now Don't know well. 4 1.41

Table 6. What should we do to live a meaningful life?                                         (n=282)

개)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어울리기]의 개념은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 많은 경험·지식을 쌓음’, ‘타인에 한 
사’, ‘가족과의 화목’, ‘나 자신이 가치 있게 인문학 책
도 많이 읽고, 공부도 하고, 주 사람들과 지내면서 내가 

모르는 것에 해 깨우치는 방법’, ‘뜻 깊게 생각하고 내
가 할 수 있는 범 에 한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할 수 있고 나  수 있는 자원을 아끼지 않고 사회에 공

헌하는 것’, 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10.2%(29개)로 가장 
었으며 무응답은 1.41%(4개)로 나타났다.

3. 논의

본 연구는 사춘기 후반에서 성인기로 어들고 있는 

학생을 상으로 하여  자신의 가치 을 인식하여 직

업, 사회  계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성공 으로 

성인기를 비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한 목 으로 시행되었다.
연구 참여자인 학생은 20세에서 30세까지 학생

활을 경험하고 있는 자로 본 연구결과, 학생들이 인식
하는 삶의 의미는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오랫동안 하

던 4학년과 학교생활이 충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1학
년 학생에서 각각의 답에는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내

용으로 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삶의 
의미에 하여 체 으로 정 으로 나타났으며, 한 
이를 통해 학생들이 삶의 의미를 소 하고 요하다는 

것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내용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학교에 재학 

인 1, 2, 3, 4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삶의 의미의 
정의, 삶의 의미의 요성, 삶을 의미를 한 노력, 삶의 
의미를 느낄 때, 삶의 의미를 느끼기 한 방법에 해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이 인식하는 삶의 의미에 하여 

확인하고자 하 다.
종교 유무에 해서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56.7%로 확인되어 삶에 의미에 한 인식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  비교해보
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삶의 재와 미래에 해서 훨
씬 정 인 생각을 갖고 인생 자체가 살아볼 만한 것으

로 보며 인생의 목 도 뚜렷한 편이다는[16] 연구 결과
를 지지해 을 알 수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의미에 해서는 모든 측면에

서 정 라고 하 으며[1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상자를 학생으로 하여 연구결과가 지지됨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재의 삶, 미래의 삶, 인생의 살만한 
가치에 해서 더 정 이고 인생의 목 도 뚜렷한 편

으로 삶의 의미에 해서는 자주 생각하지도 않지만17], 
좀 더 알기를 원함으로 이에 따라 더 정 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 시 부터 자연스럽고 올바르게 삶

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 인 교육 로그램이 

운 되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이 삶의 의미에 해 88.6%가 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 으며, 26.5%가 mass media를 통해 알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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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하 다. 삶의 의미에 한 정확한 인식을 해서
는 매체의 지원을 포함시켜며[16], 삶의 의미와 
련하여 부정 인 면을 최소화해야 하고 정 이며 실제

인 삶의 의미에 해 이론 인 정보만 제공해서는 습

득될 수 없으므로 생활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속

으로 할 필요가 있다[17]. 
본 연구 상자가 인식하는 삶의 의미는 다음의 4개

의 범주로 도출하 으며 분석된 범주는 [행복], [꿈 실
], [후회 없는 삶], [소 함]으로 확인되었다. 
성인의 삶의 의미를 측정하기 한 연구[18]에서는 

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하여 ‘창조  가치실 ’, ‘경험
 가치 실 ’이 확인되어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어진 

[꿈 실 ]의 범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인
생의 꿈을 실 하기 한 청소년 후기의 경우, 자아정체
성과 직업의식이 형성되는 시작단계에 있으므로 이를 

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 40세 이상 성인을 
상으로 한 삶의 의미 연구에서[19] 행복이 클수록 
정 인 삶의 의미를 가진다는 연구결과가 확인되어 유사

하 다. 정 인 삶의 의미를 갖는 것은 행복에 필수

이며, 충만한 삶을 살기 한 목 이자 수단이 될 수 있

다[20]. 즉, 자신의 삶과 자아에 해 만족감을 가지는 
개인은 후회 없는 삶의 목표와 활동에 념할 수 있고, 
요성을 더욱 더 강조될 수 있는 개념을 심어주는 것이 

요함을 알 수 있다.
상자가 인식하는 삶이 소 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다음의 9개의 범주는 [한 번뿐인 삶], [고귀한 생명], [배
움과 경험], [소 한 사람들과의 계], [목표를 인식할 
때], [ 정 인 생각], [노력하기], [건강한 삶], [자기개
발]로 나타났다.

상자가 삶이 소 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로는 [한 번
뿐인 삶]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후기를 상으로 연구 한 연구결과의 ‘유일함’이나 ‘유
한함’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21]. 이는 인간이 가진 신
체 , 심리 , 사회  조건과 한계에 한 ‘한 번 뿐인 
삶’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모든 생명은 태어
나고, 자라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겪는데, 만약 생명이 
무한하다면 그 가치를 잃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살아있음’으로 인식하 는데, 이는 생명만이 가진 
독특한 상으로 이를 치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21].
Moon (2009)[22]은 살아 있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생명 그 자
체에 한 소 함 는 존 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하

다.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과도기에서 삶의 
의미가 소 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재 생활을 충실히 

하고 만족감을 지닐 수 있도록 정신건강 지지 로그램

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삶을 소 하게 지키기 해 할 수 있는 일에 한 인

식은 3개의 범주로 도출하 으며 분석된 범주는 [행복 
지키기], [나 알아가기], [후회 없는 삶]으로 나타났다.

년 남성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생활 속의 스

트 스로 인해 가족에게 피해가 가길 원하지 않으며 가

족의 행복을 지키기 하여 노력 하며, 친구나 주변의 인
간 계, 취미 생활 등을 통해 행복을 지킨다고 하여[23], 
본 연구의 [행복 지키기]의 결과를 뒷받침해 다.

학생에게 있어 가족은 가장 긴 한 유 계를 유

지하고 있어 신체 으로나 심리 으로 향을 미치므로 

가족의 계  가족지지를 악하여 행복을 지킬 수 있

는 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enover (2002)[24]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성공에 기
를 걸고 자신의 [후회 없는 삶] 을 살면서 인생 성공과 
연 시키기도 하며, 스스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후회 없는 삶]의 범주와 일치함을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해
서는 여러 가지 삶의 요인들과 련되어 있음을 고려하

여 향후에 다양한 변수들을 선택하여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 결과의 진술문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몫까지 사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과 같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상자가 인식하는 살아가는 의미를 느끼는 

경우에 분석된 범주는 [사람들과 공감], [동감], [가족의 
소 함], [꿈의 실 ], [배려하는 삶] 으로 나타났다.

상자가 인식하는 삶의 의미는 사람들과의 공감이라

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삶의 의미는 인간이 살
아가는 이유로서[25],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 을 발견

하게 되면 이후 삶에 한 구체 이고 분명한 목표들로 

옮겨가게 되고 자신의 가치와 발달 가능성 등을 잘 악

하여 독립 이고 풍부한 개인생활을 하게 된다[26].
Kang 과 Kim (2007)[27]의 연구에서는 친구들과 지

인들과의 공감과 여가 생활에 참여하 을 때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짐에 따라, 본 연구 결과와 일
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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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과 Choi (2011)[28]의 연구에서는 가족  사회
계의 축소나 주 의 무 심으로 인해 고독감이나 공허

감을 경험함으로써 결국 삶의 의미를 쉽게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여, 본 연구의 가족의 소 함이라는 범주와 일

치한다. 그러므로 사람들과의 공감과 가족의 소 함은 

삶의 의미에 요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Cho (2000)[26]의 연구에서는 미래에 한 정  기

를 높이는 것이 삶의 의미에 기여한다는 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꿈의 실 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기 후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학생이 부정

인 꿈의 실 으로 인해 무의미한 삶의 의미을 가질 수 

있으므로 학생에게 정 인 자아실  로그램이 

용되어야 할 것이다.
의미 있는 삶을 해 해야 하는 방법으로는 4개의 범

주가 도출하 으며 분석된 범주는 [꿈가지기], [나 사랑
하기], [후회하지 않기], [어울리기] 로 나타났다. 상자
가 인식하는 삶의 의미는 자신의 꿈을 가지기 라는 응답

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나를 사랑하기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이 나아가야 할 목 에 한 생각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 못한 사람보다 진로의 선택을 합

리 으로 하여 목 한 바를 이룰 수 있으며, 자신의 진로
에 해서 스스로 노력할 수 있다[29]. 

Choi 와 Son (2009)[30]의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어울리는 것이 삶의 의미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의 어울리기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타인과의 어울리기는 상호이해  유 감, 동질감등

을 강화시켜 자신감이나 자아정체감을 회복시키기 때문

에 실존  공허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다[30].
따라서 삶의 의미에 정  향을 미친다는 을 고

려하여 학생의 어울리기를 통한 활동 로그램의 내용

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 후기에서 성인기에 해당되는 학생이 인식

하는 삶의 의미를 악하기 해 본 연구는 개방식의 다

양한 질문을 통해 근을 하 으며 이를 통해 이들이 인

식하는 삶의 의미는 체로 정 이며 다양하고 범

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삶의 의미
에 한 간호교육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한 이를 통해 학생의 건강증진 향상을 해 올바
른 삶의 의미에 한 인식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삶의 의미 추구 로그램 구성에 기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기 후반에서 성인기의 삶의 의미를 

악하기 해 내용분석방법과 차에 따라 상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생이 인식하는 삶의 의미를 

강화하고 정 인 인식을 심어주기 해서는 이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 올바른 삶의 이해와 
의미 있는 삶의 목 을 추구하기 해서는 자신의 삶을 

보다 정 으로 바라 으로써 삶의 의미를 향상시키고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해 삶의 의미 증진 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기상황에 
히 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므로 학생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지 로그램이 체계 으로 제공되

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4개 학교 학생만을 상

으로 하 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확  해석하기

에는 무리가 따르리라 본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
서는 좀 더 많은 지역의 학생들을 상으로 한다면 좀 

더 구체 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산출할 수 있다고 본

다. 
본 연구결과를 기 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기 기인 학생의 삶의 

의미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검

증하는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둘째, 학교 1, 2학년의 삶의 의미의 인식과 3,4 학

년의 삶의 의미에 한 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삶의 인식에 해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하고 심층 으로 분석하는 질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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