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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predictive model for happiness of students in general high schools. 
The study was based on the theory of happiness integration and the literature review. Method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convenience sample of 231 first and second grade students in five general high schools in D city and K 
Province. The exogenous variables were optimism as personality factors, parenting attitude, academic stress and 
friend’s support as happiness. The endogenous variables were self-esteem and resilience as mediating variables, 
and happiness of students in general high schools. Data collection was done from March 14 to March 28, 2019. The 
AMOS 22.0 and SPSS programs were used to verify the validity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hypothesis 
models. Results: The factors that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happiness of high school students are self-esteem 
and resilience. The explanatory power of happiness by these variables was 98.1%. The individual mediating effect 
and double mediation effect of these variable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Conclusion: As student's optimistic 
personality, parent'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and friend’s support improve student's self-esteem and resilience, 
ultimately positively affecting high school students' happiness,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se factors and try 
to develop a happiness improve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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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고등학생을 비롯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0년 연속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과 한국 청소년의 행복감을 비교한 결과에서 보면, 행복지

수가 낮은 학생의 비율이 한국은 71.9%로 중국의 28.1%에 비

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 한편 청소년의 주관적 안

녕감이 대학생, 장년층, 노년층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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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감이 국가 간 비교와 세대 간 비교에서 

모두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진학이 주요 목

표인 일반고 고등학생들은 막대한 학습량과 학업 성취에 부담

을 느끼며, 선택권이 없는 교과목 위주의 수업과 학원 수강 등

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3]. 또한 방대한 양의 대학입학 

정보, 동아리 활동, 독서 이력, 수상경력, 자기소개서 준비 등 교

과 외 활동에도 무한 노력을 하며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다. 이

처럼 일반고 학생들은 경쟁적인 환경과 교과 및 교과 외 과정을 

습득해야 하는 부담감 속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복감이 더

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 

하지만 고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은 우울, 자살,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학생에 대한 정책을 

주로 펼치고 있다. 치열한 입시경쟁이 당연시되고 있는 현실에

서,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은 희생되는 것이 별 문제가 아니

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있다[3]. 하루 평균 1.5명의 청

소년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4] 더 이상 고

등학생의 행복에 대해 외면하지 말고 고등학생의 행복감이 어

떤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 청소년 행복감에 대한 연구들은 이론적 기반 없이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행복감 영향요인을 선정하거나[3,4], 사회 구조적 

인프라 개선에만 초점을 맞춘 생태체계이론을 근거로 한 연구

[5], 부모의 수입, 직업, 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만 초점

을 맞춘 연구[6]들이 진행되었다. 

행복 통합이론은 행복감이 삶의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는 상향이론과 개인의 성격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하향

이론을 통합한 이론이다[7,8]. 성격특성은 심리적 과정을 통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이 속한 가정, 학교 등의 삶의 여

건에서 느끼는 심리적 과정을 통해 행복감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유사한 성격과 비슷한 삶의 여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모든 

고등학생이 동일하게 행복감의 저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므

로, 행복감을 높이는 심리적 과정을 밝히는 경로를 파악한다면 

행복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심리적 과정의 

향상을 통한 행복감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청소년기 중요

한 발달과업이자[9] 행복감과 관계가 깊은 자아존중감[9,10]은 

심리적 과정으로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 하나

이다. 학습 가능하고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회복탄력성

은 특히 청소년기에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행복감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11,12] 심리적 과정에 포함된다. 또한 자아

존중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 통제와 사회성을 발휘하여 

문제해결력과 적응력을 높여주어 회복탄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감사와 낙관성 등의 성격특성도 행복감과 관련이 있다. 개인

차를 보이는 안정적 성격[13]인 감사는 다른 사람의 공헌을 인

식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반응하는 일반화된 경향성으로, 평소 

감사를 많이 느끼는 사람은 자아존중감[14]과 사춘기의 성장

통 및 스트레스를 통해 발달하는 회복탄력성[9]에 영향을 미치

므로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행복감에 간접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낙관성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전망

을 하는 인지적 경향성이자 일관되게 나타나는 안정적 성격특

성[14]으로 문제해결을 통한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 자

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15]. 고등학생의 내 ․ 외적 스

트레스 상황[3]에서 회복탄력성을 높이고[16]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행복감에 간접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생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가정과 

학교임을 감안하여, 삶의 여건인 부모 양육태도, 학업 스트레

스, 친구지지 등도 행복감과 관련성이 있다. 먼저 부모 양육태

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자녀의 긍정적 자기 평가를 높

이고[10] 학업부담과 경쟁에서 잘 견디는 것으로 나타나[17]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행복감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등학생은 경쟁적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 스트레스

를 경험하고[2] 학업에 대한 주변과 본인의 기대에 부담을 갖거

나 만족시키지 못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며[18] 심리적 갈등

상태에서 혼란을 겪으며 회복탄력성도 낮아지게 되므로[11]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경유하여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등학생 시기에 또래로부터 얻는 정보와 

정서적 지지의 긍정적 영향 역시 자아존중감[10]과 회복탄력

성[17]을 높여주어 행복감에 간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감사와 낙관성을 성격특

성으로, 부모 양육태도, 학업 스트레스, 친구지지를 삶의 여건

으로,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심리적 과정인 매개변수로 

고등학생 행복감의 구조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행

복감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각 요인들이 자아존중감과 회복탄

력성을 매개하여 행복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함

으로써 고등학생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과 대책 

수립을 위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를 규명하고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

적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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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총효과를 확인한다.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

감과 회복탄력성의 개별 매개효과, 이중 매개효과를 확인

하고 유의성을 검증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구조모형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대상자는 D광역시와 G도에서 인구, 학생 수, 일반고등학교 

수가 비슷한 3개 구와 2개 중소도시를 선정하여 남녀 학생 수, 

학년, 학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당 1학년 1개 학반과 2학

년 1개 학반을 포함하여 총 10개 학급을 편의표집하였다. 대상

자 선정기준은 일반고에 재학 중인 1, 2학년 학생, 설문조사에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학생으로 하였고, 제외기준은 고등학

교 3학년 학생으로 하였다. 이는 학교 당국에서 학업 매진과 학

부모 민원 등의 이유로 3학년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허락하

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구조모형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200명이 가장 적당한 표본

의 크기로 400명 이상일 경우 최대우도법이 민감하게 되어 모

델적합도가 낮아질 수 있다[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

준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2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244부로 응답률은 

97.6%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13명을 탈락하고 최종 

23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감사 측정도구

McCullough 등[13]이 개발한 감사성향척도(Gratitude 

Questionnaire-6, GQ-6)를 우리나라 고등학생에 맞추어 수정 

․ 보완한 Noh와 Shin [20]의 한국판 감사성향 척도(K-GQ-6)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6문항으로, Likert 7점 척도로 되어 

있다. 부정 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Noh와 Shin [20]의 연구에서 신

뢰도 Cronbach’s ⍺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
는 .92였다.

2) 낙관성 측정도구

Scheier 등[14]이 개발한 삶의 지향성검사(Life Orientation 

Test-Revised, LOT-R)를 Shin [19]이 번안한 10문항으로, 긍

정적 기대 3문항, 비관적 기대 3문항, 검사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삽입된 나머지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부정 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였고, 검사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삽입된 4문항은 점수 계산에는 포함

하지 않는다. 낙관성 점수는 총점을 문항 수(6)로 나눈 점수로 

1~5의 범위를 갖고, 낙관성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Shin [19]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72였

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76이었다.

3) 부모 양육태도 측정도구

Oh와 Lee [21]가 개발한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

를 Yoo [5]가 수정 ․ 보완한 19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되

어 있다. 애정-적대 10문항, 자율-통제 9문항으로, 애정-적대 요

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양육태도를 애정적이라고 지각하

며 자율-통제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행동의 자율

성을 인정받는다고 지각한다. 부정 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였

다. Yoo [5]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3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 Cronbach’s ⍺는 .89였다.

4) 학업 스트레스 측정도구

Min과 Yoo [22]의 스트레스 척도 중 학업 영역 스트레스 부

분을 Park [23]이 수정 ․ 보완한 13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 [23]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2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5였다.

5) 친구지지 측정도구

Moon [24]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질문지를 Myeong과 

Kang [25]이 수정 ․ 보완한 친구지지 측정도구로서, 정서적 지

지 4문항, 정보적 지지 5문항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총점을 문항 수로 나눈 점수로서 1~5

의 범위를 가지고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지지가 높음을 의미한

다. Myeong과 Kang [25]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1이

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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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Rosenberg [9]가 개발하고 Jon [26]이 번안한 자아존중감 

10문항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 6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4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부정 문

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

음을 의미한다. Rosenberg [9]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2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 ⍺는 .88이었다.

7) 회복탄력성 측정도구

Yoo [5]의 자아탄력성 척도로서 대인관계 7문항, 활력성 7

문항, 호기심 4문항, 감정통제 3문항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

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Yoo [5]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1이었다.

8) 행복 측정도구

Hills와 Argyle [27]의 옥스퍼드 행복 질문지를 Heo [4]가 번

안하고 Myeong과 Kang [25]이 수정 ․ 보완한 행복 도구로서, 

자신감 12문항, 자기통제 11문항, 긍정 정서 6문항 총 29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부정 문항은 역

점수로 환산하였다. 행복 점수는 총점을 문항 수(29)로 나눈 점

수로 1~5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 정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Myeong과 Kang [25]의 연구에서 Cronbach’s ⍺
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4였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은 2019년 3월 14일부터 2019년 3월 28일까지 실

시되었으며, 사전에 학교장과 담당교사의 허락을 받았다. 연구

자가 각 학급에 들어가서 자기소개를 하고 연구의 목적과 방법, 

참여이익, 설문조사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자발

적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대상자에게만 설명문과 동의서를 작

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의 가정으로 보호자 동

의서 및 가정통신문을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한 후 학생 편으로 

회수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학교에서 제공한 교실, 정보실 등

의 장소에서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중 심리적 불편감이 발생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위한 치료나 상담에 대해 설명하였고, 

불편감으로 인한 설문조사 중단과 참여중지에 대해서는 어떠

한 불이익이 없음을 알렸다. 설문 작성 시간은 30~40분 정도 소

요되었고 학생들이 나가면서 설문지를 교실 뒤 상자에 직접 넣

고 나가도록 하였다. 설문에 대한 답례로 감사품을 제공하였

다.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계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연

구 승인(IRB No.: 40525-201811-HR-112-02)을 받은 후 자료

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

하여 연구자가 직접 코딩처리와 자료분석을 하였다. 수집된 자

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연구자의 개인 보관함에 3년 동안 보관

한 후 분쇄하여 폐기할 것이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 및 AMOS 22.0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측정

변수들은 서술적 통계로 분석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값을 산출하였다. 표본의 정규성 검증은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에서 잠재변수들의 타당성을 검

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조모형에 대

한 검증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절

대적합지수인 x2, Normed x2/df, Root Mean Square Residua 

(RMR),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SRMR), 

Goodness of Fit Index (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사용하였고, 증분적합지수로는 Normed Fit Index 

(NFI), Incremental Fit Index (IFI), Tucker-Lewis Index (TLI), 

Comparative Fit Index (CFI)를 사용하였다. 가설모형과 수정

모형의 비교를 위해 x2,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회귀계수, 

Critical Ratio (CR), p값을 확인하였고, 내생변수에 대한 설명

력은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을 사용하였다. 모

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

스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팬텀변환모형을 사용

하여 개별 매개효과와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 특성

대상자는 고등학교 1학년이 127명(55.0%), 남자 134명(58.0 

%)로 나타났다. 가정경제 수준은 중 184명(79.7%), 상 27명

(11.7%), 하 20 (8.7%) 순이었고, 성적은 중 150명(64.9%), 하 

48명(20.8%), 상 33명(14.3%) 순이었다. 건강상태는 좋다 138

명(59.7%), 보통이다 84명(36.4%), 좋지 않다 9명(3.9%)이었으

며, 종교는 없다 166명(71.9%)로 가장 많았고, 가족형태는 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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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easured Variables

Variables Range M±SD Skewness Kurtosi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CR AVE

Gratitude 1~7 5.74±1.04 -1.01 1.07 .68 .70 0.70

Optimism
Positive expectations
Pessimistic expectations

1~5
 
 

3.53±0.85
3.58±0.90
3.47±0.90

 
-0.30
-0.19

 
-0.53
-0.41

 
.97
.80

.90 1.27

Parenting attitude
Affection-Hostility
Autonomy-Control

1~5 4.10±0.66
3.89±0.72
4.31±0.69

-1.34
-0.55
-1.34

2.28
-0.03
2.28

 
.95
.74

.92 1.23

Academic stress 1~5 3.14±0.96 -0.29 -0.41 .74 .73 0.73

Friend support
Emotional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1~5 4.00±0.67
4.00±0.63
3.99±0.76

 
0.75

-0.68

 
1.41
0.72

 
.89
.87

.93 1.20

Self-esteem  9~36 27.84±5.72 -0.46 -0.35 .52 .73 0.73

Resilience
Relationship
Vitality
Curiosity
Emotion control

1~5 3.60±0.66
4.00±0.66
3.39±0.85
3.54±0.92
3.07±0.93

 
-0.34
0.16

-0.17
0.20

 
-0.32
-0.63
-0.49
-0.27

 
.83
.86
.68
.40

.84
　

0.58
　

Happiness
Confidence
Self-control
Positive emotions

1~5 3.81±0.70
3.70±0.76
3.86±0.82
4.00±0.74

 
-0.33
-0.63
-0.88

 
0.14
0.21
1.62

 
.95
.78
.85

.94 0.83

CR=Construct reliability;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모 215명(93.1%), 한 부모 15명(6.5%), 조손가정 1명(0.4%)로 

나타났다.

2. 주요변수의 서술적 통계와 확인적 요인분석

고등학생의 행복감은 평균 3.81점(5점 만점), 감사는 평균 

5.74점(7점 만점)로 나타났다. 낙관성 평균 3.53점(5점 만점), 

부모 양육태도 평균 4.10점(5점 만점), 학업 스트레스 평균 3.14

점(5점 만점), 친구지지 평균 4.00점(5점 만점)이었다. 자아존

중감은 평균 27.84점(36점 만점), 회복탄력성 평균 3.60 (5점 만

점)이었다(Table 1).

왜도값(skewness)는 -1.34~0.75, 첨도값(kurtosis)는 -0.63~ 

2.28의 범위로 왜도 절댓값 2, 첨도 절댓값 4 미만을 충족하여 표

본의 정규성을 확보하였다.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낙관성 2문항, 부모 양육태도 6

문항, 학업 스트레스 7문항, 친구지지 2문항, 자아존중감 1문

항, 회복탄력성 4문항, 행복 13문항을 제거하였다.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회복탄력성을 제외한 7개의 변수 모두 하위항

목들의 요인적재량의 표준화계수가 0.5 이상으로 집중타당성

을 확인하였다. 회복탄력성의 하위항목 중 감정통제가 0.4로 

나타났으나 요인적재량이 너무 낮지 않다면 관측변수를 사용

하라는 권유를 고려하였다[28]. 판별타당성은 2개 이상의 잠재

변수 간 차별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잠재변수들의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는 0.76~1.13이고 요인의 

상관계수는 .11~.77로 AVE가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크므로 

요인들 간의 판별타당성이 검증되었다.

3. 가설모형 및 수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의 가설모형은 Figure 1-A과 같으며, 가설모형의 적

합도는 x2/df=2.81, SRMR=.05, RMSEA=.09, AGFI=.82, 

NFI=.91, IFI=.94, TLI=.91, CFI=.94로 적합하였고, x2=238.86 

(df=85, p<.001), GFI=.89로 적합하지 않았으나, 전반적인 적

합도 지수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감사와 

자아존중감의 경로에서 표준화 회귀계수가 1.0 이상으로 나타

나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로 인해 발생되는 다중공선성을 의심

해 볼 수 있으며, 감사에서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경로와 감사에

서 회복탄력성으로 가는 경로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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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andardized estimates,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of the Modified Model (N=231)

Exogenous variables
Endogenous 

variables　
Standardized 

estimates
CR (p) SMC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p)

Optimism
Parenting attitude
Academic stress
Friend support

Self-esteem .46
.15

-.18
.32

 6.91 (＜.001)
 2.01 (.044)

 -2.09 (.037)
 4.83 (＜.001)

.74 .46 (＜.001)
.15 (.044)

-.18. (.037)
.32 (＜.001)

.46 (＜.001)

.15 (.044)
-.18 (.037)
.32 (＜.001)

Optimism
Parenting attitude
Academic stress
Friend support
Self-esteem

Resilience .23
-.08
.01
.33
.37

 2.28 (.023)
 -0.90 (.369)
 0.06 (.951)
 3.50 (＜.001)
 0.02 (.024)

.58 .23 (.023)
-.08 (.369)
.01 (.951)
.33 (＜.001)
.37 (.024)

.17 (.013)

.06 (.033)
-.07 (.076)
.12 (.030)

.40 (.008)
-.02 (.992)
-.06 (.651)
.45 (.009)
.37 (.024)

Optimism
Parenting attitude
Academic stress
Friend support
Self-esteem
Resilience

Happiness

.87

.16

11.79 (＜.001)
 2.14 (.032)

.98

.87 (＜.001)

.16 (.032)

.46 (.011)

.13 (.072)
-.17 (.094)
.35 (.006)
.06 (.008)

.46 (.011)

.13 (.072)
-.17 (.094)
.35 (.006)
.93 (.012)
.16 (.032)

CR=critical ratio;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잠재변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28] 수정모형을 설정하였다.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x2=118.55 (df=45, p<.001), x2/df= 

2.96, SRMR=.04, RMSEA=.09, GFI=.92, AGFI=.85, NFI= 

.94, IFI=.96, TLI=.93, CFI=.96으로 가설모형에 비해 전반적

으로 향상되었다. 가설모형과 수정모형을 x2 통계량으로 비

교한 결과에서도 x2 통계량의 차이가 120.31, Degree of Free-

dom (DF) 차이는 35로 C.R.값이 61.66보다 커 유의하게 변화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AIC의 비교

에서도 가설모형 AIC=340.86, 수정모형 AIC=194.57로 수정

모형이 더 간명하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4. 수정모형의 검정 및 전체 간접효과 분석

수정모형의 총 11개의 경로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는 9개였으며, 각 경로의 경로계수와 유의성 검증 결과는 

Figure 1-B, Table 2와 같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유의한 경로는 

낙관성(β=.46, p<.001), 부모 양육태도(β=.15, p=.044), 학업 

스트레스(β=-.18, p=.037), 친구지지(β=.32, p<.001)이었으

며, 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73.9%였다. 회복탄력성에 대한 유

의한 경로는 낙관성(β=.23, p=.023), 친구지지(β=.33, p<.001), 

자아존중감(β=.37, p=.024)이었으며, 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

력은 58.4%였다. 행복에 대한 유의한 경로는 자아존중감(β
=.87, p<.001), 회복탄력성(β=.16, p=.032)이었으며, 이들 변

수에 의한 설명력은 98.1%였다. 수정모형에서 각 경로의 직접

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는 Table 2와 같다. 

5. 수정모형의 개별 간접효과 분석

외생변수들이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이중 매개하여 

행복에 이르는 경로와 단순 매개하여 행복에 이르는 경로를 팬

텀변환모형으로 구축한 후, 부트스래핑 200회를 실행하고, 편

차교정은 95% 수준의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이중 매개효과 및 

단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중 매개와 단순 매개의 간접효

과와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아존중감을 경

유한 행복감에 대한 개별 간접효과는 낙관성(β=.07, p=.005), 

부모 양육태도(β=-.02, p=.046), 학업 스트레스(β=-.03, p=.155), 

친구지지(β=.05, p=.018)이었다. 회복탄력성을 경유한 행복

감에 대한 개별 간접효과는 낙관성(β=.20, p=.005), 부모 양육

태도(β=-.07, p=465.), 학업 스트레스(β=.01, p=.953), 친구지

지(β=.29, p=.009)이었다.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이중 매

개한 행복감에 대한 개별 간접효과는 낙관성(β=.02, p=.008), 

부모 양육태도(β=.01, p=.015), 학업 스트레스(β=-.01, p=.041), 

친구지지(β=.02, p=.008)로 모두 유의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일관되게 관

련요인으로 규명된 변수들을 선정하고 행복 통합이론에 따라 

분류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한 결과 수정모형을 최종모형

으로 설정하였으며 최종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결과 자아존중감이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가장 큰 직

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행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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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A. Hypothetical model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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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B. Modified model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happiness.

Figure 1. Hypothetical model and path diagram for the modified model.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이다[26]. 객관적 조건이나 다른 심리적 요소들보

다 자아존중감과 행복과의 관계가 가장 크다고 밝힌 Diener 

[8]와 개인의 내적특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행복감을 증진시키

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을 강조한 Heo [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을 

추구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로 자아에 관한 요인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부각된다[3]. 자아존중감은 청소

년기 중요한 발달과제로 개인의 성장과 적응에 영향을 미쳐 행

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 입시 경

쟁에 열중하고 있는 고등학생의 경우 자아인식과 정체감 확립

이 부족할 수 있어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

다. 특히 일반고 고등학생의 특성 상 학업과 활동에 지장을 받

지 않는 범위의 행복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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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dividual Mediating Effect of the Modified Model (N=231)

Pathway Etimates (β) p

Optimism → Self-esteem → Happiness
Optimism → Resilience → Happiness
Optimism → Self-esteem → Resilience → Happiness

.07

.20

.02

.005

.009

.008

Parenting attitude → Self-esteem → Happiness
Parenting attitude → Resilience → Happiness
Parenting attitude → Self-esteem → Resilience →Happiness

-.02
-.07
.01

.046

.465

.015

Academic stress → Self-esteem → Happiness
Academic stress → Resilience → Happiness
Academic stress → Self-esteem → Resilience → Happiness

-.03
.01

-.01

.155

.953

.041

Friend support → Self-esteem → Happiness
Friend support → Resilience → Happiness
Friend support → Self-esteem → Resilience → Happiness

.05

.29

.02

.018

.009

.008

인은 회복탄력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것이다[10,12]. 

회복탄력성은 부적응을 방지하고, 정서적 불안에 대한 민감성

을 낮추며, 효과적으로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일상

에서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12]. 학업 경쟁, 

대학 입시 준비로 하루 중 대부분을 학교와 학원에서 생활하며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고등학생은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회복탄력성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회복탄

력성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학습 가능한 역동적인 과

정이므로[11], 고등학생의 체계적인 회복탄력성 향상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낙관성, 부모 양육태도, 학업 스트레스, 친구지

지는 자아존중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을 통해 행

복감에 간접 영향을 주었다. 낙관성은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직

접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의 학교폭력 피

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15], 고등학생과 어머니의 갈등

대처방식에 낙관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29] 선행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낙관성은 무조건적 긍정의 맹목적 되풀이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으로 학습과 훈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

친구지지는 낙관성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에 직접 영향을 주

는 요인이었으며, 이는 Shin과 Lee [3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고 Kwon 등[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또래가 사회적 역할 수행의 기준이 되며, 또래의 지지를 통해 

서로 의지하고 사회를 이해하는 능력을 배우는 시기이다[30]. 

고등학생의 사회성 발달과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해 좋

은 교우관계는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학업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

게 나타난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18]. 일반고 고등

학생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좌절감, 학

업 성취 부담 등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자신감을 잃게 되면 실제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인식이 높

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었으며, 이는 부모 양육태도가 수용적, 애정적일수록 자아존중

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10,30].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의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녀 의사를 존중하는 경향이 높아[5] 긍정적 자아존중

감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발달을 위해서는 애정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관심과 보호를 제

공하는 일관된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살펴보면, 낙

관성, 친구지지, 자아존중감이 회복탄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

고, 회복탄력성을 통해 행복감에 간접 영향을 주었다. 자아존중

감이 회복탄력성에 가장 큰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Kwon 

등[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일반고 고등학생이 겪게 되

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

와 판단은 성적 하락, 시험 실패 등의 시련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마음의 힘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친구지지

는 자아존중감 다음으로 회복탄력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

이었으며, 이는 Kwon 등[10], Kim [1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

는 것이다.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으로 

부모보다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어 친

구에게 받는 영향이 커진다[17]. 또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대처능력이 미약하여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어려운 시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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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친한 친구의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도움이 됨을 확인

하였다[10]. 낙관성도 회복탄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었으며, 이는 Roh와 Yoo [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진

정한 낙관성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므

로, 스트레스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회복탄력성 향상

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학업 스트레스는 회복탄력성에 대해 직접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ang과 Lee [11]의 

연구결과, 학업 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 학업 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연구결

과가 일치되지 않으므로 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후

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업은 고등학생의 주요 발

달과업이므로 학업 스트레스가 많다고 모든 학생들이 회복탄

력성이 저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업 스트레스 수준에 상관

없이 고등학생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켜 학업 스트레스에 대

한 유연한 사고를 통해 행복감을 향상시켜 줄 필요가 있음을 확

인하였다. 회복탄력성에 부모 양육태도가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won 등[10]의 연구결과와는 

유사하였으나, 부모 양육태도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Yoo [5]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고등학

생은 자아정체감 형성과 부모로부터의 정신적인 독립을 추구

하는 시기이다[30]. 그러나 부모에 대한 영향력이 물리적, 시간

적으로 부모와의 접촉이 줄어들기 때문인지, 자아확립의 결과

인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좀 더 발전시켜 개별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한 결과, 고등학생의 낙관성, 부모 양육태도, 학업 스트

레스, 친구지지는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 2가지를 모두 경

유하여 행복감에 간접영향을 주는 이중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업 스트레스는 회복탄력성에 대한 직

접효과가 없었고,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 각각을 통하여 행

복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없었다. 부모 양육태도는 회복탄력

성에 대한 직접효과와 회복탄력성을 통하여 행복감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학업 스트레스가 많고 부모

양육태도가 부정적이더라도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회복

탄력성이 모두 높으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행복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해야 할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이나 위생에 관한 일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

라 학업 스트레스나 행복감 등의 심리적 건강을 포함하여 총체

적인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향상시켜 행복감

을 증진시키도록 하는 교과과정이나 교과 외 과정 개발에 관심

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당국에서도 고등학교의 입시 위

주의 교육정책에서 학생의 행복감과 삶의 질을 고려하는 전략

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고 고등

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자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것이므로 전체 고등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를 통해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감 최종모형은 행복

감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등학생의 행복

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에 의한 행복의 설명력은 98.1%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생의 낙천적 성격, 부모의 긍정적 양

육태도, 친구의 지원은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증

진시켜 궁극적으로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므로 향후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행복감 증진 프로그램 개

발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가 미흡

했던 일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행복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제시하고 구조모형을 구축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보

건교사를 중심으로 한 정기적인 고등학생 행복감 측정, 행복감 

향상 관련 교과과정 혹은 교과 외 과정을 개발하여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본 연구대상자가 일반고 

고등학생이므로 학교급, 학교 계열, 남녀, 지역 등 연구대상을 

다양화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고등학생의 성격 특성과 경

험들을 모두 포함하여 연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속연구를 

통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가 횡

단적 자료수집에 의한 연구이므로 변수들 간의 시간적 선후 관

계를 밝힐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행복감 조사를 실시하고 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행복감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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