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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삶의 만족여부에 따른 성격적 강점의 차이와 삶의 만족여부에 영향을 주는 성격적 강점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삶의 만족여부에 따른 성격적 강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24개의 성격적 강점 중 친
절과 자기통제력, 희망 ․ 낙관성, 유머 강점 요인만이 불만족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성격적 강점은 만족 집
단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여부에 영향을 주는 성격적 강점요인을 살펴본 결과 성격적 강점의 하위 요인중 
사랑, 공정성, 감상력, 영성이 삶의 만족여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격적 강점요인 중 
사랑과 유머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만족할 확률이 더 높아지며, 영성, 감상력, 공정성은 점수가 낮을수록 삶에 만족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삶의 만족여부에 영향을 주는 강점요인은 사랑, 유머, 영성, 감상력, 공정성 순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mong university students is to analyze difference of their character 
strengths by life satisfaction and to indicate the primary factors of character strength that affect life satisfaction. 
The study has shown that among 24 character strength factors, only kindness, self-control, hope, optimism and 
humor lead to life dissatisfaction, and the other factors lead to higher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primary 
factors of character strengths that affect life satisfaction, love, fairness, appreciation and spirituality affect life 
satisfaction similarly. In addition, love and humor is directly related to it while spirituality, appreciation and 
fairness are indirectly related. Moreover, the primary factors of life satisfaction in order are love, humor, 
spirituality, appreciation and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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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경제, 취업, 학업, 대인관계, 가
치관 문제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
다[1].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속해있는 
대학생들은 정서적인 독립과 함께 사회적으로 새로운 환
경에 적응해야하는 과도기적 시기에 있다. 대학생들은 사
회인이 될 준비와 함께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행동 규범을 형성하여 올바른 가
치관과 태도를 형성한다[2]. 또한 대학생들은 성장 발달

과정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트레스를 겪게 되
며, 여러 면에서 부적응을 경험한다. 학습향상과 취업을 
위한 교육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서 진정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성격을 탐색하고, 장점을 계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늘어나는 고학력자에 비
해 턱없이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 속에 자신의 적성에 맞
는 직업을 통해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에 처한 대학생들은 때로
는 의욕상실로 인해 욕구좌절감이나 우울증에 빠져 사회
생활과의 단절, 또는 대인관계의 회피로 이어질 수 있어 
미래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는데 큰 장애요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여부에 영향을 주는 성격적 강점 요인

229

인이 될 수 있다.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성격과 강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우선
시되어야 한다. 삶의 만족도는 개인 스스로 삶에 대한 기
대가 충족된다고 인식하는 주관적 수준의 개념이 중요하
기 때문에[3] 대학시절 또는 그 이전부터 자신의 성격 특
성을 알고 앞으로의 삶을 준비했을 때 향후 향상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가 절실하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성격에 관한 연구는 사람의 부
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Seligman은 인간이 가진 부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과거 심리학 연구의 문제점을 지각하고, 인간이 가진 
긍정적인 면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맥
락에서 등장한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약점만큼 강점에, 인
생에 있어 최악의 것을 회복하는 것만큼 최고의 것을 설
계하는 것에, 불행한 이들의 삶을 치유하는 것만큼 건강
한 사람들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4, 
5]. 그리고 긍정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이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6].

삶의 만족도와 성격적 강점의 관계를 다룬 많은 연구
들을 보면 성격적 강점과 병사들의 군 생활 만족도의 영
향에 관한 연구[7], 성격적 강점이 성인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8],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적 강점과 행복 또는 행복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9,10]. 또한 대학생의 성격적 강점
이 학업성취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2]와 
성격강점이 긍정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11] 이
외에도 성격적 강점이 스트레스나 학교적응도, 직무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 등의 선행연구가 있다. 특히 성격적 강
점을 잘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삶의 만족도와 행복을 증
진시키고 우울을 감소시켰다는 연구[9]를 볼 때,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준비를 하는 대학생은 스스로를 파악하
고 성격적 강점을 계발하여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
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이루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분명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것이라는 인식 아래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먼저 조사한 후 자신
의 삶을 만족스러워하는 만족 집단과 만족스러워 하지 
않는 불만족 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에서 각각 높게 
나타나는 성격적 강점의 차이를 보고, 삶의 만족여부에 
영향을 주는 성격적 강점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자신의 미래를 

건설하는 시기의 대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만족여
부를 생각해 보는 것 또한 의미 있는 과정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여부에 따라 성격적 

강점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대학생들의 삶의 만족여부에 영향을 주는 

성격적 강점의 하위요인은 어떠한가?

2. 삶의 만족도와 성격적 강점의 관계

행복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여 보다 적
극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4]. 이러한 행
복을 심리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객관적
인 차원에서 삶의 물리적 구성요소인 의식주, 건강, 성별, 
연령, 소득, 교육, 보건, 여가 등으로 파악하는 객관적 조
건과 다른 하나는 삶에 대한 행복감, 만족감, 자립감, 성
취감, 문화적 풍요로움, 안전 등으로 평가하는 주관적 차
원이 그것이다[12재인용]. 이번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행복은 주관적 측면에서 삶의 만족 정도를 보는 것으로 
개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것이다.

삶의 만족도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자신의 욕구나 기
대수준과 비교, 평가하는 것으로[13] 자신이 인식한 삶의 
여건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과 일치하면 그 안에서 성취
감을 맛보게 되어 삶의 만족이 높고 행복하다고 느끼게 
된다.

우울증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성격적 강점을 함양시키
는 긍정심리치료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
[14]를 보면 성격적 강점을 바탕으로 삶의 만족감을 고양
시키며,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격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인을 특정 짓는 사고, 
감정 및 행동 등의 집합체로 외부환경에 특정 반응을 보
이는 인간행동이다. 그리고 성인은 청소년이나 유아보다 
지속적인 성격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15] 그만큼 일
관성이 있는 고유한 성질이다. 그만큼 자신의 성격을 잘 
파악하여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잘 인식하
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긍정적 성격특성을 가
진 사람들은 인생에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결과적으로 일을 더 잘하고, 스트
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져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다[16].

긍정적인 정서를 더욱 많이 경험하고 있을 때 성취동
기가 높아져 인간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다[6]. 또
한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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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직장인들의 이직률이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다. 자신의 강점에 따라 재구성된 조직 안에 속한 사람들
은 2년 후 이직률이 50% 하락하고 직원 몰입도도 급상승
하였다[20].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집단에서 자신의 진로
에 맞게 결정한 선택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는 근
거가 된다. 사회에 성공적으로 입성하기 위해 도약하는 
시기인 대학생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강점 및 덕목
을 파악하여 계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
된다.

성격적 강점은 건강한 가정을 통해 충만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돕거나, 강점 자체만으로 충만한 삶에 기여
한다[17]는 점에서 이들 특성을 함양시키는 것은 인간의 
행복과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시도이다. 24
개의 강점으로 이루어진 성격적 강점은 인간의 고유한 
특성과 사회적 조화의 면에서 우리가 삶을 잘 살 수 있도
록 하는 개인 내적 특질이다[18].

심리학자와 종교 사상가들이 오랜 세월 동・서양에서 
내려져 오는 인간의 긍정적인 특질과 문화권간 인간의 
강점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Peterson과 
Seligman은 핵심 특성 6개의 덕목(지혜 및 지식, 용기, 인
간애, 정의, 절제, 초월성)과 24개의 강점으로 이루어진 
VIA 분류체계를 지정하였다[19][Table 1].

[Table 1] 6 core virtues and 24 character strengths

wisdom &

knowledge

open-mindedness

curiosity

love of learning

creativity

perspective

courage

bravery

persistence

integrity

vitality

humanity

love

kindness

social intelligence

justice

citizenship

fairness

leadership

temperance

forgiveness

modesty

prudence

self-regulation

transcendence

appreciation of beauty and excellence

gratitude

hope・optimism

humor

spirituality

덕성과 성격적 강점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가치를 지
니며 학습에 의해 계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개인이 가진 
여러 개의 강점 중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강
점을 대표강점 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대표강점의 인식과 
활용 정도에 따라 삶의 만족도 등 다양한 변인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20,21].

6개의 덕목 중 지혜 및 지식(wisdom & knowledge)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혜로운 판단과 지적인 성취를 돕
기 위해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인지적
인 강점이다. 용기(courage)는 내부적・외부적 난관에 직
면하더라도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려는 의지와 
관련된 강점이고, 인간애(humanity)는 다른 사람들을 보
살피고 친밀해지는 것과 관련된 대인 관계적 강점을 말
한다. 정의(justice)는 자기본위가 아닌 공정한 마음을 가
지고 있을 때 드러나며, 건강한 공동체 생활과 개인과 집
단 간의 상호 작용을 건강하게 만드는 사회적 강점이다. 
절제(temperance)는 지나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고, 
극단적인 독단에 빠지지 않게 하는 중용적 강점이고, 초
월성(transcendence)은 현상과 행위에 대해 의미를 부여
하고 우주와 연결성을 추구하는 초월적, 영적 강점이다.

진정한 행복(authentic happiness)은 자신의 가장 근본
적인 성격적 강점을 찾아내고 꾸준히 계발하여 활용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발전하여 개인의 탁월한 덕목
과 재능이 될 때 이룰 수 있다[22]. 다양한 연구들을 토대
로 보면 자신의 성격 강점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23], 강점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강점 피드백을 주었을 때 성취결과와 삶의 만족도의 증
가를 보인다고 제시하였다[20, 23]. 이러한 관점에서 성
격적 강점에 대한 인식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과 연
관 될 수 있다.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행복한 사람들
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성격적 강점을 더 많이 활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성격적 강점과 삶의 만족도
와의 상관을 본 연구에서 지혜 및 지식과 관련된 강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강점들이 삶의 만족도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16, 24].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학구열, 창
의성, 판단력과 같은 지성적 강점보다 열정, 감사, 희망, 
사랑, 호기심과 같은 감성적 강점들과 더 밀접한 관계를 
나타났고[16], 현재의 상황이나 연봉, 지위, 외모, 재산, 
취미 활동과 같은 일반적인 선택 기준보다 자신의 강점
과 일치하는 직업, 인간관계, 취미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4]. 

성인의 성격적강점이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강점은 희망・낙관성, 용감성, 신중성,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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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성
격적 강점은 사랑, 영성, 학구열, 희망・낙관성, 진실성이
었다[8]. 직업군인이 아닌 병사들은 24개의 성격적 강점 
중 우울을 제외한 나머지 강점이 모두 군 생활 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보이며, 사랑, 낙관성, 친절성, 감사, 진실성 
순으로 높은 평균의 성격적 강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
격적 강점을 활용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군 
생활 만족도가 향상되고 우울증상도 감소하였다[7]. 또한 
정서노동자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성격적 강점이 있음을 밝혔다.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강점은 활력, 감사, 낙관
성, 공정성, 사랑이었으며, 직무만족에 유의하게 나타난 
성격적 강점은 활력, 친절성이고, 이직의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강점은 낙관성, 사랑, 용서, 창의
성, 활력으로 나타났다[26].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 성취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성격적 강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학업성
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강점은 끈기, 용감성, 자기조절이
며, 끈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강점은 영성, 사랑, 열정, 용감성, 용서, 지
혜, 겸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요인이었다[2]. 또한 대학생들의 성격적 덕목과 강점은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행복지수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강점은 사랑, 친절, 인
내, 희망의 순이고, 행복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주는 강점 덕목은 초월성, 사랑과 인간애, 지혜와 지
식, 정의감, 용기, 절제력의 순으로 나타났다[10].

이는 성격강점과 덕목을 충분히 계발하고 발휘함으로
써 인생의 중요한 영역에서 의미 있는 삶을 구현하는 것
이 행복[27]이기 때문에 성격적 강점의 활용을 통해 진정 
스스로 원하는 것을 행하고 그 안에서 만족감을 높여 행
복을 증진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1년 9월20
일부터 2011년 10월20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총 300부가 
배부되었으며, 이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연구에 적합하지 
않는 53부를 제외한 총 24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방법은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N=247)

Affects the life satisfaction Total

  dissatisfaction satisfaction

Frequency 149 98 247

Level of life 

satisfaction(%) (60.3%) (39.7%) (100.0%)

3.2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성격적 강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개인의 성격적 
강점 24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Seligman(2004)의 질문
지를 김인자가 번안한 성격적 강점 척도[28]를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성격의 유형은 총 6개의 성격적 강점으로 분
류하며, 그 하위요인을 24개의 요인으로 구성 하였다. 5
점 Likert척도로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 .700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지혜 및 지식 .714, 용기 .694, 인간애 
.729, 정의 .667, 절제 .634, 초월성 .76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18.0을 통해 분석하
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라 다음 단계의 분석을 실
시하였다.  

첫째, 성격적 강점요인을 측정한 척도의 신뢰도 확보
를 위하여 Cronbach' 를 산출하였다. 

둘째, 삶의 만족여부에 따른 성격적 강점 요인의 분석
을 위한 수집된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산출
하였다.

셋째, 삶의 만족 여부에 대한 성격적 강점 요인들의 통
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만족/불만족’
과 같은 이분형 변수인 경우 적합하며, 판별분석과 달리 
종속변수에 의해 범주화된 집단들의 분산-공분산 행렬이 
동일해야 하며, 독립변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이루어
야 한다는 가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29]. 구체적으
로 분석대상 변인들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을 적용하였
고, 각 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를 측정하기 위해 Hosmer
와 Lemeshow검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삶의 만족여부에 따른 성격적 강점

삶의 만족여부에 따른 성격적 강점의 기술통계는 
Table 3과 같다.

성격적 강점 요인 중 지혜 및 지식 덕목의 창의성,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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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character strengths

Affects the life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n=98 satisfaction n=149 total n=247

M SD M SD M SD

open-mindedness 5.45 1.03 5.23 1.03 5.32 1.03

curiosity 5.59 .883 5.61 1.08 5.60 1.00

love of learning 5.26 1.24 5.01 1.37 5.11 1.32

creativity 4.96 1.25 5.01 1.28 4.99 1.26

perspective 5.61 1.14 5.77 1.26 5.70 1.21

bravery 5.25 1.29 5.28 1.28 5.27 1.28

persistence 3.26 .725 3.39 .870 3.34 .817

integrity 5.11 1.11 5.19 1.22 5.15 1.18

vitality 4.00 1.00 4.31 1.06 4.19 1.05

love 5.06 .971 4.95 .968 5.01 .968

kindness 3.98 1.01 4.06 1.11 4.03 1.07

social intelligence 5.10 1.06 4.87 1.12 4.96 1.10

citizenship 4.46 .890 4.55 .966 4.52 .936

fairness 4.37 1.05 4.82 1.02 4.64 1.05

leadership 4.51 1.17 4.67 1.21 4.60 1.20

forgiveness 4.71 1.10 4.81 1.20 4.77 1.16

modesty 3.71 1.12 3.84 1.22 3.79 1.18

prudence 4.15 .912 4.24 .990 4.20 .958

self-regulation 4.38 .754 4.32 .861 4.35 .819

appreciation of beauty and excellence 4.39 1.02 4.55 1.15 4.49 1.10

gratitude 5.88 1.12 6.03 1.20 5.97 1.17

hope・optimism 4.89 1.10 4.84 1.24 4.86 1.18

humor 5.35 1.07 5.04 1.18 5.16 1.15

spirituality 4.68 1.29 5.08 1.28 4.92 1.30

기심, 개방성, 학구열, 통찰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삶에 만
족하는 집단이 불만족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용기 덕
목의 용감성, 인내, 진정성, 활력의 평균과 표준편차도 삶
에 만족하는 집단이 불만족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
간애 덕목의 친절을 제외한 사랑, 사회성은 삶에 만족하
는 집단이 불만족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의 덕목의 
시민의식, 공정성, 지도력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삶에 만
족하는 집단이 불만족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절제 덕
목의 자기조절을 제외한 용서, 겸손, 신중성의 평균과 표
준편차는 삶에 만족하는 집단이 불만족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월성 덕목의 희망・낙관성, 유머를 제외한 
심미안, 감사, 영성은 삶에 만족하는 집단이 불만족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다.

4.2 삶의 만족여부에 영향을 주는 성격적 강

점 요인

삶의 만족여부에 영향을 주는 성격적 강점 요인을 독
립변수로 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및 집단 분류
의 정확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Model fit test and accuracy of life satisfaction 

classification

Predictive value

affects the life 

satisfaction

Classificati

on

Accuracy

( % )

dissatis

faction

satisfa

ction

dissatisfaction 110 27 80.3

satisfaction 46 50 52.1

Total(%)   68.7

(Intercept model - 

model theory)
40.74(df=24, p=.018)

Hosmer and Lemeshow 

statistics
7.28(p=.506)

-2Log likelihood 275.01

Cox & Snell   .160

Nagelkerke   .216

모형에 포함된 모든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0인지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절편만을 포함하고 있는 모형의 
-2Log 우도와 연구자가 설정한 이론모형의 -2Log 우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즉, 모형에 있어서 예측성 검정의 값인 
값은 40.74이고 유의확률은 .018로 성격적 강점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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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life satisfaction

Primary factors of character strength B S.E. Wald
Degree of 

freedom
P-value Exp(B)

open-mindedness .203 .163 1.558 1 .212 1.225

curiosity -.081 .170 .226 1 .634 .922

love of learning .202 .129 2.445 1 .118 1.224

creativity -.094 .139 .455 1 .500 .910

perspective .037 .141 .068 1 .794 1.038

bravery -.040 .139 .084 1 .772 .961

persistence -.051 .219 .053 1 .818 .951

integrity .064 .145 .196 1 .658 1.066

vitality -.347 .177 3.842 1 .051 .707

love .354 .175 4.074 1 .044 1.425

kindness .132 .159 .684 1 .408 1.141

social intelligence .065 .152 .186 1 .667 1.068

citizenship -.145 .197 .546 1 .460 .865

fairness -.436 .171 6.511 1 .011 .647

leadership -.027 .144 .035 1 .852 .973

forgiveness -.158 .144 1.205 1 .272 .854

modesty .065 .164 .157 1 .692 1.067

prudence -.114 .180 .400 1 .527 .892

self-regulation .307 .216 2.028 1 .154 1.360

appreciation of beauty and excellence -.362 .154 5.525 1 .019 .696

gratitude -.113 .144 .613 1 .434 .893

hope・optimism .184 .145 1.606 1 .205 1.202

humor .300 .151 3.960 1 .047 1.350

spirituality -.289 .129 5.039 1 .025 .749

Constant .754 1.834 .169 1 .681 2.126

위요인인 인간애 덕목의 사랑, 정의 덕목의 공정성, 초월
성 덕목의 심미안, 유머, 영성에 의해 삶의 만족여부 여부
를 예측하는 모형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종속변수의 변화량에 대
한 설명력을 지닌 지수인 Nagelkerke  은 .216으로, 성
격적 강점의 하위요인이 삶의 만족 변화량의 21%를 설
명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전체
적인 적합도를 나타내는 Hosmer와 Lemeshow 검정값
(7.28)이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기 때문에 수용할만한 수준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형에 의하여 삶의 만족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예측률은 불만족의 경우 전체의 80.3%, 만족의 
경우 전체의 52.1%가 정확히 분류되어 전체적으로는 
68.7%의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삶의 만족여부에 대한 개별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
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성격적 강점의 하위요인 중 인간애 덕목의 사랑(Wald 
= 4.07, p=.044), 정의 덕목의 공정성(Wald = 6.51, 
p=.011), 초월성 덕목의 심미안(Wald = 5.52, p=.019), 초
월성 덕목의 유머(Wald = 3.96, p=.047), 초월성 덕목의 

영성(Wald = 5.03, p=.025)이 유의수준 .05에서 삶의 만
족여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산출된 로지스틱 회귀모형식은 다음과 같다.

Logit(life satisfaction)=
.754+.354(love)+.300(humor)-.289(spirituality)-.362(app
reciation of beauty and excellence)-.436(fairness)

그러므로 성격적 강점 요인 중에서 사랑, 유머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만족할 확률이 더 높아지며, 영성, 심미안, 
공정성 점수가 낮을수록 삶에 만족할 확률이 높아진다. 
삶의 만족 여부에 대한 영향력은 사랑, 유머, 영성, 심미
안, 공정성 순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회귀계수(B)는 다른 독립변수
들의 값을 일정하게 하였을 때 독립변수의 값이 1단위 증
가하면 삶에 만족할 확률이 불만족할 확률보다 만큼 
증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독립변수들의 점수가 동
일하다고 할 때 각 독립변수에서 1점 높은 점수를 받은 
성인은 삶에 만족할 확률이 불만족할 확률보다 성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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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의 하위요인 중 사랑에서 =1.42배 정도 높아진다
고 예측할 수 있다. 이때 는 자연상수로서 2.718의 값을 
가지며 은 으로 1.42이다. 따라서 삶에 만
족하기 위해서는 성격적 강점 요인의 하위요인 중 사랑 
점수를 높여야 한다. 또한 유머에서는  =1.35배 정도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때 은 으로 
1.35이다. 따라서 삶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성격적 강점 
요인의 하위요인 중 유머 점수를 높여야 한다. 영성에서
는  =.74배 정도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때 
은 으로 .74이다. 따라서 삶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성격적 강점 요인의 하위요인 중 영성 점수를 
낮추어야 한다. 감상력에서는  =.69배 정도 높아진
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때 은 으로 .69
이다. 따라서 삶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성격적 강점 요인
의 하위요인 중 심미안 점수를 낮추어야 한다. 공정성에
서는 =.64배 정도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때 
은 으로 .64이다. 따라서 삶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성격적 강점 요인의 하위요인 중 공정성 점수
를 낮추어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여부에 영향을 
주는 성격적 강점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삶의 만족여부에 
따른 성격적 강점의 차이와 삶의 만족여부에 영향을 주
는 성격적 강점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삶의 만족여부에 따른 성격적 강점의 차이를 살
펴본 결과 24개의 성격적 강점 중 인간애 덕목에서의 친
절과 절제 덕목에서의 자기조절, 초월성 덕목에서의 희
망・낙관성, 유머 강점 요인만이 삶에 만족하는 집단보다 
불만족 집단이 높게 나타나고, 나머지 성격적 강점은 만
족 집단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이나 일반적인 선택 기준(연봉, 
지위, 외모, 재산, 취미 활동)보다 자신의 강점과 일치하
는 직업, 인간관계, 취미 활동을 선호했으며[4],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격강점과 긍정심리치료가 행복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며[9], 성격적 강점을 활용하는 경우 주관
적 안녕감과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26] 선행연구
를 통해 보았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지혜 및 지식과 관련된 강점을 제
외한 대부분의 강점들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

[16, 24]와 유사하게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만족 
집단이 불만족 집단에 비해 행복도가 높으며, 이는 본 연
구에서 만족 집단이 불만족 집단에 비해 다양한 성격적 
강점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둘째, 삶의 만족여부에 영향을 주는 성격적 강점요인
을 살펴본 결과 성격적 강점의 하위요인중 인간애 덕목
에서의 사랑, 정의 덕목에서의 공정성, 초월 덕목에서의 
유머, 심미안, 영성이 삶의 만족여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적 강점요인 중에서 인간애 
덕목의 사랑과 초월성 덕목의 유머 점수가 높을수록 삶
에 만족할 확률이 더 높아지며, 초월 덕목에서의 영성, 심
미안, 정의 덕목의 공정성은 점수가 낮을수록 삶에 만족
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삶의 만족에 대한 영향력은 사
랑, 유머, 영성, 심미안, 공정성 순으로 분석되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
을 미치는 성격적 강점은 영성, 사랑, 열정, 용감성, 용서, 
지혜, 겸손의 순으로 나타났고, 영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요인이었다[2]. 또한 대학생들의 행복지수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성격적 강점은 사랑, 친절, 인내, 희망의 순
이었다[10].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의 사랑, 유머, 영성, 심
미안, 공정성 순으로 분석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
지만 인간애 덕목에서의 사랑은 모두 공통된 결과를 나
타내고 있었다. 인간애 덕목 중 사랑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중시하며 나눔과 실천을 중시하는 대인관계적 강
점으로 상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경쟁보다는 함께 이
루어나가는 능력과 함께 상대방의 밝은 면을 보고 유쾌
한 농담으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능력으로 
타인의 기쁨과 함께 자신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음을 짐
작해볼 수 있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성격적 강점으로 지성적 
강점(학구열, 창의성, 판단력)보다 감성적 강점(열정, 감
사, 희망, 사랑, 호기심)과 같은 요인이 더 밀접한 관계를 
나타낸 것[16, 25]과 유사한 결과였다. 한편, 대학생들은 
정의 덕목인 공정성과 초월 덕목의 영성, 심미안 점수가 
낮을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정의 덕목의 공정성은 타
인에 대해 편향적 감정을 개입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
등하게 대하는 강점 요인으로 인생의 완숙함을 갖춘 
중・장년층시기에 갖출 수 있는 강점을 대학생 시기에 
일반적인 강점으로 갖추기는 어렵다고 본다. 더군다나 치
열한 경쟁과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하는 대학생들에겐 초월 덕목에서 영성과 감상력 또한 
추상적인 강점으로 실질적으로 체감되지 않는 강점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반면 대학생활에서 원활한 대인관계 강점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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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유머를 통해 인기를 얻고 어려운 시기를 긍정적인 
마음자세로 바라볼 수 있는 등의 기회 획득을 위한 가능
하고 구체적인 강점이 계발될 때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성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강점이 희망・낙관성, 용감성, 신중성, 열정인 것[8]에 반
해 본 연구에서는 사랑, 공정성, 감상력, 영성이 삶의 만
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
과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강점은 분명 다
른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처한 시기적 특성에 따라 학습
에 의해 계발 가능한 성격적 강점을 미리 파악하여 긍정
적인 방향으로 지도해 나갈 때 향후 삶의 만족은 크게 높
아질 것으로 본다. 성격적 강점은 행동으로 표현하고 발
휘 할수록 더 향상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에 기쁨이
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삶의 만족도
는 점점 더 향상 되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 행복하게 시작하기 위하여 이에 맞는 교육
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대학
생들의 삶의 만족을 고취하기위하여 사회 적응에 중요한 
성격강점 계발 프로그램 참여나 강점 계발 활동, 강점에 
맞는 진로 선택 등의 적절한 활동을 제공하여 대학생 스
스로 자신의 성격적 강점에 맞는 진로선택을 함으로써 
삶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끝으로 대학생들의 세부적인 전공별 영역의 차이에 따
라 삶의 만족 여부에 영향을 주는 성격적 강점 요인의 후
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에 
참여한 인원이 적어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된 연구대상
의 확충이 보완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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