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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에서 고3까지의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학습활동과 삶의 

만족도 관계연구: 4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김선아

숭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dolescent Self-esteem, Career Identity, School Learning A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Change:

From Middle School to High School

Sunah Ki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oongsil Cyber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LGM) 분석을 활용하여 후기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의 변화모형을 도출하고 자아존 감,

진로정체감과 학습활동, 성별, 가구소득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여 후기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 상들은 한국청소년패 조사(KYCPS)의 1 패  3차년부

터 6차년도 자료를 활용했다. 연구분석 결과, 첫째, 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삶의 만족도 변화모형은 감소하

다가 다시 증가하는 2차 함수가 가장 합한 모형으로 도출되었으며 기치와 변화율 모두에 개인별 차가 유의미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 삶의 만족도변화에 향을 주는 시간의존 인 독립변수로는 학습활동이 모든 학년마다 정

으로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변화에 향을 미치는 시간독립 인 독립변수들

로는 성별과 자아존 감이 기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 감은 1차변화율과 2차 변화율에도 지속 으로 유의

미한 향을 미쳤다. 연구결과에 따른 후기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한 개입과 함께 실천  함의에 한 제안과 과제가 제시

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utilized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to investigate the trajectories of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changes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effects of self-esteem, career identity, school learning activity, 

gender, and household earnings on life satisfaction changes were examined. Data was obtained from the Korea Child

Youth  Panel Survey (KYCPS), a longitudinal study following students for 7 years. Year 3- 6 data was utilized. 

Results found that the life satisfaction trajectory resulted as a quadratic model in which individual differences were 

significant. Second, school learning activity used as a time variant variable had a positive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each year. Third, gender and self-esteem as time invariant variables had significant effects on initial levels 

while self-esteem had effects on the slope and quadratic change. Further implications and research issue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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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이 계속 추구하는 삶의 만족도에 한 논의는 우

리 아동청소년들에게도 매우 요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한 

이  연구들을 보면[1][2]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아동 삶의 질 국제조

사에서 실시한 세계 15개 국가의 아동청소년을 상으

로 한 삶의 질, 행복도, 삶의 만족도 등을 비교한 연구결

과, 우리나라 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가장 낮은 수를 

보고했고, 특히 등학교와 학교 사이에 크게 하락하

는 것으로 드러났다[1]. 청년 학생들의 경우에도 한국, 

일본, 미국, 인도, 라질 등 7개국의 1357명을 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한국 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라

질, 일본과 함께 평균 52%를 돌았는데 재 삶에 

한 만족도는 41.5%로 나타나[2] 우리 청소년들이 삶에 

한 만족도를 그리 높게 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이에 우리 청소년들이 삶에 한 만족감을 충분

히 느낄 수 있게 하기 한 방법을 시 히 강구해야할 

것이다. 

삶의 만족도란, 반 인 개인의 삶에 한 주 인 

경험으로[3][4] 자신이 경험하는 다양한 생활사건들, 사

회경제  환경, 인 계, 개인의 능력 등을 종합하여 자

신의 삶이 만족스러운가에 해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는 1961년부터 처음 제안된 개념으로 매일

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고, 자아

에 한 정 인 이미지를 가지고 자신을 가치 있다고 

느끼며 낙천 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라 본다

[5].

이런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일

반 인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만족감이 주

인 경험이어서 개인외  요인들보다는 개인내  요인이 

삶의 만족도와 련이 더 높다고 나타나기도 한다[6][7].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내면 인 요인들 에서 연 이 되

는 요인으로는 자아존 감, 진로정체감과 학습활동 등이 

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자아존 감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 비교  지속 인 

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개인 특성의 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8]. ,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

감에 지속 으로 요요소로 연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

다[7][9]. 

성인으로서 직업을 미리 비할 수 있는 진로정체감

은 직업에 한 자신의 능력과 목표, 흥미에 한 인지 

정도를 의미하는데[10],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이 높을

수록 삶의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연구결과들이 드러나고 

있다[11][12].  

학습활동은 청소년들이 부분의 일과를 학교에서 보

내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활동과 응이 삶에 있어서 굉

장히 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련연구에서도 학생이 

학교에서 주어진 과제물을 잘할 수 있다고 느낄수록 삶

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 우리나라의 경

우에는  OECD국가 에서 유일하게  공부시간이 긴 학

생들이 학업성취도와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 져

[14] 한국학생의 학습활동과의 계성은 더 자세히 살펴

야 할 필요성이 드러난다. 그 외에도 기존연구에서는 

성별차이나 가구소득과 련해서 다양한 결과들이 나타

나고 있으나 상반된 결과들이 있어 개인요인으로서 이에 

해서도 더 구체 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15][16]. , 후기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가 시간의 변

화에 따라 구체 으로 어떻게 변하는지에 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종단분석을 통해 

가장 민한 기간인 후기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

와 청소년들의 자아존 감, 진로정체감, 학습활동, 성별, 

가구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악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기 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악한다. 

둘째, 청소년들의 자아존 감, 진로정체감과 학습활

동과 삶의 만족도 변화의 계를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

년패 조사(KCYPS)’의 3차년부터 6차년까지의 학생들

을 상으로 한 자료를 활용하 다. KCYPS는 2010년부

터 2016년의 7년간 실시된 종단패 조사로 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이행과정을 찰할 수 있는 단기종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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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이다[17]. 본 연구의 연구 상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

(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방식을 사용해서 

국의 학생 1학년  표본으로 78개 학교를 선정하

여 각 학교마다 1개 학 씩 총 2,716명의 남녀청소년을 

상으로 진행했다. 선정된 표본  청소년  보호자 

상 조사를 진행한 후에 최종 패 로는 2,056개의 사례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2.2 측정변수

2.2.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종속변수로 3·4·5·6차년도에서 반

인 삶에 한 만족도를 측정한 변수를 활용했다.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의 문항으로 이루어졌고, 각 문항

은 4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역코딩하여 수가 높을수

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3이다.    

2.2.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내  요인인 자아존 감, 진로정체감, 학

습활동과 인구사회학  요인인 성별과 가구소득을 활용

했다. 

자아존 감 척도는 3차년도 Rogenberg[18]의 자존감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활용했다. 항목은 총 10개

로(‘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나는 내가 장 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내가 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

람이라고 느낀다’ 등) 구성되었고, 리커트 4  척도로 측

정되었다. 필요 문항들은 역코딩하여 수가 높을수록 

존 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해서는 

두개의 측정변수로 분류해서 구조모형에 활용했는데 각 

변수는 요인분석을 통해 2개의 요인으로 나타난 것을 활

용했다. 각 측정변수는 문항의 평균값으로 이루어졌다. 

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 .82이다.  

진로정체감은 3차년도의 Kong[19]의 척도를 7개 문

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했다(‘장래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있다’, ‘나는 장래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해 체로 방향을 정했다’ 등). 4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

도의 신뢰도는 Cronbach ⍺= .89 다. 

학습활동은 Min[20]의 척도를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했다. 5문항의 리커트 4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학습활동이 우수한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 .75 다. 학습활동은 따로 시간의존 변

수(time- variant)로 설정했다. 안정 인 다른 변수들과 

달리 학년이 올라갈수록 마다 수업내용, 교사, 활동이 바

어 향을 주기 때문이다[21]. 가구소득은 연간 가구

소득(단 : 만원)에 한 응답을 로그 변환하여 사용하

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형태와 만

족도의 변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해 

잠재성장모형(LGM:Latent Growth Modeling)을 사용했

다.  

LGM은 잠재  성장요인 추정을 통해 변수의 변화를 

정의하고, 개인의 변화함수와 시간에 따른 개인 간의 차

이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변화에 향을 주는 변수의 

악과 집단 차원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면에서 변화분

석에 합한 분석방법이다[22].

체 인 분석은 다음 2단계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첫째,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시간흐름을 통해서 

문제행동의 개인내 변화와 그 변화의 개인차에 한 함

수를 추정하고 가장 합한 모형을 분석했다. 둘째 단계

는 모형에서 각 개인차가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후 각 

독립변인들을 잠재요인인 기치와 변화율에 연결시켜, 

자아존 감, 학습활동, 진로정체감, 성별, 가구소득이 삶

의 만족도의 발달궤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

다. 특히 독립변수로 1수 모형에 투입하는 시간의존  

변수(time variant)와 2수 모형에 투입하는 시간독립  

변수(time invariant)로 나 어 분석했다. 여기서는 시간

의존  변수가 그 해의 만족도에 향을 다고 가정했

다. 본 연구에서의 잠재성장모형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

로 표 될 수 있다[23][24].

 

1단계:  Yti=�0i+ �1iTti + ℯti

        �0i = β00 + �0i

        �1i = β10 + �1i

Yti는 시 t에서 ℹ번째 개인의 값을, �0i와 �1i는 개

인ℹ의 기치와 일차변화율을 의미한다.

2단계:  Yti=�0i+ �1iTti + �2iXti +ℯti

        �0i = β00 + β01Wi +�0i

        �1i = β10 + β11Wi +�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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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Yti에 향을 주는 시간의존  변수 Xti를 투입한 

식은 와 같은데, �2i는 독립변수 Xti의 효과를 의미한

다. 시간 독립  변수 W를 넣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다음, 변수의 변화 형태가 이차함수 형태일 경우, 

일차함수모형 식에서 일차변화율의 제곱인 이차항을 추

가 으로 포함한다.

       Yti=�0i+ �1iTti + �2iT
2

ti+ℯti

       �0i = β00 + β01Wi +�0i

       �1i = β10 + β11Wi +�1i

       �2i = β20 + β21Wi +�2i

모형의 합도를 정하기 해 χ
2
, TLI, CFI, 

RMSEA 등의 합도 지수를 활용했는데, 모형 합성

의 단기 은 χ2은 확률이 .05보다 더 클 때이고, TLI, 

CFI는 .90이상, RMSEA .05이하일 때이다[25]. 결측치

는 완  정보 최 우도법(FIML)을 사용하 다[26].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상자들의 일반  특성으로는 남학생은 1041명

(50.6%), 여학생은 1015명(49.49%)이었고, 가족구성은 

부모모두 동거가 82.9%, 한 부모  비동거가 17.1%이

었고, 가족 연간소득평균은 4818만원이었다. 종교여부

는 58.5%가 없다, 기독교(천주교)가 29%, 불교가 

11.9%, 기타 .6%로 나타났다. 지역별 응답비율은 경기

도가 14.5%로 가장 많았고, 주시가 3.8%로 가장 었

다. 삶의 만족도는 평균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

다.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나있다.  

   

Table 1. Variable General Characteristics

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M 2.85 2.82 2.80 2.88 8.30 2.98 2.82 3.05 2.83 2.74 2.78 2.75 2.72

SD .67 .61 .58 .61 .58 .47 .67 .65 .75 .53 .49 .51 .54

1-4: Y3-Y6 Life Satisfaction, 5: Income, 6-7: self- esteem,  8-9: 

career identity, 10-13: Y3-Y6 school learning activity,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3.2 삶의 만족도 발달궤적 설정(1수준분석)

가장 합한 모형을 알아내기 해서 무변화모형, 선형

변화모형, 2차 함수변화모형으로 설정하여서 모형 합도

를 비교 분석하 는데 결과는 <Table 2>의 결과와 같다. 

Table 2.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Structural Model 

Fit

Model χ
2
(df) TLI CFI RMSEA

Model 1: Non-change 

model
85.49(8)

***
.95 .96 0.064

Model 2: Linear 

model
95.3(8)

***
.94 .95 0.068

Model 3: Quadratic 

model
36.6(4)

***
.96 .98 0.05

 ***
p<.001 

분석결과, 무변화 모형과 선형모델보다도 이차함수변

화 모형의 합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삶

의 만족도가 단순한 선형형태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곡

선으로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최종 으로 청소년의 시간

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모형은 이차함수모형을 선택하

다.

아래 <Table 3>를 보면, 최종 모델의 기치 평균은 2.86

으로 변량과 함께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의 

기치가 학생 간에 개인 인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율은 -.68로, 이는 시간이 한 단 (1년) 증가 하면 

만족도가 .68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차 함수 

변화율은 .025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의 

만족도 가 3부터 일정 수  감소하다가 후반부 시 에 

다시 증가하는 이차함수 모형의 형태라 해석할 수 있다.

Table 3. Growth Curve Parameters for Model of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Mean Variance

Intercept 2.86(.014)
***

.275(.014)
***

Slope -.68(.016)
***

.102(021)
***

Quadratic change .025(.005)
***

.005(.002)
**

Intercept- Slope correlation -.53
***

Intercept-Quadratic 

correlation

.39
***

Slope-Quadratic correlation -.92
***

**
p<.01, 

***
p<.001

분산도 모두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 기치나 선형, 

2차함수 변화율에 각각의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치와 선형변화율의 상 결과는 기치가 높을수

록 1차 변화율의 변화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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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치와 이차변화율 결과에서는 기치가 높고 1차 변화

율이 낮을수록 2차 변화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

타났다.    

3.3 삶의 만족도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2 수준분석)

다음은 연구문제에 따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독립

요인들이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서 최종모형인 2차 

함수에 요인들을 투입하고 결과를 분석했다. 최종 선택된 

모형의 결과, 모형 합도(χ
2
=625.5

***
, df=57, TLI=.89, 

CFI=.94, RMSEA=.06)가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

요인들을 포함한 최종 이차함수변화모형은 아래 <Fig 

1>과 같다. 

Fig. 1.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Change Model 

분석결과에서 먼  시간의존 인 변수를 투입한 결과

는 아래 <Table 4>에 나타나 있다.   

Table 4. Growth Curve Parameter estimates for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 Time variant 

variables. 

Path β

Y3 Life Satisfaction <--Y3 School Learning Activity .127
***

Y4 Life Satisfaction <--Y4 School Learning Activity 186
***

Y5 Life Satisfaction <--Y5 School Learning Activity .197
***

Y6 Life Satisfaction <--Y6 School Learning Activity .198
***

 
 

 ***
p<.001

시간의존 인 학습활동변수와 삶의 만족도의 계성 

결과는 모두 유의미하고 정 인 계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각 학년마다의 학습활동이 높을수록 그 해의 삶

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학생부

터의 학습활동이 정 이고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 요인으로 나타난다. 특히 6년차의 고3학

생들이 가장 강한 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연령이 높아도 학교 학습활동을 활발히 하면 

오히려 만족도가 연 이 더 큰 것임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투입한 시간독립 인 변수들의 계성 결

과는 아래 <Table 5>에 나타나 있다. 성별은 기치가 

유의미했고 자아존 감이 기치, 1차 변화율과 2차 변

화율에 모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는 남자일 때 삶의 만족도 기치가 높은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아존 감의 결과는 자아존 감

이 높을수록 만족도의 기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변화율과 부 인 계인 것은 자아존 감이 높아질

수록 삶의 만족도의 감소폭이 큰 부정  계라고 하기

보다는 기치가 높으면  감소율이 커져서 나타나는 결

과로 해석할 수 있다[27]. 

, 2차 변화율과 정 인 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

아존 감이 높아질수록 후반부에 다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치가 높은 학생들도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나도 다시 크게 증가한다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나 진로정체감은 유의미한 계성이 나

타나지 않았다. 개인내 인 요인에서는 진로정체성보다 

개인자신을 존 하는 자아존 의 심리요인이 청소년 후

기의 만족도와는 연 이 더 큰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Table 5. Growth Curve Parameter estimates for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 Time 

invariant variables. 

Var Intercept Slope
Quadratic 

change

Gender -.110
***

-.05 .045

Income -.031 .074 -.041

Self- esteem  .888
***

-.736
***

.687
***

Career identity -.021 -.054 .141
 

***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3부터 고3사이의 청

소년의 시간의 변화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모형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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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 다.  주요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청소년의 삶의 만족

도 변화모형은 2차 함수 모형이 가장 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3부터 고3까지의 모형인데 학교에서 고등학

교까지는 감소하다가 고등학교 후반부에 다시 만족도가 높

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와 비슷한 것

으로 나타난다[28]. 본 연구에서 특이한 은 만족도가 

고2 때까지 낮아지다가 고3시기에 높아진 것인데, 무조

건 만족도가 낮아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높아진 것

은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성숙도나 학업에 특별히 몰

두하는 시기상의 변화인가에 한 것은 좀 더 살펴볼 필

요가 있다고 본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만족도가 항상 나쁜 

것이 아닌, 성장하면서 다시 좋아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어 

개입의 여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기치와 1차, 2차 함수 변화의 변량이  모두 유의

미해, 삶의 만족도는 각 개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모두 동일하게 같은 것이 아

니라는 기존연구와 일치한다[8, 28]. 따라서 련연구를 

할 때에는 일반  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각 환경에 따라 

개인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이 요하게 고려

되어야함을 시사한다.

둘째, 시간의존  변수들의 연구결과, 각 학년도의 학습

활동이 그 해의 삶의 만족도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정 인 학교 학습활동참여가 삶의 만족도를 높

이는 바람직한 향을 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의 연구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13]. , 우리나라 고

생들의 독특성으로 입시와 학업의 요성이 제일 높은 시

기이므로[29] 학교학습이 만족도와 련이 있는 것임을 보

여주는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고3 학생들의 유의미한 

계성을 보더라도 발달연령이 제일 높아도 시기 으로도 학

교학습활동이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향을 미치는 시

간독립 인 요인들로는 성별과 자아존 감이 기치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인 경우와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기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의 결과는 이 의 연구들과 비슷한데[30] 청소년후

기에도 성별간의 만족도 차이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 결과로 청소년기 여학생들이 만족도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인지해야할 것이다. 

자아존 감은 1차 변화율과 2차 변화율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는데, 학년이 올라가도 지속

으로 변화에 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존감이 높을수록 일차변화율이 낮고 이차변화율은 

높았다. 결국 자아존 감이 높은 학생들은 기치가 높

아서 3에서 고2까지의 시기는 만족도가 더 감소하지

만,  고3 시기에 와서는 다시 증가하고 증가폭이 크다고 

해석된다. 이는 이 의 연구들과 비슷한데[24,30], 삶의 

만족도에는 자신의 개인내   요인인 자아존 감이 높으

면 스스로에 한 보호도 되고 일상에 해 만족하면서 

일 성도 지속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8].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에 미치

는 요인들 간의 계를 확인했는데 결과에 따라 다음 같

은 실천  함의를 제의하고자한다. 

첫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패턴은 단순한 것이 아

닌 청소년후기에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모형이므로 청소

년은 무조건 삶의 만족도가 감소한다고 보는 것보다 개

인 인 차이로 발달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

인 특징에 따라 연구하는 것이 요하다고 본다.  

둘째, 학교에서는 그 학년도의 학습활동이 정 으

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요한 발견으로, 학생으로서의 학교학습에 용할 수 

있다고 본다. 고학년이어도 학교의 학습활동이 요한 

향을 주는 것을 보아서 학교에서는 학생의 극 인 

참여격려와 다양한 교수기법, 활동을 연구하면 청소년들

의 만족도 개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거나 정 인 

향을 미치기 해서는 주요요인인 자아존 감, 성별을 

으로 포함한 개입이 필수 으로 나타난다. 자아존

감을 높이고 심리  안정을 한 상담이나 활동, 로그

램들이 더 활성화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31].

이는 여자청소년에게도 용되는 것으로 여자 청소년

을 한 맞춤형 만족도증진 로그램의 개발을 한다면 

더 효과 인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본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 과제로  연구는 특

정 패 자료만 활용해서 분석했기 때문에 측정된 변수들이 

청소년 자신만의 평가에만 의존했다는  제한 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다양한 자료를 포함하면 더 심층 인 결과

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기존의 종단자료를 활용했

기 때문에 변수측정을 더 세분화된 내용으로 측정할 수 없

음이 제한 이다. 차후의 연구로는 청소년후기의 발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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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성인 기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 것에 한 연구와 자아존 감처럼 강력한 개인외

인 향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연구하면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본 연구는 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4년간의 종단자료

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와 향요인들을 살펴

보았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며, 삶의 만족도를 증진

시킬 수 있는 개입과 방의 이론  기본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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