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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 공공 DB에 데이터마이닝 기법인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적용하여 국내 청소
년의 삶의 만족도 증진에 관한 의미 있는 의사결정 규칙을 추출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
널조사(KYCPS) 중에서 중1 패널데이터의 4~6차연도 자료인 고등학생 학년별 자료를 활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으로 추출된 영향요인은 1학년은 전체 성적 만족도, 주의집중 문제, 우울, 자아 탄력성, 애정, 과잉간섭, 학습활동, 교사 
관계, 2학년은 가정의 경제 수준, 건강상태, 전체 성적 만족도, 신뢰, 소외,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 관계, 
3학년은 가정의 경제 수준, 전체 성적 만족도, 우울, 자아 탄력성, 애정, 학대, 학교규칙, 교사 관계로 나타났다. 의사결정
나무 기법을 적용한 결과 국내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정서 문제, 학교성적, 가정의 경제적 환경, 학교적응 
등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제어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YCPS), 데이터마이닝, 로지스틱 회귀분석, 의사결정나무 분석, 삶의 만족도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application of the data mining techniqu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decision tree analysis to the domestic public database called Korean Children Youth Panel Survey 
(KCYPS) to derive a series of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enhancement of life satisfaction of 
domestic youth. As a result, the general impact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for each grade were derived 
from logistic regression. Using decision tree analysis, we came to conclusions that those factors such 
as depression, overall grade satisfaction, household economic level, and school adaptation play crucial 
roles in affecting high school adolesscents’ life satisfaction. 
Key Words :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Data Mining, Logistic regression, 

Decision Tree Analysis,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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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9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18 한국아동 

종합 실태조사’ 결과에서 한국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100
점 만점에 66.2점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
했다. 이전 조사인 2013년 조사의 60.3점보다는 소폭 상
승했지만, OECD 회원국의 아동 평균 삶의 만족도인 76
점보다 10점 가까이 낮은 결과다. 

청소년기는 자아가 성숙해가는 시기로 일생에서 중요
한 시기이며 삶의 양식과 행동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시
기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발달은 일생 전체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1] 청소년 시기의 삶의 만족 및 긍정적인 정
서 작용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청소년 시기에 낮은 삶
의 만족도를 느끼게 되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을 부정
적으로 인식하여 우울, 중독, 비행, 자살시도 등과 같은 
심각한 청소년 문제가 초래된다[2]. 따라서 청소년 문제
를 예방하기 위해선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원인
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해야 한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전반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의
미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가정된 조건에서 삶의 만족도에 관한 요인
을 검증하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보완
하고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
사의 전체 데이터[3]를 활용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공공데이터란, 공공
기관이 만든 정보나 자료를 일컬어 말하는 것으로 데이
터화, 전자화된 자료 등을 의미한다. 자료들은 공공기관
이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목적에 맞게 생성 또는 취득하
여 관리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기관은 소유한 
공공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
도록 개방한다. 이를 ‘공공데이터 개방’이라 부른다. 이는 
공공기관이 데이터의 실사용자인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
하여 재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사업적이나 비영리적
으로 이용할 권한을 주는 것이다. 공공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통계 분석 기법과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고
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을 도
출하고, 기존의 연구들이 고려하지 못했던 요인들을 발견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을 찾아내는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

고, 이를 통해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 증진방안을 제시
한다. 공공데이터를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해 활용하
면, 개인이 수집하기 어려운 다량의 정형화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 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서 제공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이
전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중 학년별로 나
누어 전체적인 원인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들을 학년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기존 문헌들을 
살펴본다. 3장에서 본 연구에서 실행한 연구방법과 데이
터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삶의 만족도를 판단하는 예
측모형이 형성되는 실험 과정에 관해 설명한다. 4장에서 
연구의 결과를 설명하고, 5장에서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
도 개선을 위한 방법들을 제시한다. 마지막 6장에서 연구
의 요약과 더불어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다룬다.

2. 이론적 배경
2.1 주관적 삶의 만족도

다양한 분야의 학자에 의해 각기 다르게 정의되고 있
는 삶의 만족도는, 생활 만족도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
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삶의 만
족도에 대한 개념은 공통으로 개인이 삶에 대해 주관적
인 인지하고 평가하는 것이라는 속성을 가진다. 본 연구
에서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반
을 두어 내·외부적 요인 등의 영향으로 개인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2018 한국아동 종합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냈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성장기라는 시기적 특성 때문
에 내·외부적인 요인에 모두 영향은 받는다[4]. 따라서 청
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연구하기 위해선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 요인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5]. 선행연구를 기반
으로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교생
활 및 환경적 요인’, ‘개인 내적 요인’ 그리고 ‘부모ㆍ가정
생활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의 내적 요인이란 
개인이 느끼는 심리, 정서적인 요인이다[6]. 이는 청소년
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특
히 내적 요인 중 자아존중감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삶의 
질과 정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의 삶
의 질과 우울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를 통해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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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우울감은 삶의 만족도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 삶의 대부분은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생활을 환경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
다. 박가화와 이지민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 행동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또한, 부모로
부터 부정적인 양육 행동의 경험이 자녀의 부정적 자기
개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악영
향을 미친다고 한다[7]. 부모와 자식의 긍정적인 관계는 
청소년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전반적인 불안감을 낮춘다
고 한다[8].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애착을 형성할수록 삶에 대한 안녕감이 높다고 나타났다. 
이외에도 가정환경의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방식, 가정의 
경제 수준 등이 있다.

가정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은 삶의 많은 부분을 학교
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만족하는 
정도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9]. 
교사ㆍ친구 관계, 학교에서 진행되는 학습활동과 같이 학
교 내적인 요인들은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된다[10, 11]. 이주리는 학업성취가 청소년의 삶
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한다. 이
와 관련해서 친구 및 교사 관계도 중요한 변인이 된다고 
한다. 교사ㆍ친구 관계가 나쁘면 낮은 성적으로 이어지
고, 이는 가정까지 이어져 부모와의 관계까지 악화시키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악영향을 끼친다[12].

이처럼 청소년의 특수한 시기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내적 요인, 가정 및 학교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
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며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2.2 데이터 마이닝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고 의사결

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
이라고 한다[13]. 대량의 데이터에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데이터로부터 패턴이나 규칙
을 발견하기 위한 자동화, 반자동화된 도구가 데이터마이
닝 기법이다[14].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기본 요소는 데이
터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정확한 정보를 추출
하는 것이다. 대량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비롯하여 다양한 
패턴을 찾는 과정으로 지식 정보 추출의 중요한 과정이다.

데이터마이닝 기법은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고, 데이터
의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15]. 기본적인 목적에 따라 예측, 분

류, 군집화, 연관규칙 추출로 구분할 수 있다.
회귀분석은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통계 기법

의 하나로 데이터 간의 모형화를 위한 중요한 데이터 분
석방법이다. 종속 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선형으로 
찾아, 적합한 모형을 통해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독
립변수의 수에 따라 단순회귀와 다중회귀로 나눌 수 있
으며 독립변수가 여러 개가 쓰이는 다중회귀의 방법이 
예측률이 높다. 선형 회귀분석은 선형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간데이터에 적합한 방법이다. 하지만 범주데이터
에 대한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방법이 적합하다.

의사결정 나무는 의사결정 규칙을 도표화 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소집단으로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기
법이다. 의사결정 나무 분석은 범주형ㆍ구간데이터 모두 
분석이 가능하고 다변량 분석의 기존 가정인 선형성, 정
규성, 동분산성의 조건을 전재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
한, 분석 결과가 시각적으로 도표화 되어 나타나기 때문
에 쉬운 해석이 가능하다. 구간데이터로 이루어진 변수가 
많으면 모형의 예측력이 떨어질 수 있고, 결정규칙을 구
성할 때 적정 수준보다 많은 변수를 선택하면 과적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6].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결과는 사례나 적용 분야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고, 기법마다 장ㆍ단점이 존재한다. 따
라서 데이터의 크기, 유형 등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적절한 기법을 선택해야 한다.

2.3 선행연구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연구를 위하여 한국아

동·청소년패널조사(KCYPS)데이터를 사용한 선행연구들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내적 요인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
다. 박소리 등은 학교 급전환기 청소년들을 통하여 또래 
의사소통과 우울감, 삶의 만족도의 구조적인 관계를 연구
하였다[17]. 그 결과 또래 의사소통은 우울을 매개로 하
여 삶의 만족도에 간접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김명자 등
은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 애착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인
과관계를 연구하였다[18]. 그 결과 또래 애착과 삶의 만
족도 모두 이전 시점의 경우가 이후 시점의 경우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전 시
점의 삶의 만족도의 경우 이후 시점의 또래 애착에 영향
을 준다고 하였다. 김은영은 초등학교 6학년의 학습습관
과 정서적 문제가 삶의 만족도에 주는 영향을 연구하였
다[19]. 그 결과, 초등 6학년의 학습습관과 정서적 문제
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남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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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학습습관의 영향력이, 여학생의 경우 정서 문제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정서 문제에서는 남녀 모
두 우울감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내적 
요인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또래 의사소통, 우울
감, 또래 애착 등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했다.

둘째, 학교생활 및 환경적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명자, 손은령은 학업 성취도가 삶의 만족
도에 주는 영향을 연구하였다[20]. 그 결과 학업 성취도
가 학교생활 적응에 주는 영향과 학교생활 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주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학교생활 적
응은 학업 성취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정윤주, 이상열은 청소년의 학업성취(학
업 성취도와 학업성취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주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21]. 그 결과 학업 성취도는 삶의 만족
도에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학업성취만족도는 삶의 만족
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객관
적 지표인 삶의 만족도보다 주관적 지표인 학업성취만족
도가 삶의 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
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학업 성취도, 학업성취만족도, 학
교생활 적응과 같은 요인이 청소년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모 및 가정생활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다
음과 같다. 하영명, 정소희는 또래 애착과 부모 양육 행동
이 삶의 만족도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22]. 
그 결과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가정 경제적 수준이 높을
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삶의 만
족도가 더 높다고 하였다. 또한, 또래 애착(의사소통, 신
뢰, 소외)과 긍정적 양육 행동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천희영 등은 초등학교 5학년의 삶
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의 유형화를 연구하였다
[23]. 그 결과,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으로 성적 만족
도, 자존감, 양육방식, 또래 애착, 학교 생활적응이 나타
났다. 변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주는 영향력은 성별의 구
분 없이 자존감, 학교 생활적응, 양육방식 그리고 또래 애
착 순으로 높았고, 여아의 경우는 성적 만족도 또한 유의
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조형정, 윤지영은 초등 고학년
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6]. 
내적 변인으로는 자존감, 건강, 성적, 교우 간 신뢰가 부
모의 요인으로는 방임적인 양육 태도가 초등학생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학교 및 환경 요인으로
는 지역사회 인식, 다문화 수용, 교사와의 관계가 삶의 만
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 부모 및 가정생활 요인

을 분석한 결과, 가정의 경제 수준, 건강상태, 종교, 양육
방식, 방임적 양육 태도 등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데이터 이
외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서인선 등은 서울지역 초등 고학년의 자아존중감, 우
울감, 행동적 공격성이 삶의 만족도에 주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24]. 초기 청소년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자아존중감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우울감과 행동적 
공격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는 부분적인 매개 효과가 있지만, 우
울감과 삶의 만족도는 매개 효과가 없다고 나타났다.

김기년과 탁진국은 청소년들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삶
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였다[25]. 그 결과 한국 청소년
의 삶의 만족도가 성별과 연령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
으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상호 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나이가 증가하면 친구 만족을 제외한 자기만
족, 가족 만족, 학교 만족, 주거환경 만족 그리고 삶의 만
족과 같은 요인의 점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
하였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요
인이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다
양한 방식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
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동·청
소년 삶의 만족도를 다룬 연구들의 경우 연구 의도에 맞
추어 변인들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청소년 전체를 대표하
고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3. 연구방법
3.1 자료와 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 중 1
패널 데이터 4~6차 자료를 통해 고등학교 학년별로 
2,351건을 분석 데이터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통합 데이
터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개년에 걸쳐 매년 추적
조사를 한 자료로 설문자의 주변 환경, 개인발달 영역, 발
달환경 영역, 가정환경 등에 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에서의 모든 질문은 조사자의 자기 보고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데이터 마이닝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전처리 과
정을 통해 변형한 후, 연구에 이용될 초기 독립변수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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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불필요한 자료와 결측치를 제거
하는 데이터 정제 과정을 통하여 고등학교 1학년 1,958
건, 2학년 1,584건, 3학년 1,646건의 데이터로 선별하였
다. 학년별 데이터에서 1학년의 1,958건의 데이터 중에
서 삶의 만족도 관련 질문에 만족이라고 답변한 경우가 
1,471건(75.13%)이고 나머지 487건(24.87%)은 불만족
으로 나타났다. 2학년의 1,584건의 데이터 중에서 만족
은 1,171건(73.93%)이고 불만족은 413건(26.07%)이었
다. 3학년의 1,646건의 데이터에서 만족은 1,294건
(78.61%)이고 불만족이 352건(21.39%)이었다. 

3.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 중1 

패널 데이터 4~6차 자료의 다양한 변인 중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데이터에서 목표변수에 대한 데이터 균형화
(Data Balancing)를 실시하기 위해 10개 표본을 추출하
여 분석하였다. 변수 선택(Feature Selection)에서 목표
변수에 큰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을 통하여 최종 선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의사결정 나무(Decision Tree) 알고리즘으
로 표본별 예측률을 확인하였다. 그 후, 구축된 예측모형 
중 최고 예측률을 보인 모형을 통하여 학년별 삶의 만족
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분류규칙을 찾았다. 연구에서 사용
하는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은 변인의 수가 많을수록 
복잡한 결과를 도출한다. 의사결정 나무모형으로 나타내
기 위하여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 중에 필요한 요인을 
다시 선택하고 분석해야 한다. 본 연구의 연구 순서는 
Table 1과 같으며 분석 도구로 R3.6.1을 사용하였다.

Step 1. Data Pre-Processing
＊ Eliminate unnecessary factors
＊ Remove missing value

▼
Step 2.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 Analyze factors affecting the life-satisfaction through R
＊ Extract factors affecting the life-satisfaction of high school 

students
▼

Step 3. Decision Tree Analysis
＊ Analysis at factor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rough C5.0 

algorithm of R
＊ Indicate most influential factors to the high school 

life-satisfaction
▼

Step 4. Influence Factor Interpretation
＊ Interpret the causal relationship factor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ife-satisfaction of the high school

Table 1. Stage of research

3.3 변수 선정
3.3.1 변수 선정 및 처리
변수 선정은 변수 특성을 고려하고 데이터마이닝 기법

에 적용하기 위한 과정이다. 데이터마이닝 기법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효과적이지만, 무리하게 많은 
수의 예측변수를 투입하게 되면 과대 적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목표변수에 대한 예측모형을 도출할 때, 예측
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수가 함께 존재한다면 예측모형
의 정확도가 낮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분석 
과정에서 불필요한 독립변수를 제거하여 적절한 변수들
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26]. 

활용 자료가 학생들의 자기 보고식 설문 자료를 수집
한 표본이라 많은 결측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결측
치는 분석에 활용 가능한 표본 수를 줄이거나 잘못된 결
과를 도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결측치와 불성
실한 답변을 한 표본들은 삭제 조치하였다. 

3.3.2 목표변수와 독립변수 
목표변수는 ‘삶의 만족도’로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은 편’, ‘그런 편’,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
져 있다. 이때 연구결과를 간단하고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만족(0)’과 ‘불만족(1)’ 두 개의 등급으로 그룹화
하였다. (‘만족’ : ‘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 ‘불만족’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 후 설문
조사 대상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바탕으로 한 예측모형을 
만들기 위하여 삶의 만족도를 목표변수로 채택하였다. 

Fig. 1. Research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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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변수의 값은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만족’과 ‘불만
족’으로 나뉜다. 독립변수 선정을 위해 인구 사회학적 요
인, 가정환경, 학교생활 및 환경, 부모, 개인의 내적 요인 
등으로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었다. 변수 중 가구 연간 
소득, 월평균 용돈 등 연속형 변수는 본 연구의 분석방법
인 의사결정나무에서 결과 해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범주
형 변수로 변환하였다. 독립변수들은 추후 연구의 간명성
을 위해서 2점 척도로 그룹화될 수 있다. 목표변수를 제
외한 변수 중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독립변수를 선정하였다. 방법은 범주형 데이터의 변수 선
정에 유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했으며 학년별로 
1학년은 8개, 2학년은 9개 그리고 3학년은 8개의 독립
변수가 선정되었다. Table 2는 전처리 작업을 통하여 선
택된 독립변수와 목표변수 1개에 관한 정보를 보여준다.

3.4 데이터 균형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사용해서 예측모형을 만들 때, 

목표변수의 값이 특정 클래스에 몰려있는지 확인해야 한
다. 목표변수의 값이 특정 클래스에 편향된다면 관측대상
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에 학습이 집중되어서 그 클래
스만을 비교적 잘 분류하게 된다[27]. 따라서 예측모형을 
만들기 전에 관측값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클래스의 
비율에 맞추는 언더샘플링(Under Sampling) 작업이 진
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표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만족’과 ‘불만족’ 2개의 클래스로 구분된다. 이때 학년별
로 불만족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더 낮으므로 불만족이라
고 답변한 1학년 487건, 2학년 413건 그리고 3학년 
352건에 맞추어 언더샘플링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1학
년 데이터 974건, 2학년 데이터 826건 그리고 3학년 데
이터 704건의 수로 각각 10개의 표본씩 총 30개의 표본
이 실험에 사용할 최종데이터로 연구가 시행되었다. 

4. 결과
4.1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목표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가 목표변수에 유
의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분석방법으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R3.6.1을 사
용하여 ‘삶의 만족도’를 목표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Grade Number Content Value

1

F1 Overall Grade 
Satisfaction

Very satisfied, satisfied, 
dissatisfied, very dissatisfied

F2 Emotional problem: 
lack of attention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F3 Emotional problem: 
depression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F4 Self-awareness : 
Ego resiliency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F5 Parenting: Affection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F6 Parenting: 
Overinterference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F7 School Adaptation: 
Learning Activities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F8 School Adaptation: 
Teacher Relations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Target life satisfaction satisfied, dissatisfied

2

F1 Economic Evaluation 
of Household

Very well-off, well-off, usually, 
poor, very poor

F2 Evaluation of health 
condition

 very healthy, healthy, 
unhealthy, very unhealthy 

F3 Overall Grade 
Satisfaction

Very satisfied, satisfied, 
dissatisfied, very dissatisfied

F4 age attachment: 
trust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F5 age attachment: 
alienation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F6 School Adaptation: 
Learning Activities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F7 School Adaptation: 
School Rules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F8 School Adaptation: 
Friendship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F9 School Adaptation: 
Teacher Relations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Target life satisfaction satisfied, dissatisfied

Table 2. Variables used in experiments

3

F1 Economic Evaluation 
of Household

Very well-off, well-off, usually, 
poor, very poor

F2 Overall Grade 
Satisfaction

Very satisfied, satisfied, 
dissatisfied, very dissatisfied

F3 Emotional problem: 
depression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F4
Self-awareness : 

Ego 
resiliency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F5 Parenting: Affection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F6 Parenting: Abuse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F7 School Adaptation: 
School Rules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F8 School Adaptation: 
Teacher Relations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Target life satisfaction satisfied, dissatis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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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 결과, 목표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Table 2와 같이 고등학교 1학년은 8개로 전체 
성적 만족도, 주의집중 문제, 우울, 자아 탄력성, 애정, 과
잉간섭, 학습활동, 교사 관계를 예측변수로 하였다. 2학
년은 9개의 변수 가정의 경제 수준, 건강상태, 전체 성적 
만족도, 신뢰, 소외,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유관계, 교사 
관계를 그리고 3학년은 8개의 변수 가정의 경제 수준, 전
체 성적 만족도, 우울, 자아 탄력성, 애정, 학대, 학교규
칙, 교사 관계를 독립변수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4.2 학년별 데이터의 예측모형 결과
본 연구에서는 R3.6.1에서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요한 예측 요인과 분류규칙을 찾아내고자 한다. 
삶의 만족도의 주요한 예측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삶
의 만족도를 목표변수로 지정하였고 앞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추출된 변수들을 예측변수로 하였다. 이때 데이
터 균형화를 위하여 언더샘플링 방식으로 학년별로 10개
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먼저, R의 의사결정나무 알고리즘
을 사용하여 예측모형 학습에 사용될 60%의 학습데이터
와 형성된 예측모형을 평가할 40%의 검증데이터 비율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 ‘그런 편’,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진 예
측변수는 연구의 간명성을 위하여 2점 척도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 ‘그런 편’)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로 사전에 그룹화하였다. 별도
로 5점 척도(‘매우 못 사는 편’, ‘약간 못 사는 편’, ‘보통’, 
‘약간 잘 사는 편’, ‘매우 잘 사는 편’)로 이루어진 가정의 
경제 수준은 3점 척도로 잘 사는 편(‘약간 잘 사는 편’ + 
‘매우 잘 사는 편’), 보통, 못 사는 편(‘매우 못 사는 편’ + 
‘약간 못 사는 편’)으로 그룹화하였다. 

그 결과 Table 3과 같이 30개의 표본에 대한 예측모
형이 구축되고 학년별로 평균 예측률이 1학년 71.08%, 
2학년 71.34 그리고 3학년 71.24%로 나타났다. 분석된 
모형들을 바탕으로 표본 중에 최고 예측률을 보인 표본
은 1학년의 Sample 4로 74.87%, 2학년의 Sample 4로 
75.74% 그리고 3학년의 Sample 6, Sample 9가 
75.53%로 잘 예측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3학년의 
경우 Sample 6, Sample 9가 최고 예측률을 보였는데 
이 중 Sample 9를 선택하여 예측모형을 제작했다. 결과
를 바탕으로 제작한 각 예측모형의 ROC 커브는 Fig. 2, 
Fig. 3, Fig. 4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예측모형은 Fig. 
5, Fig. 6, Fig. 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년별 예측모

형에 대한 AUC와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 결과는 
Table 4와 같다. 

Grade Sample Number Prediction rate

First

Sample 1 70.51%
Sample 2 71.54%
Sample 3 72.56%
Sample 4 74.87%
Sample 5 70.00%
Sample 6 72.82%
Sample 7 68.72%
Sample 8 71.28%
Sample 9 74.36%
Sample 10 66.41%
Average 71.08%

Second

Sample 1 72.05%
Sample 2 72.20%
Sample 3 71.32%
Sample 4 75.74%
Sample 5 70.01%
Sample 6 73.22%
Sample 7 68.72%
Sample 8 70.00%
Sample 9 74.37%
Sample 10 67.56%
Average 71.34%

Third

Sample 1 73.40%
Sample 2 73.76%
Sample 3 67.38%
Sample 4 64.18%
Sample 5 66.31%
Sample 6 75.53%
Sample 7 73.76%
Sample 8 71.99%
Sample 9 75.53%
Sample 10 70.57%
Average 71.24%

Table 3. Prediction rate of Sample by Grade

AUC (%)
Positive 

Predictive 
Value (%)

Negative 
Predictive 
Value (%)

First Grade 
(Sample 4) 80.07 74.39 75.39

Second Grade 
(Sample 4) 72.43 70.55 69.82
Third Grade 
(Sample 9) 77.05 77.52 73.20

Table 4. Results of Highest Predicted Rate Sampl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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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of 
First Grade (Sample 4)

Fig. 3.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of Second Grade (Sample 4)

Fig. 4.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of 
Third Grade (Sample 9)

학년별로 최고 예측률을 보인 예측모형의 결과를 통하
여 고등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력이 있는 요인을 파
악하였다. 목표변수를 삶의 만족도로 설정하고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을 통하여 정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5. 삶의 만족도 증진방안
본 절에서는 실험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표본의 

결과를 토대로 각 학년에 대한 삶의 만족도 분류규칙을 
도출하고, 고등학생 학년별로 삶의 만족도를 증진할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Table 3에서 제시된 
예측모형의 학년별 최고 예측률에 관한 표본 결과를 활
용하고자 한다. 의사결정나무로 만들어진 예측모형은 분

Fig. 5. Decision Tree on the Life-Satisfaction of First Grade (Sample 4)



공공 DB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국내 청소년 삶의 만족도 분석에 관한 실증연구: 의사결정나무 305

류규칙들이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
과 해석이 쉬운 장점이 있다[4].

5.1 고등학교 1학년의 삶의 만족도 증진방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분류규칙의 경

우, 고등학교 1학년 Sample 4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Table 5의 1학년 분류규칙을 통하여 알 수 있다. Table 
5는 Fig. 1에서 보여준 1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불
만족인 4개의 규칙에 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Table 5에서 1학년의 삶의 만족도 분류규칙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칙 1을 살펴보면 학생이 우울
감을 느낄 때, 삶의 만족도가 불만족을 가리킨다. 이를 통
하여, 무엇보다 정서 문제인 우울감이 학생의 삶의 만족
도에 가장 높은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규칙 2를 살펴보면 우울감을 느끼지는 않지만, 학교의 학
습활동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면 살의 만족도가 낮은 것
을 알 수 있다. 규칙 1, 2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삶
의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정서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학습활동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우울감을 느끼는 학생들은 상
담을 통하여 우울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하려
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규칙 3, 4를 살펴보면, 양육방식 중 부모의 애정
에 불만족하거나 자아 탄력성이 부족한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자아 탄력성
이란 어떠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스트레스와 내면적인 불안감, 긴장 등에 대해 융통성 있
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가정에

Fig. 7. Decision Tree on the Life-Satisfaction of Third Grade (Sample 9)

Fig. 6. Decision Tree on the Life-Satisfaction of Second Grade (Sample 4)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6호306

서는 학생에게 더욱 많은 애정을 주어야 하며 자아 탄력
성을 높일 수 있는 훈련을 시도해야 한다.

5.2 고등학교 2학년의 삶의 만족도 증진방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분류규칙의 경

우, 고등학교 2학년 Sample 4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Table 5의 2학년 분류규칙을 통하여 알 수 있다. Table 
5는 Fig. 2에서 보여준 2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불
만족인 5개의 규칙에 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Table 5에서 2학년의 삶의 만족도 분류규칙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칙 1, 2, 3, 4를 살펴보면, 전
체 성적 만족도가 불만족인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

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교우관계, 가정의 경제 
수준, 건강상태, 소외가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2학년 학생들의 경우,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
스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외가 발생하지 않
도록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학생의 건강에도 신경을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규칙 5를 살펴보면, 전체 성적 만족도가 높더라
도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삶의 만족도가 점차 떨
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성적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프로그램
이 마련되어야 한다.

Grade Rule Content Prediction rate Ratio

First

1 Emotional problem: depression = depressed 92% 22%
2 Emotional problem = not depressed

& School Adaptation: Learning Activities = not adaptational 59% 21%

3
Emotional problem = not depressed 
& School Adaptation: Learning Activities = adaptational
& Parenting: Affection = dissatisfied 

57% 8%

4
Emotional problem = not depressed
& School Adaptation: Learning Activities = adaptational
& Parenting: Affection = satisfied
& Self-awareness : Ego resiliency = not good

52% 7%

Second

1 Overall Grade Satisfaction = dissatisfied
& School Adaptation: Friendship = not good 85% 8%

2
Overall Grade Satisfaction = dissatisfied
& School Adaptation: Friendship = good
& Economic Evaluation of Household = usually, poor,

74% 13%

3
Overall Grade Satisfaction = dissatisfied
& School Adaptation: Friendship = good
& Economic Evaluation of Household = well-off
& Evaluation of health condition = unhealthy

71% 5%

4
Overall Grade Satisfaction = dissatisfied
& School Adaptation: Friendship = good
& Economic Evaluation of Household = well-off
& Evaluation of health condition = healthy
& age attachment: alienation = alienated

63% 8%

5 Overall Grade Satisfaction = satisfied
& School Adaptation: Teacher Relations = not good 63% 6%

Third

1 Emotional problem = depressed 88% 21%

2
Emotional problem = not depressed 
& Overall Grade Satisfaction = dissatisfied
& Economic Evaluation of Household = poor

84% 9%

3
Emotional problem = not depressed 
& Overall Grade Satisfaction = dissatisfied
& Economic Evaluation of Household = well-off
& School Adaptation: School Rules = disobedient

82% 4%

4
Emotional problem = not depressed 
& Overall Grade Satisfaction = dissatisfied
& Economic Evaluation of Household = well-off
& School Adaptation: School Rules = obedient
& Self-awareness : Ego resiliency = not good

100% 2%

5
Emotional problem = not depressed 
& Overall Grade Satisfaction = satisfied
& Self-awareness : Ego resiliency = not good

59% 6%

Table 5. Classification Rules from Decision Tree Models of High School Life-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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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고등학교 3학년의 삶의 만족도 증진방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분류규칙의 경

우, 고등학교 3학년 Sample 9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Table 5의 3학년 분류규칙을 통하여 알 수 있다. Table 
5는 Fig. 3에서 보여준 3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불
만족인 5개의 규칙에 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Table 5에서 3학년의 삶의 만족도 분류규칙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칙 1을 살펴보면 학생이 우울
감을 느낄 때,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1학년과 같이 정서 문제인 우울감이 학
생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높은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서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규칙 2, 3, 4를 통해 전체 성적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함께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더불어 가정의 경제 수준 평가, 학교적응(학교규칙) 
그리고 자아 탄력성 또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
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가정에서와 함께 자아 탄력
성을 높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규칙 5에서 볼 수 
있듯이 우울하지 않고 성적에 만족하더라도 자아 탄력성
이 낮은 수준의 학생은 삶의 만족도 또한 낮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아 탄력성 또한 정서 문제(우
울)와 함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결론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아

동ㆍ청소년 패널조사(KCYPS) 중1 패널 데이터 4~6차 
자료를 이용하여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R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도출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가정환경 요인, 개인의 
정서·건강 문제, 양육방식, 또래 애착, 학교적응 등 여러 
가지의 변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로지
스틱 회귀분석으로 추출된 변인들을 선행연구들과의 비
교한 결과, 선행연구들에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주요
영향요인으로 언급되었던 변인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하
여, 학년별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
하고,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데이터 마이
닝 기법인 의사결정나무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학년별로 
삶의 만족도에 관한 예측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그 결
과를 이용하여 삶의 만족도를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안
을 제안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추출된 변인들을 이용하여 
의사결정나무 알고리즘으로 분석한 결과, 1학년은 정서 
문제(우울), 학교적응(학습활동), 양육방식(애정) 그리고 
자아 탄력성이 주요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다. 2학년의 
삶의 만족도 주요영향요인으로는 전체 성적 만족도, 학교
적응(교우관계), 가정의 경제 수준, 건강상태, 또래 애착
(소외) 그리고 교사 관계로 확인되었다, 3학년의 경우, 정
서 문제(우울), 전체 성적 만족도, 가정의 경제 수준, 학교
적응(학교규칙) 그리고 자아 탄력성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와 선행연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박소리 등과 
김은영은 정서 문제(우울)가 청소년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17, 19]. 본 연구는 1학년과 3학년
의 정서 문제(우울)가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둘째, 
김명자와 손은령, 정윤주와 이상열은 청소년 삶의 만족에 
성적 만족도가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20, 21]. 본 연구 
또한 2학년, 3학년 학생의 전체 성적 만족도가 삶의 만족
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 셋째, 본 연구는 
1학년의 삶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양육방식, 
2학년의 삶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교우관계, 
가정의 경제 수준, 교사 관계를 밝혔고, 3학년의 경우 가
정의 경제 수준이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교우관계, 가정의 경제 수준, 양육방식, 교사 관계
를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힌 조
형정과 윤지영의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6]. 넷째, 김명자와 손은령, 천희영 등은 학교적응이 청
소년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혔다
[20, 23]. 본 연구에서는 마찬가지로 학교적응이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모두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 밝혀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다섯째, 하영명과 
정소희, 조형정과 윤지영은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에 영향
을 주는 요인으로 밝혔으며, 본 연구에서 건강상태는 2학
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어 선
행연구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6, 22]. 여섯째, 본 
연구에서 또래 애착은 2학년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쳤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 김명자 등, 하영경과 
정소희, 천희영은 또래 애착이 청소년 삶의 만족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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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했다[18, 22, 23].
이를 통해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개인의 정서 문제, 전체 성적 만족도, 학교적
응 그리고 자아 탄력성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학업 경쟁을 통해 
오는 요인들도 있지만, 정서와 같은 개인의 내적 요인들
이 중요하다.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해서
는 개인의 내적 부분과 심리적 부분을 함께 키워주는 교
육 활동 및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자아 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 큰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 향상만을 위한 노력보다 학생들의 생활에
서 오는 행복과 만족을 위한 교육방식의 설계와 변화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조사는 학
년별로 조사질문지가 상이하여 전 학년을 아우르는 공통 
변인이 부족하였다. 이로 인해 고등학생 전반에 관한 삶
의 만족도를 조사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학
년별 표본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 데이터 마이닝 
분석 결과가 연구 대상인 학년별 고등학생들로 확대하여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한국아동ㆍ청소년 패널조사는 고등학생들의 삶의 만
족도를 위한 조사가 아니었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에 영
향을 주는 변수를 기틀로 재조사한다면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더욱 엄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쓰인 모든 척도는 자기 보고방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설문에 대한 응답이 
응답자들의 실제 생각이나 행동 수준보다 과장되거나 축
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기 보고방식 질문지 
외에 추가로 객관적인 측정을 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개
발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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