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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f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Methods: The data of the 6th Korean Child-Youth Panel Survey(KCYPS) was analyzed 

using the SPSS 24.0 and 24.0 AMOS program. Based on literature review, a hypothetical 

model consisted of six theoretical variables, twelve paths and seventeen measurable variables. 

Results: The modified model showed a goodness of fit to the empirical data(GFI=0.958, 

AGFI=0.940, NFI=0.945, RFI=0.931, TLI=0.904, RMSEA=0.055). Ten paths among twelve paths 

proved to statistically significant. Depressio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directly. Personal characteristics, parenting behavior,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directly and 

indirectly. Personal factors and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affect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to  

improve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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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삶의 만족은 인간이 일생을 살면서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  하나이며, 인생의 어느 시기든지 

요하며 일상생활 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의

하여 향을 받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삶의 양

식과 행동의 기반을 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

지므로 이 시기의 삶의 만족과 건강한 성장은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다(석말숙, 구용근, 2015). 우리

나라의 경우 어린이･청소년의 주  행복지수는 

해당 지표가 있는 OECD 가입 국가 22개국  최

하 로 매우 낮은 수 으로(염유식 등, 2016), 우리

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수 이 양호하지 않다.

청소년기는 신체 ･정신 으로 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심리  요구에 한 갈등이 많고 역할 

혼란을 경험하며 사회･심리 으로 불안정한 시기

이다. 자신과 미래를 부정 으로 인식하고 망하

게 되면서 만족스러운 삶과는 더욱 멀어지게 되

고 사회  문제로까지 심화될 수 있다(이순성, 

2010).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가 낮고 부정 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정  자아정체감과 

가치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

의 삶의 만족도에 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

다(이주리, 2008). 청소년들은 삶의 만족도가 낮을 

경우 다양한 부 응 인 행동들을 보이며, 자신의 

미래를 부정 으로 인식하고, 우울  자살로 이

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경

진･조성호, 2004). 이처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우울과 자살충동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와 연결되

어 나타날 수도 있다. 

삶의 만족도는 행복, 주  안녕, 심리  안녕, 

삶의 질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내리고 있다. 그러나 개

인이 주 으로 인지하고 있는 자신의 삶에 

한 반 인 평가라는 측면에서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안지혜 등, 2016). 청소년의 삶의 만

족도는 다양한 내  요인과 외  요인의 향으

로 삶에 해 느끼는 안녕감에 한 주  단

이며, 청소년이 발달과정에서 정 으로 잘 응

하며 건 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매우 요한 

지표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의 수

과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연구는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이들의 건 한 

발달을 돕는데 필요하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내  요인뿐 아니라 

다양한 외  요인에 의해서 향을 받기 때문에 

단편 인 향을 측정하기 보다는 내외  다양한 

요인들로 측정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부분의 

삶은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므로 가정과 학교

에서의 향요인들이 요한 외  요인이 되며, 

부모와 래 집단에 의해 많은 향을 받는다. 청

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 가정, 사회 등의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내  요인인 자아존

감  우울과 외  요인인 부모 양육행동  래 

애착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서 갖는 계성을 

구체 이고 통합 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부모

의 양육행동과 래 애착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

도에 요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선행연구(김신

경 등, 20014; 손보  등, 2012; 이순성, Oberte 등 

2011)의 결과에서 나타났다. 개인  특성으로 경

제  수 , 학업성 , 평균 수면시간, 비만(김옥선 

등 2006; 문재우, 2012)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삶의 만

족도에 향을 주는 내  요인은 개인이 느끼는 

심리 ･정신 인 요인(안지혜 등, 2016)을 의미하

며 자아존 감, 우울이 있다. 자아존 감은 삶의 

만족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김윤나, 박옥식, 2009; 석말순, 구용근, 2015), 자

아존 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

다. 부모 양육태도와 래 애착 같은 외부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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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아존 감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김수희, 2009; 양숙경, 문 , 2012; 정미선, 

2010). 우울은 청소년의 주요한 심리  특성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요한 변인이며, 우울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았다(신미, 2012; 안지

혜 등 2016). 우울은 부모 양육행동과 래 애착 

같은 외  요인에 향을 받으며(문수정, 배지숙, 

2016; 성 모, 2016; 조혜진 2006), 내 요인인 자

아존 감에도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성

원 2013; 홍연란 등 2013).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단순한 원인에 의해 

향을 받기 보다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 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삶의 만

족도의 원인에 해 다차원 이고 다각 으로 다

루고 있는 연구와 내 요인과 외  요인과의 

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고, 한두 가지 원

인을 규명하는 등 단편 으로 다루고 있었다. 기

존의 연구처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원인을 

단편 으로 규명하기 보다는 삶의 만족도 향요

인을 다각 이고 다차원 으로 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

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향요인  외생

변수인 개인  특성, 부모 양육행동, 래 애착과 

내생변수인 자아존 감, 우울의 계를 확인하고 

직･간  경로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들의 삶의 만족도의 향요인을 규명하고 재 

가능한 요인을 도출하여 효과 인 재 로그램

을 개발 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문헌고찰을 근거로 청소

년의 삶의 만족도 변인의 인과 계에 한 가설

모형을 제시한 후에 모형의 자료에 한 합도

와 연구가설을 검정하는 구조모형 연구이다. 외생

변수는 개인  특성, 부모 양육행동, 래 애착이

고, 내생변수는 자아존 감, 우울, 삶의 만족도이

다<Figure 1>.

x1:grade satisfaction, x2:economic status, x3:sleeping time, x4:BMI(body mass index), x5:monitoring, x6:affection , 

x7:reasonable explanation, x8:communication, x9: trust, x10:alienation, y1: self-esteem1, y2:self-esteem2 , y3:depression1, 

y4: depression2, y5: life satisfaction1, y6: life satisfaction2 y7: life satisfaction3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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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 조사(KCYPS) 4 패  6차

년도 데이터를 활용하 다. 층화다단계 집락표집을 

시행하여 상자를 선정하 다. 16개 27개의 집락

으로 나 어 각 집락별로 할당된 표본 학교를 추출

하여 추출된 학교의 등학교 4학년 학  수에 난

수를 발생시켜 1개 학 을 무작  추출하 다. 1개 

학 의 청소년 상자를 1차년도에 선정하여 최종표

본은 2,378명이었다. 이 에서 제 6차년도에 2,061

명이 조사에 응했으며 유지율은 86.7% 다. 본 연구

의 최종 분석에 포함된 상자는 6차년도에 응답한 

2,061명이었다(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7). 

3. 자료수집

6차년도 조사는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

시되었으며, 1차년도에 구축된 패 들에 해 개

인별 추 을 통한 개별면 조사 방법으로 시행하

다. 면  조사원이 상자에게 조사 고  면

약속을 한 후 상자 개별 면 조사가 이루어

졌는데 상자의 자기기입방식의 설문지와 면

조사원의 응답 리  장 에디 과 조사사례품 

지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4. 측정도구

1) 부모 양육행동

부모 양육행동은 허묘연(2000)의 부모 양육행

동 검사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한 아동청소년 패

 조사 설문지의 측정도구를 사용하 고, 감독(3

문항), 애정(4문항), 합리  설명(3문항)의 3개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감독은 ‘내가 방과 후

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시간을 어

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로 구성되어 있다. 애

정은 ‘나의 의견을 존 해 주신다’, ‘내게 좋아한다

는 표 을 하신다’, ‘내가 힘들어할 때 용기를 주

신다’,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신다’이다. 합리  

설명은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 보

나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내가 나

쯤 행동을 했을 때 혼내기 에 먼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 주신다’,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

면 그것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 해 주신다’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4 )의 4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수가 높을수록 부모 양육 행동

이 정 인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감독 0.791, 애정 0.831, 합리  설

명 0.772로 나타났다.

2) 래 애착

래애착은 Armsden와 Greenberg(1987)의 애

착척도 문항을 수정하여 구성한 아동청소년 패  

조사 설문지의 측정도구를 사용하 으며, 의사소

통(3문항), 신뢰(3문항), 소외(3문항)의 3개 하 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소통은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  때 내 생각을 존 해 다’, ‘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해 이야

기를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는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

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친구들

을 맏는다’이다. 소외는 ‘나는 지 의 친구들 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로 역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어 역산하 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4 )까지의 4

 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 수가 높을수록 

래 애착 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

도 Cronbach’s α는 의사소통 0.897, 신뢰 0.830,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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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0.843으로 나타났다.

3) 자아존 감

Rogenberg(1965)의 자아존 감 척도를 번안하

여 수정한 아동청소년 패  조사 설문지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 으며, 10문항으로 구성된 자가 평

가도구로서 5개의 역문항은 역산하 다. ‘나는 나

에게 만족한다’,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장 이 많

다고 느낀다’, ‘나는 남들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

진다’, ‘나는 내가 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나를 좀 더 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나에 해 정 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은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4

)까지의 4  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아존 감의 각 요인에 해당하는 항목과 구성개념

간의 균형을 이용한 item parceling을 실시하 다. 

조 철과 강석후(2007)의 연구에서 개별항목 용 

분석과 item parceling분석 간의 검정통계량과 유

의성 검정에서 변화가 없었고, 모델 합도(Model 

fitness)가 향상되었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0.833이었다.

4) 우울

간이정신진단검사(김 일 등, 1984)  우울척도 

13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하고 수정된 아동청소년 

패  조사 설문지의 10문항의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걱정이 많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울기를 잘한다’, ‘어떤 일이 잘 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외

롭다’, ‘모든 일에 심과 흥미가 없다’, ‘장래가 희

망 이지 않은 것 같다’, ‘모든 일이 힘들다’의 10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의 각 요

인에 해당하는 항목과 구성개념간의 균형을 이용

한 item parceling을 실시하 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0.893이었다.

5)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김신  등(2006)이 개발한 도구

를 보완 수정한 아동청소년 패  조사 설문지의 

삶의 만족도 측정 도구를 사용하 다.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

며, 수가 높을수록 삶에 한 만족도가 높은 것

을 나타낸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0.823

로 나타났다. 

6) 개인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개인  특성은 일반  특

성과 건강 련 특성을 측정하 고, 사용된 변수는 

성  만족도, 경제  수 , 수면시간, BMI 지수이다. 

성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2, ‘만족’ 

3, ‘매우 만족’ 4로 측정했다. 경제  수 은 ‘하’ 1, 

‘ ’ 2, ‘상’ 3으로 하 다. 수면시간은 ‘5시간 이하’ 

1, ‘6시간’ 2. ‘7시간’ 3, ‘8시간’ 4, ‘9시간 이상’ 5로 

측정하 다. BMI 지수는 ‘30이상’ 1, ‘25.0-29.9’ 2. 

‘23-24.9‘ 3, ’18.5-22.9‘ 4, ’18.5이하‘ 5로 측정하 다.

5.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24.0와 AMOS 24.0 로그

램을 이용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연구

변수의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 고, 측정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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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다 공선성을 확인하기 해 공차한계

(Tolerance)와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을 사용하 다. 모형의 부합도 검정 

 가설검증은 최 우도법을 이용하여 모델의 

합도 검증은 GFI, AGFI. NFI, RFI, TLI, RMSEA

를 통해 평가하 고 각 경로계수는 유의수  0.05

에서 통계 으로 유의성을 확인하 다. GFI, AGFI, 

NFI, RFI, TLI의 지수는 0.90 이상이면 모델의 

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RMSEA는 0.10 이하는 보

통이며, 0.08 이하 양호, 0.05 이하는 좋은 합도 

지수로 단하 다. 연구모형의 총효과와 간 효과

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Bootstrapping을 

사용하 다.

Ⅲ. 연구결과

1. 상자의 개인  특성

상자는 3명을 제외하고는 학교를 다니고 있

었고, 부분은 학교 3학년이었다. 남자가 1091

명(52.9%), 여자는 970명(47.1%) 다. 성 에 한 

만족도는 ‘만족하는 편이다’가 971명(47.2%)로 가

장 높았고, ‘  만족하지 않는다’가 129명(6.3%)로 

가장 낮았다. 경제  수 은 ‘ ’이 1,296명(62.9%), 

‘상’이 565명(27.4%), ‘하’가 200명(9.7%) 다. 수면

시간은 7시간이 786명(38.1%)로 가장 높았고, 5시

간이하가 129명(6.3%)로 가장 낮았다. BMI 지수

는 18.5-22.9가 1,136명(56.6%)으로 가장 높았고, 

30이상은 34명(1.7%)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Person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y n(%)

School year
3rd year of middle school 2,058(99.9)

Others 3(0.1)

Gender
Male 1,091(51.1)

Female 970(48.9)

Grade satisfaction

Absolutely not satisfied 129(6.3)

Not satisfied 752(36.5)

Satisfied 971(47.2)

Very satisfied 206(10.0)

Economic status

Low 200(9.7)

Middle 1,296(62.9)

High 565(27.4)

Sleeping time

≦5hr 129(6.3)

6hr 387(18.8)

7hr 786(38.1)

8hr 580(28.1)

≧9hr 179(8.7)

BMI(weight/height2)

≦18.5 489(24.3)

18.5-22.9 1,136(56.6)

23.0-24.9 177(8.8)

25.0-29.9 173(8.6)

≧30 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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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변수의 서술  통계

상자 주요변인들의 서술  통계를 분석한 결

과 부모 양육행동  감독의 평균과 표 편차는 

9.65±1.73(range 3-12), 애정은 12.49±2.27(range 

4-16), 합리  설명은 8.75±1.76(range 3-12)이었다. 

래 애착  의사소통은 9.46±1.52(range 3-12), 

신뢰는 9.68±1.63(range 3-12), 소외는 9.15±1.97(range 

3-12) 다. 자아존 감은 30.62±4.46(range 10-40)

이었다. 우울의 평균과 표 편차는 17.76±5.50(range 

10-40) 다. 삶의 만족도는 9.19±1.83(range 3-12)

이었다<Table 2>. 측정변수간의 다 공선성을 

확인하기 해 공차한계와 VIF를 분석한 결과, 공

차한계가 0.1 이하의 값은 없었고, VIF는 모두 10

이하의 값을 보여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Variables  M ± SD Range

Monitoring 9.65 ± 1.73 3-12

Affection 12.49 ± 2.27 4-16

Reasonable explanation 8.75 ± 1.76 3-12

Communication 9.46 ± 1.52 3-12

Trust 9.68 ± 1.63 3-12

Alienation 9.15 ± 1.97 3-12

Self-esteem 30.62 ± 4.46 12-40

Depression 17.76 ± 5.50 10-40

Life satisfaction 9.19 ± 1.83 3-12

3. 가설 모형의 분석

가설모형을 각 요인 간 상 행렬을 기 로 분석한 

모형의 합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GFI=0.934, 

AGFI=0.906, NFI=0.912, RFI=0.888, TLI=0.897, 

RMSEA=0.072로 나타났다<Table 3>. 본 연구의 

기의 연구모형을 유지하면서 간명한 모델을 얻고, 

모형의 합도를 높이기 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와 상 계를 바탕으로 가설모형을 수정

하 고, 수정 구조회귀모델의 합도를 평가하기 

해 최 우도법을 통해 합도를 검증하 다. 

GFI=0.958, AGFI=0.940, NFI=0.945, RFI=0.931, 

TLI=0.904, RMSEA=0.055로 합도 지수가 반

으로 향상되어 수정모형을 채택하 다. GFI, 

AGFI. NFI, RFI, TLI는 0.9보다 큰 것으로 나타

나 자료가 모델에 합함을 알 수 있다<Table 3>.

<Table 3> Model fitness statistics 

Categories GFI AGFI NFI RFI TLI RMSEA

criteria ≥0.9 ≥0.9 ≥0.9 ≥0.9 ≥0.9 0.08-0.10(Meiocre fit)

≤0.08(Good fit)

≤0.05(Excellent fit)

hypothetical 0.934 0.906 0.912 0.888 0.897 0.072

modified 0.958 0.940 0.945 0.931 0.940 0.055

GFI: Goodness of Fit index,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NFI: Normed Fit Index, RFI: Relative Fit Index, TLI: 

Turker-Lewis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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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이론변

수들 간의 경로계수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설

정한 가설에 한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가설모형 경로  수정지수와 상 계를 바

탕으로 하여 12개의 경로  개인  특성과 우울 

경로와 부모 양육행동을 삭제하여 수정모형의 10

개 경로에 한 검증을 하 다. 유의성 검증은 유

의수  .05에서 양측 검정시 임계치의 값이 

1.96보다 큰 것으로 평가하 고, 총 10개의 경로 

 10개 모두에서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of the modified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β S. E. C. R. (p)

Self-esteem Personal characteristics

Parenting behavior

Peer attachment

 5.090

 0.586

 0.559

0.781

0.059

0.047

  6.522(<.001)

  9.890(<.001)

 11.827(<.001)

Depression Peer attachment

Self-esteem

-0.154

-0.742

0.047

0.031

 -3.243( .001)

-23.585(<.001)

Life satisfaction Personal characteristics

Parenting behavior

Peer attachment

Self-esteem

Depression

 0.403

 0.078

 0.028

 0.083

-0.053

0.133

0.013

0.011

0.111

0.007

  3.028( .002)

  6.020(<.001)

  2.565( .010)

  7.420(<.001)

 -7.430(<.001)

 

개인  특성과 자아존 감의 경로계수 5.090(p< 

0.001)는 통계 으로 유의하 고, 부모 양육행동

과 자아존 감의 경로계수 0.355(p<0.001)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래 애착과 자아존

감의 경로계수 0.609(p<0.001)는 통계 으로 유

의하 다. 래 애착과 우울의 경로계수 -0.154(p= 

0.001)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자아존

감과 우울의 경로계수 -0.742(p<0.001)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개인  특성과 삶의 만족도의 

경로계수 0.403(p<0.001)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부모 양육행동과 삶의 만족도의 경로계

수 0.078(p<0.001)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래 

애착과 삶의 만족도의 경로계수 0.028(p=.010)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자아존 감과 삶의 

만족도의 경로계수 0.083(p<.001)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우울과 삶의 만족도의 경로계수 

-0.053(p<.001)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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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grade satisfaction, x2:economic status, x3:sleeping time, x4:BMI(body mass index), x5:monitoring, x6:affection,

x7:reasonable explanation, x8:communication, x9: trust, x10:alienation, y1: self-esteem1, y2:self-esteem2 , y3:depression1, 

y4: depression2, y5: life satisfaction1, y6: life satisfaction2 y7: life satisfaction3

*p<.05, **p<.01, ***p<.001

<Figure 2> Path diagram for the modified model characteristics

연구모형에 한 체효과를 알아보기 해서 

표 화된 공변량 분해를 통해 직 효과, 간 효

과, 총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and total effects in path model

Endogenous variables Predictor variable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Self-esteem

Personal characteristics   5.090
***

  5.090
***

Parenting behavior   0.586***   0.586***

Peer attachment   0.559
***

  0.559
***

Depression

Personal characteristics   -3.779***  -3.779***

Parenting behavior   -0.435
***

 -0.435
***

Peer attachment  -0.154**  -0.415***  -0.569***

Self-esteem  -0.742
***

 -0.742
***

Life satisfaction

Personal characteristics   0.403**   0.619***   1.022***

Parenting behavior   0.078
***

  0.071
***

  0.149
***

Peer attachment   0.028*   0.076**   0.104**

Self-esteem   0.083
***

  0.039
**

  0.122
***

Depression  -0.053***  -0.053***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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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 감에 한 직 효과의 경우 개인  특

성은 5.090으로 양의 계 고, 부모 양육행동이 

0.586으로 양의 계 으며, 래 애착이 0.559로 

양의 계 다. 자아존 감에 한 총효과는 개인

 특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 한 

개인  특성의 총효과는 -3.779로 음의 계 고, 

간 효과만 측정되었다. 부모 양육행동의 총효과는 

-0.435로 음의 계 고, 간 효과만 측정되었다. 

우울에 한 래 애착의 직 효과의 경우 -0.154

이고 간 효과가 -0.415이며 총효과가 -0.569로 음

의 계 다. 우울에 한 자아존 감의 총효과는 

-0.742이었다. 우울에 한 총효과는 개인  특성

이 가장 높았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한 개

인  특성의 직 효과는 0.403이고 간 효과는 경

우 0.619이며 총효과는 1.022로 양의 계 다. 청

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한 부모 양육행동의 직

효과는 0.078이고 간 효과는 경우 0.071이며 

총효과는 0.149로 양의 계 다. 삶의 만족도에 

한 래 애착의 직 효과는 0.028이고, 간 효

과는 0.076이며 총효과는 0.104로 양의 계 다. 

삶의 만족도에 한 자아 존 감은 직 효과의 

경우 0.083이고 간 효과의 경우 0.039, 총효과는 

0.104로 양의 계로 나타나 자아존 감이 높을수

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의 삶의 만족도에 한 우울의 직 효과는 -0.053

이고 총효과도 -0.053로 음의 계로 나타나 우울

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았다. 삶의 만족도에 

한 총효과는 개인  특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Ⅳ.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

치는 요인에 한 인과  모형을 설정하여 요인

에 한 계의 규명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한 

향요인들의 직간  효과를 확인하 다. 연구

의 주요 분석 결과를 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우울이 직 으

로 향을 주고, 개인  특성, 부모 양육행동, 

래 애착과 자아 존 감은 직･간 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특성의 총효과가 

가장 높았다. 

우울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치며 부정  향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신미, 2012; 이미순, 2013, 안지혜 

등, 2016)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 우울이 삶

의 만족도에 부정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감소하 다. 우울은 삶

의 만족도에 직 인 향을  뿐만 아니라 부

모 양육행동, 래 애착, 자아존 감의 매개변수

로 작용하여 삶의 만족도에 향을 주었다. 가족

이나 지역의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받는 스트 스

가 청소년의 정서에 큰 향을 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가족이나 지역의 주요 환경과의 사회

 계에 문제가 있거나 고립되는 경험을 반복

하면 청소년의 우울이 심각해질 수 있다

(Hall-Lande 등, 2007). 우울은 청소년의 반

인 성장과 발달에 치명 인 향을 미칠 수 있으

며, 청소년기의 우울증은 만성화되어 성인기까지 

지속될 험이 있다. 이로 인해 삶의 만족도에 직

인 향을 주므로 청소년시기의 우울에 한 

심과 지지로 우울을 방할 수 있는 보건교육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자아존 감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직

으로 향을 주었고, 우울을 매개로 간 으로 

향을 주었다. 자아존 감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

도에 향을 정  향을 다는 것은 선행연

구들(석말숙, 구용근, 2015; 김윤나, 박옥식, 2009; 

이미순, 2013)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 박미정 

등(2011)등의 연구에서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삶

의 만족도가 높았고, 우울이 낮았다. 자아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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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성취한 청소년들은 목표를 재통합하고, 목 의

식을 뚜렷하게 가지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지만 

자아존 감이 혼란을 겪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존

재와 역할에 해 알지 못하고 무력감, 우울, 혼란

감, 허무감을 경험하게 된다(정미란, 2005). 청소

년의 자아존 감을 직 으로 향상시켜 우울은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해서

는 자아존 감처럼 개인의 내 인 부분을 길러주

는 교육활동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인

성교육을 통한 정 인 자신에 한 이해는 올

바른 자아존 감 형성에 도움을 다. 자아존 감

은 부모양육행동과 래 계의 삶의 만족도 매

개변수로 작용을 하므로 가정에서 뿐 아니라 

래 계를 형성할 수 있는 학교를 심으로 자아

존 감 증진시켜 삶의 만족도 향상을 한 로

그램 개발을 한 다각 인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직

으로 향을 주었고, 자아존 감과 우울을 매개

로 간 으로 향을 주었다. 이는 부모의 양육

행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향을 다는 

선행연구들(김신경 등, 2014; 손보  등, 2013)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 부모의 애정, 감독, 합리

 설명 같은 정 인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삶

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정

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은 청소년기뿐 아니라 일생

동안 지속 으로 향을 미치므로 청소년 자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 부모는 자녀의 발

달 수 을 고려하여 자녀의 의사와 의견을 존

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다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부모와 보다 친 한 계에서 편안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김신경 등, 2014). 부모역할을 효율

으로 수행하고, 효과 으로 청소년 자녀에 한 

양육을 해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상으

로 하는 부모교육  부모상담지원이 정책수립을 

통해 학교, 지역공동체, 국가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형성된 부모의 정 인 양

육행동과 태도가 자아존 감과 우울을 매개로 삶

의 만족도에 향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가 

차 경쟁화되면서, 가정의 역할이 더 요해지고 

강조되고 있으며, 우울은 청소년기에 있어서 정신

 성장을 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우울 같

은 정신건강에 한 재는 부모와의 계 확립

에도 요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우울 련 정책에

서 부모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자녀의 발달에 한 이해  자녀와의 

화법 등의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를 통

해 정  부모 양육행동  태도를 가지도록 해

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

년의 가치 과 정서에 향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교육은 청소년의 발달  삶의 형성

과정에 요하다. 특히 보건교육의 경우 가정에서

부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비형식 으로 학습

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

소년의 건강행 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의 

올바른 양육행동 강화를 통한 청소년과 정  

계 형성으로 가정내 한 보건교육이 이루어

진다며 청소년들은 올바른 건강습  형성이 이루

어질 수 있고, 정서  지지를 통한 우울 증상 감

소로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래 애착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직 이

고 간 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래 애착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우울과 자아존

감 같은 정신･심리  요인이 매개변수로 작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래애착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향을 다는 선행연구들(이순성, 2010; 

Oberle 등, 2011)과 유사한 결과를 보 다. Ma & 

Huebner(2008)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래와 애착

행 가 속도록 변화하고 발 하는 시기이고 

래 애착이 부모애착 다음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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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를 측하는 원인으로 삶의 만족도가 청소년

의 외부 환경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래 애착은 청소년의 정신 이고 심리 인 요소에 

정 인 향을 주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청소년의 외부 환경은 성인처럼 다양

하지 않고, 학교에서 하루  많은 시간을 보내는 

래와의 계가 많은 비 을 차지하므로, 래와

의 계 형성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요한 

요인이다. 래애착이 잘 형성되면 나 에 사회를 

잘 응할 수 있고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청소년은 래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

며 애착 계를 형성함으로써 래의 요성과 

래간의 친 한 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므

로 올바른 래 애착 형성을 한 교육과 상담 

로그램이 필요하다.

개인  특성은 삶의 만족도에 직 이고 간

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

감과 우울이 매개변수로 작용하 다. 성  만족

도, 경제  수 , 수면시간, BMI 지수가 개인  

특성으로 사용되었다. 개인  특성이 삶의 만족도

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성  만족도, 경제

 수 , 수면시간, 비만지수가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김옥선 

등 2006; 문재우, 2012)과 유사한 결과를 보 다. 

경제  수 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

으로 선행결과에서 나타났으며, 자아존 감과 우

울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우, 2012). 수면시

간이 길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 는데, 수면이 

건강유지와 정신  안정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크고 비만이나 성인병과도 한 연 이 있고

(백인경과 신철, 2011), 삶의 만족도에도 향을 

미치므로 청소년에게 한 수면시간을 보장하

는 것은 보건학  측면에서도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수면 교육 로그램을 개발

하여 보건교육에 활용을 통해 정 수면을 유지

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BMI 지수가 비만에 

해당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청소년은 자아 존 감의 상실, 우울, 부정  

자기신체 이미지 등과 같은 심리사회  문제들을 

겪기 쉽고 이로 인해 삶의 만족도 하를 래하

고, 청소년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 심

리  발달 과정에까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문재우, 2012). 청소년기는 체형이나 외모

에 많은 심을 가지고 래와 비교하게 되며, 자

신의 비만을 발견하게 되면 정체감의 혼돈을 겪

게 되며 삶의 만족도가 하 될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의 비만을 리할 수 있는 식습   운동 

련 보건교육 로그램의 개발  실천으로 청

소년의 비만을 해결하기 한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 감은 개인  특성, 부

모 양육행동과 래 애착이 직 인 향을 주

었다. 부모 양육행동이 자아존 감에 직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석말숙, 구

용근 2015; 정미선, 2010)과 결과가 일치하 다. 

청소년의 자아존 감은 올바른 성장 발달을 돕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부모 자녀 간 바

람직한 계형성이 청소년의 높은 자아존 감 발

달에 향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에 결정  요

인이 된다(정미선, 2010). 부모가 합리 으로 자녀

를 감독하면서 심과 애정을 가지고 자율 으로 

하며 수용 으로 자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양

육행동을 보이면 자아존 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성격. 행동. 건강한 인격발달과 자아

실 에 요한 요소인 자아존 감의 발달에 정

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청소년의 자아존 감 향상을 해서는 부모

의 정 인 양육행동이 필요하다. 

래 애착은 자아존 감에 직 인 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양숙경, 문 , 2012; 

김수희, 2009)들과 일치하는 결과는 보 다. 청소

년들은 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감을 발달

시키게 되며 래와의 친 하고 안정 인 계나 



제18권 3호, 2017   41

래에 한 애착은 자신에 해 정 인 생각

을 갖게 하여 높은 자아존 감을 형성하게 된다

(김수희, 2009). 청소년들이 래로부터 받는 정서

 지지와 안정감이 자아평가에 정 인 향을 

주어 자아존 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므

로 래와 정 이고 정서 인 유 감을 형성하

고, 올바른 의사소통과 신뢰감 형성  감정의 교

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 인 래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신들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가정과 학교에서 더 

많은 심과 지지가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계 형성의 장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우울은 자아존 감이 직 으

로 향을 주며, 래 애착이 직･간 으로 향

을 주었고, 개인  특성과 부모 양육행동이 간

으로 향을 주었다. 자아존 감은 우울에 직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선행연구들(임성원, 2013; 홍연란 등, 2016)과 일

치하는 결과이다. 자아존 감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bela 등(2006)는 높은 자

아존 감은 우울 증상이 발 되지 못하도록 하는 

인격 특성의 소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 다. 따

라서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를 해서 자아존 감 

향상을 한 방안이 다각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부모 양육행동이 우울에 간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행동이 우울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는 선행연구(성 모, 2016)와 유

사한 결과를 보 다. 직 인 향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자아존 감을 매개로 우울에 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우울을 방

하고 감소시키기 하여 정 이고 지지 인 양

육행동이 늘어나도록 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정 이고 지지 인 양육행동을 통해 청

소년의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면 우울을 방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로부터의 친 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는 청소년의 우울 감소를 해

서 매우 요하며 가족기능의 강화를 해서도 

요하다(염소림, 최유석, 2014). 부모교육 등을 

통해 온화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지지 인 양육

행동에 한 지도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Wille 등, 2008). 부모의 정 인 양육이나 지지

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인 자원을 활

용하여 사회경제 인 험요소를 이는 노력이 

필요하다(성 모, 2016). 이와 같은 사회  지지의 

보충과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우울을 방하거나 

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래 애착은 우울에 직 으로 향을 주었고, 

자아존 감을 매개로 간 으로 향을 주었다. 

래 애착이 우울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문수정, 백지숙. 2016; 조혜진, 2006)과 

일치한 결과이다. 래 애착이 우울에 부정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래 애착을 통해 청

소년 자신의 정체감과 자아존 감을 형성하고 유

지하는데 필요한 심리 , 사회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래들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지 못한 청소

년은 그 지 못한 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우울을 

보 고, 래친구의 수가 고, 인기가 없는 청소

년은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Beem 등, 2002).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안정 인 

래 애착이 이루어져야 됨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청소년의 우울과 련된 향요

인을 고려한 상담  보건교육 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의 삶에 있어 요하다고 고려되는 개인

 특성, 가족요인과 래 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을 확인하 다. 이들의 

계와 내  요인인 자아존 감과 우울의 매개역할

을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개인의 내  특성  환경  요인의 요성이 동

시에 확인된 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의 제한 으로  4 패 을 상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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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분석하 고,  연령 상이 아니므로 

체 청소년에 해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 상자수와 범 를 확 하여 우리나라 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악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 활용한 삶의 만족도 

측정도구는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모두 표 할 

수 없는 제한 이 있다. 추후에는 이를 보완하기 

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구체 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청소년 패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연구변수가 제한 이다. 따라서 개인  

변인  가정요인, 래요인, 사회  요인 등 외  

환경 요인과 내  요인에 한 향력을 추후연

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을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향

을 미치는 향요인들을 규명하고, 재 가능한 

요인을 도출해 삶의 만족도 향상 재 로그램 

개발 로그램 개발에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

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향 요인  수

면시간, BMI 등 건강과 련한 개인  특성이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정한 수면, 

규칙 인 운동과 식습 의 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보건교육 로그램의 개발하고 용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

인을 다차원에서 분석한 결과에서 자아존 감이 

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자신의 가치

에 해 정 으로 인식하고 존 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의 자아존 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로그램과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 결과 부모 양육행

동과 래애착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자

아존 감 향상 련 로그램 개발 시 부모와 

래 련 내용이 포함된 가정과 학교를 심으로 

한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자아존

감 향상을 해서는 부모의 정 인 양육행동

이 필요하므로 청소년 상으로 이루어진 로그

램 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간의 정 인 계형

성을 한 부모의 상담  교육이 이루어지기 

한 로그램이 필요하다. 래와 정 이고 정서

인 유 감을 형성하고, 올바른 의사소통과 신뢰

감 형성  감정의 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한 다양한 계 형성의 장을 제공하는 로그

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요한 

향원인으로 악되었고, 우울은 단순히 청소년

의 정서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한 반 인 평가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정 인 양육이나 지지를 강화

하고, 안정 인 래애착이 이루어지도록 사회  

지지의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우울을 방하거나 

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의 우울 감소를 통해 삶의 만족도 향상시킬 수 있

는 연구를 통한 련 로그램  정책 개발이 이

루어져야 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향 요인

들을 다각 인 측면에서 규명하여 그 요성을 

제시하 고, 각 요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한 직･

간  효과를 포 으로 연구하 다. 우울, 자

아존 감, 개인  특성, 부모 양육행동, 래 계

가 직 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향을 

주었고, 개인  특성, 부모 양육행동과 래 애착

은 자아존 감과 우울을 매개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향을 주었다. 이처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  요인 뿐 아니라 부모와 래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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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  환경 요인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한 로그램 

개발 할 때는 수면시간과 비만 지수 등 개인의 건

강 요인  자아존 감과 우울 같은 개인  정서

 요소 뿐 아니라 부모, 래 계 등 외  환경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한 분석과 문제 

해결을 통한 근방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토 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재방안과 교육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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