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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search the general trend of happiness and the difference in
happiness according to social demographic variables,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parenting attitude by
adolescents.
The subjects were the 566 high school students in Gwangju.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Percentage, Mean, Std, T-test, ANOVA, Duncan's test using SPSS/PC WIN
17.0 progra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general trend of adolescents' happiness was higher than middle value.
2. The happines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ex, satisfaction of allowance,
standard of living,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parenting attitude.
3. The outcome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reference in developing efficient counselling
programs to help group counselling programs to improve happiness or policy plaining.

Ⅰ. 서 론
행복해지기를 원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코자 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염원이다. 최근 우리 사회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게 됨에 따
라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

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웰빙주의가 사회적으로 확산
되어, 양질의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는 사회가 발전하고 복지가 실현
될수록 사람들은 보다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
려 하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주위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 느끼는 긍정
적인 감정으로 시대와 인종, 지역을 넘어서 인류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
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처럼 모든 인간
이 삶 속에서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행복이지
만 또한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행복
의 욕구는 마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
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행복에 관한 연구
는 우울이나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정
서에 밀려 비교적 최근에서야 연구되기 시작했다
(Myer, 2000). 부정적 감정의 완화나 소멸은 긍정적
감정의 생성을 촉진하지 않는데 비해 긍정적 감정의
증진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의 영향력
을 소멸시키는데 효과가 있으므로(Fredrickson,
2001) 행복과 같은 긍정적 감정의 증진은 개인의 강
점과 적응 유연성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Lyubomirsky, Sheldon와 Schkade(2005)는 사람이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것은 기본적 욕구인 신체적
욕구와 안정의 욕구 다음으로 중요하며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또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대다수
의 사람들은 자신이 더 행복해지길 원한다고 보고하
고 있다(Diener, 1984; Diener et al., 1999). 한편, 전
세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대규모 연구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삶에서 행복(69%)과 삶의 만족
(62%)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했으며, 그들 중 대다
수는 돈보다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Suh et
al., 1998). 결국 행복을 추구하는 일은 인간이 가지
고 있는 자연스런 중요한 본성 가운데 하나이며, 인
간은 물질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인 것이다.
행복은 개인에게 많은 이익을 준다. 행복한 사람
들은 신체적인 면에서 더 강한 면역체계를 가지며

(Stone et al., 1994), 더 장수하는 경향이 있었다
(Danner, Snowdon, Friesen, 2001). Ostir 등(2000)이
멕시코계 미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긍정적 정서를 경험한 노인들
은 낮은 수준의 긍정적 정서를 경험한 노인들에 비
해 2년의 추수연구 기간 동안 기능장애를 보이거나,
사망하는 확률이 절반 수준이었다. 또한 행복한 사
람들은 정신적인 면에서 우울, 자살, 편집증과 같은
병리적인 증상을 덜 보이고 (Koivumaa-Honkanen
et al., 2001), 자기조절을 더 잘하며, 문제 대처기술
이 좋았고(Fredrickson, Joiner, 2002), 더 큰 사회적
보상과 우수한 직업적성을 얻었으며, 더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며 더 몰입하는 삶을 산다
(Lyubomirsky, Sheldon, Schkade, 2005). 더 나아가
행복한 개인은 자선 단체 활동에 더 활발히 참여하
며, 종교적ㆍ정치적ㆍ교육적 조직에도 열심히 참여
하는 경향성을 보여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도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Krueger, Hicks, McGue,
2001; Thoits, Hewitt, 2001).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 성장발달이 일어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인격적 성숙을 이루는 성인
기와 아동기의 과도기로서 불완전한 시기이다(최은
석, 2005). 심리적 불안정과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부모에 대한 경제적․정신적인 의존
욕구와 독립적인 내적 갈등 속에서 가정문제를 비롯
한 여러 가지 환경관련 생활변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질서와 가치 및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구조적 변화는 청소년에게 커다란 갈등을 주
고 있다(박상욱, 김목수, 송우엽, 1998). 게다가 우리
나라는 주입식․암기식 교육과 과도한 경쟁을 통한
대학입시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다(이
신휘, 1994). 따라서 청소년기의 스트레스에의 적응
과 정신적 안정감의 중요성을 알 수 있으며 이에 그
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청소년도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
다는 것은 청소년 헌장 등 선언적 차원에서 강조되

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실질적인 관
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불안과 부적응 상태가
청소년기의 특성이라는 왜곡된 인식에 따라 청소년
에 대한 관심이 부정적인 상태의 개선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부모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감정이나 사
실, 생각, 믿음을 나눔으로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
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더욱 효과적
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언어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아야
한다. 특히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의 단위이며
인간성장의 터전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는 자녀의 성
장발달과 성숙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므로 청소년
의 행복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간은 태어나면서 접하게 되는 최초 집단인
가정 내에서 부모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라
나게 된다. 그로 인해 부모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하
나의 인격체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때, 부모에
의해서 그들의 특징이 지워지므로 부모의 양육태도
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양육태도는 일생을 통하여
가장 큰 변화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안정과 가치를 좌우
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
라서도 청소년의 행복도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고상미(2000)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나 자녀를 비난하고,
평가하고, 회유하는 등 수용적이지 못한 부모의 태
도는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스트레스는 자
녀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정은선(2008)의 연구에서도 부모
돌봄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은 높아 부모의 양육
태도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드러난 결
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행복에 관한 연구는 Wilson(1967)에 의해 시작되
었으나 국내에서의 행복감 및 행복감 측정 연구는
최근 10여 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행복감과 관련된 연구는 행복감이라는 용어보다는

대부분 ‘주관적 안녕’이나 ‘주관적 안녕감’ 또는 ‘삶의
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행복감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 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연구대상에 있어서도 청소년과 관
련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성인의 행복에 대한
연구와 비교할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
미한 수준이다(이은경, 2007). 따라서 더 많은 연구
를 통해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현황과 개선점을 파
악하여 청소년의 행복 증진을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하여 성
별에 따라 대부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고(김혜원, 홍미애, 2007; 이은경, 2007;
조명환, 김정오, 권석만, 1994). 연령과 관련해서는
노인층에서 가장 행복하고 고등학생이 가장 행복하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은경, 2007; 정명숙,
2005).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아 만족감이 높을 때 행
복한 것으로 나타났고(구현영, 박현숙, 2005; 나인정,
2001; 한유선, 1996) 가족관계가 긴밀하고 가치지향
적일 때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곽금주, 1995; 구현
영, 박현숙, 2005; 나인정, 2001; 이미리, 2003; 전신
현, 1996; 한유선, 1996; Gilligan, Huebner, 2002). 또
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좋을 때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고(구현영, 박현숙, 장은희, 2006), 부모의 수
용적 태도는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는 요인이었다(이
영숙; 정은선,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양육
태도가 행복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봄으로
써 청소년의 행복감과 부모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밝
히고 행복한 삶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고등학생이 지각한 행복감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
떠한가?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행복감은 차이가 있는
가?

3.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양육태도에 따라 행복감은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및 절차

변인
성별
학년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인문계 고등학
교에 재학 중인 남ㆍ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
료 수집은 2008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구조화
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실시되었으며 배포된 590부
중 부실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566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 분포로는 남학생이 59.7%, 여학생이 40.3%를
차지하였고, 학년은 1학년이 62.8%, 2학년이 211명으
로 37.2%이었다. 종교는 절반 이상인 56.6%가 없었
으며 기독교가 25.0%, 그 다음으로 천주교, 불교 순
서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49.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35.4%, 대학원 이상이 11.3%, 중학교 졸업이 3.8%
순서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9.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대학교 졸업으로
32.9%, 대학원 이상이 4.8%, 중학교 졸업 이하 3.0%
순서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는 첫째가 48.6%를 차지
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막내가 36.5%를 차
지했고, 둘째가 12.6%, 외동인 경우는 2.3%를 차지
했다. 생활수준은 중이 61.2%로 가장 많았으며 중상
이 25.1%, 중하가 8.0% 상이 4.6%, 하가 1.1%로 나
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이 30.1%로 가장 높
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영업이 24.4%, 공무원
15.7%, 생산직, 기술직이 13.7%, 전문직이 6.5%를
나타난 반면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 주부인 미취업의
경우가 42.1%를 차지해 절반 정도는 직업이 없는 상
태였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종교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출생순위

용돈만족

생활수준

N(%)
338(59.7)

여학생
1학년

228(40.3)
354(62.8)

2학년
없음

210(37.2)
313(56.6)

기독교

138(25.0)

천주교

51( 9.2)

불교

46( 8.3)

기타
중학교 졸업 이하

5( .9)
21( 3.8)

고등학교 졸업

198(35.4)

대학교 졸업

277(49.6)

대학원 이상
중학교 졸업 이하

63(11.3)
17( 3.0)

고등학교 졸업

331(59.2)

대학교 졸업

184(32.9)

대학원 이상
첫째

27( 4.8)
269(48.6)

둘째

70(12.6)

막내

202(36.5)

외동
만족

13( 2.3)
234(41.6)

보통

176(31.3)

불만족
상

153(27.2)
26(4.6)

중상

142(25.1)

중

349(61.2)

중하
하
회사원

45( 8.0)
6( 1.1)
167(30.1)

공무원

87(15.7)

자영업

135(24.4)

전문직
아버지 직업 생산직, 기술직

36( 6.5)
76(13.7)

판매․서비스 종사자

26( 4.7)

단순노무 종사자

16( 2.9)

농․임․어업 종사자

7( 1.3)

가사/무직/실직
회사원

어머니 직업

N=566

구분
남학생

4( .7)
73(13.5)

공무원

33( 6.1)

자영업

89(16.5)

전문직

37( 6.8)

생산직, 기술직

22( 4.1)

판매․서비스 종사자

46( 8.5)

단순노무 종사자
농․임․어업 종사자
가사/주부

9( 1.7)
4( .7)
228(42.1)

2. 조사 도구
1)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Barnes와 Olson(1982)이 제
작한 PACI(Parent Adolescence Communication
Inventory) 중 청소년 자녀용 척도를 김윤희(1990)가
번안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개방형 10문항과 문제
형 8문항을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문제형 항목
은 역점수화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
소통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부와의
의사소통이 .90, 모와의 의사소통이 .91이었다.

2)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는 부모의 지각된 수용-거부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Rohner(1975)가 제작한
PARQ(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
ire)를 송설희(1993)가 개작한 30개 문항 중에서 수
용과 거부로 구별하여 14문항을 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양육태도가 긍
정적인 것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는 .90이었다.
3) 행복감

Waterman(1993)의 PEA(Personally Expresive
Activities Questionnaire)와 Ryff(1989)의 심리적 행
복감 척도(The Scale of Psychological Well-being)
의 하위요인인 자기수용성(self-acceptance), 생활목
표(purpose in life) 요인을 참고하여 양명환(1998)이
제작한 심리적 행복감 척도와 채중민(2008)이 번역
하여 사용한 Steen의 행복감 지표검사(Steen
Happiness Index: SHI)를 토대로 10문항을 구성하였
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행
복감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고,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와의 의
사소통,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t-test, 일원분산분석, Duncan-test를 실
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해석
1. 행복감의 일반적인 경향
청소년이 행복감에 대하여 인식하는 일반적인 경
향은 [표 2]와 같다.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평균값
은 3.28점으로 비교적 높게 인지하였다. 이는 자녀의
가정 내의 환경과 행복감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송양순, 1986)에서 3.00점(5점 Likert 척도)으로 나
온 결과와 청소년 행복도 보고서(1997)에서 행복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실업계 = 63.1%, 인문계 =
59.3%)을 비교해 보아도 높은 수치이며 김호영과 박
철웅(2007)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수치이다.
<표 2> 행복감의 일반적인 경향

N=566

구분

M

SD

행복감

3.28

.73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는 <표
3>이 성별, 용돈만족, 생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행복감을 더 높게 느끼고 있
는 것으로, 김혜원, 홍미애(2007), 이은경(2007), 조명
환, 김정오, 권석만(199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 이는 여학생이 학업을 더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사춘기적인 민감한 정서 특성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
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며 긍정적인 사고를 이
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많이 필요하
다고 볼 수 있다.
용돈만족의 경우 용돈 만족이 높은 집단의 행복감
이 높았는데, 청소년에게도 경제적인 여유는 행복감
과 연관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이 행
복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수
준이 높다고 지각한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
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난 이현주, 이미나, 최인수
(200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경
제적인 지위나 사회적 수준이 높은 부모를 가진 자
녀는 안정감과 같은 심리적인 행복감을 높게 인지함
을 알 수 있다.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N=566
변인 구분
남학생
성별
여학생
1학년
학년
2학년
유
종교유무
무
만족
용돈만족 보통
생활수준
모취업유무

N
338
228
354
210
313
253
234
176
불만족 153
상
168
중
346
하
51
유
338
무
228

* p<.05 *** p<.001
주1. duncan : a>b

행복감
M(SD)
t/F
3.34(.74)
2.34*
3.19(.70)
3.30(.78)
3.23(.61) 1.19
3.25(.73)
3.32(.73) -1.05
3.44(.69)a
3.25(.70)b 12.81***
3.07(.76)b
3.53(.69)a
3.20(.70)b 15.54***
3.04(.79)b
3.30(.72)
.75
3.25(.73)

3.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행
복감의 차이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행복
감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따라 행복감은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즉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좋은 집단의
행복감이 더 높았다. 이는 최규련(1998)이 부모와 자
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심리적 복지수준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결과와 일치한다. 부모와 평소에
많은 대화를 나누는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는 학생이
높은 행복감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모 양육태도에 따라서는 수용적인 양육태도가
높은 집단, 거부적인 양육태도가 낮은 집단의 행복
감은 높았다. 이는 김은숙(2004)이 심리적 안녕감에
서의 긍정감에는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부모양육태도
가, 그리고 부정감에는 적대적인 부모양육태도와 자
율적 양육태도가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유사하
다. 이는 청소년에게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며 많은 작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성격, 삶
의 가치나 만족감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표 4>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부모양육태도에 따
른 행복감의 차이
N=566
변인

구분

부와의 좋은집단
의사 보통
소통 나쁜집단
모와의 좋은집단
의사 보통
소통 나쁜집단
수용적 높은집단
양육 중간집단
태도 낮은집단
거부적 높은집단
양육 중간집단
태도 낮은집단

N
159
243
164
169
231
166
183
206
177
113
353
100

행복감
M(SD)
3.71(.63)a
3.24(.67)b
2.92(.68)c
3.62(.69)a
3.27(.67)b
2.95(.69)c
3.73(.66)a
3.19(.59)b
2.92(.70)c
2.88(.67)c
3.33(.69)b
3.55(.75)a

t/F
57.60***
40.64***
73.35***
27.05***

*** p<.001
주1. 좋은집단(상)≧M+1/2SD, M-1/2SD<보통(중)<M+1/2SD,
나쁜집단(하)≦M-1/2SD
주2. duncan : a>b>c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행복감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부모양
육태도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청소
년의 행복감과 부모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밝히고 행
복한 삶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인
문계 고등학교 1, 2학년 남․여 학생을 대상으로 조
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행복감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
본 결과,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3.28로 중간값(3.00)보다 높게 나타났다. 과거의 청소
년과 비교하여 높게 인지하였지만 근래의 비슷한 시
기의 연구와는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인지하였
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행복감은 성별,
용돈만족, 생활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즉 여학생보다 남학생, 용돈에 만족하는 집단,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의 행복감이 높았다. 또한, 부
모와의 의사소통이 좋은 집단, 부모의 양육태도가
좋은 집단이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나 행복감을 느
끼는 데에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 중에서 가족이 차
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이를 통해 부모와의 긍정
적인 관계 정립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행복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비교적 높
았다. 이는 사회와 문화가 기계화되고 개인주의로
변모하고 있으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 속에

서 매우 긍정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
기 위해서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행복하고 건강
한 청소년 육성에 두어야하고 가족, 사회, 학교가 청
소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청소년의 행복에 용돈만족이나 생활수준과
같은 주관적인 경제 지표가 연관되었다. 용돈이나
가정형편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리라
본다. 따라서 청소년이 바람직한 경제관을 갖고 자
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
출 수 있도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교육이
필요하리라 본다.
셋째,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부모양육태도가 행복
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간이 태어나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부
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떠한 부모를 만나서 어떤 자극이 주어지는가는 개
인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자녀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부재나 대화의 장벽이 생겼을
때 자녀와 부모가 서로의 문제를 올바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의
사소통 교육프로그램과 올바른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계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행복감 향상을 위한 집
단상담 프로그램이나 가족향상 프로그램 개발시 참
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
다.
첫째, 본 연구는 비확률적 표집( nonprobability
sampling) 방법 중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
다.
둘째, 연구의 대상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다른 다양한 요소와 환경관련
변인을 가지고 있는 전문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 사용된 행복감에 대한 인식 조사
도구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보완
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표준화되지 못하였다. 또한
행복감이라는 추상적인 사항을 묻는 문항은 표준화
된 것이 아니고 선행연구자의 내용을 수정․ 복합하
여 작성하였으므로 타당성과 신뢰도에 제약이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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