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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생태체계 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유   민   상 

 

본 연구는 가족, 학교, 지역의 요인들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subjective well-being)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생태체계적 시각에서 우리나라 아동들의 행복 요인에 대해 

종합적인 설명을 시도하는 실증연구이다.  

 

지난 30년간의 긍정심리학의 발전은 사회과학계에서 행복연구가 널리 이루어지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심리학자들의 노력은 인간의 행복이라는 퍼즐을 푸는데 많은 방법, 분

석틀, 그리고 이론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동안 긍정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행복을 유전자, 

성격, 기질과 같은 개인의 내재적이고 상당부분 고정되어 있는 특질이나, 개인주의 문화

나 집단주의 문화와 같이 한 사회의 거시적인 특성으로 설명해왔다. 이와 같은 설명은 

한 개인 혹은 한 사회의 행복수준을 설명하는 데 좋은 시각을 제공하지만, 한 사회의 행

복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한국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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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개인의 유전자나 성격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 아동들의 행복도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은 한국 아동 행복도가 국제

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보고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사회의 어디에서부터 어떤 것을 바꾸어야 아동들의 행복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사회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아동 행복의 사회환경적 영향 요인에 대한 탐

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아동 행복을 증진시켜나갈 수 있는 정책과 실천방

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아동들의 행복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

해 알아보고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한국의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혹은 사

회적 환경을 포괄하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

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행복도의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두 가지 연구문제

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아동 개인의 특성, 가정·학교·동네에서의 경험과 인식, 

학교·동네의 외부적 환경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삶의 만족도,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두 번째 학교·동네 환경에 따라 개인 특성이 주관적 행복

감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개인의 특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학교·동네의 분위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의 흐름을 접목하여 이론적 틀을 구축하였다. 첫 번째는 생

태체계이론으로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 영향을 세부적으로 나누어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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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이론을 활용하여 아동이 일상적으로 대면하는 미시체계와 아

동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외부체계로 환경을 구분하였다. 

두 번째는 아동의 환경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Maslow의 욕구이

론을 활용하여 각 체계 내의 요인들의 성격을 생존, 안전, 애정 및 소속, 존중 등으로 구

분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로 가족, 학교, 동네에서의 물질적 결핍, 안전, 관계, 존중과 관련된 변인들을 선정하

였다. 또한 아동의 외부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학교와 동네의 분위

기 변인들을 선정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주관적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미

시체계의 요인들과 외부체계의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위계선

형모형을 통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아동 삶의 질 국제 조사(ISCWeB)의 한국 만10세, 만12세 아동 

4207명과 232개 학교 데이터를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통해 분석하였

다. 위계선형모형은 개인은 집단에 내포되어 있는 경우, 집단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개인

수준과 집단수준의 분석을 통해 영향 요인을 나누어 볼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

에서 도입한 위계선형모형은 2수준 모형으로, 1수준(개인수준)을 미시체계, 2수준(집단수

준)을 외부체계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무선절편모형(random-intercept model)과 무

선계수모형(random-coefficient model)을 사용하여 주관적 행복감의 영향요인 및 층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을 둘러싼 미시체계와 외부체계는 아동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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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복감(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쳤고, 결핍/안전/관계/존

중 관련 변수들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아동의 행복에는 물질적으로 결핍되지 않는 것, 가

정·학교·동네에서 안전하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가족·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고 활

동하는 것, 그리고 부모로부터 존중 받고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반면 집단수준의 

변인들은 미시체계의 변수가 최소한으로 포함되었을 때는 학교폭력 발생률, 학교의 물질

적 결핍 수준, 학교의 공평한 분위기, 이웃간 신뢰가 아동 개인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으나, 미시체계의 경험과 인식 변수들이 포함되자 학교크기 혹은 지역크기 변수

들을 제외하고 모두 영향력을 잃었다. 이는 학교·동네의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환경 안에서 개인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인식을 갖게 되느냐라는 것이다.  

둘째, 개인 특성과 주관적 행복 간의 관계는 학교와 동네 환경에 따라 증진되거나 

감소되기도 하였지만,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사를 가는 것은 아동의 삶의 만족

감을 떨어뜨렸고, 특히 이사간 지역의 범죄 발생률이 높으면 삶의 만족감이 더 크게 떨

어졌다. 반면, 물질적으로 결핍되는 것도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렸지만, 학교의 분

위기가 공평하면 결핍으로 인한 삶의 만족도 하락이 완화되었다. 성적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도 학교의 크기나 지역의 크기에 따라 변화하였고, 작은 학교에서 보다 긍정적인 효

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사회환경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관계를 조절하는 형태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외부체계는 직간접적으로 아동의 일상생활 환경과 행복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아동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생태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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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와 중요한 요인(욕구수준에 따른 영향)을 보여준 것에 의의가 있다.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은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영향은 아동의 일상적 생활환경의 영향

이 핵심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중에서도 가정 내에서의 안전, 가족과의 활동, 부

모의 공평한 처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아동 행복에서 가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일상적 생활 환경 내에서도 최소한의 물질적 수준, 

가정·학교·동네에서의 안전, 가족·학교에서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 및 활동, 가족·학교에

서 성인들의 존중이 중요한 영향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먼저 

이론적 함의는 첫째, 아동 행복의 다면적 측면에 대해 연구한 것, 둘째, 아동 행복의 영

향 범위를 생태체계적 환경까지 확장한 것, 셋째, 일상적 경험의 중요성을 보여준 것, 넷

째는, 아동과 미시체계의 관계가 외부환경에 따라 변화되고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책적 함의는 욕구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아동 행복을 위한 정책

실시의 우선순위 설정의 근거를 제공한 것, 아동 행복 증진을 위한 점진적 변화 전략의 

근거를 마련한 것, 기본적 욕구의 중요성을 보여준 것, 관계뿐만 아니라 존중의 중요성을 

보여준 것, 행복의 영향을 조절하는 학교·동네의 환경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천적 함의는 가정 내 환경개선을 위한 가정 내 개입 서비스의 필요성을 보여

준 것, 둘째, 서비스 개별화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 셋째, 아동의 관계 증진 프로그램 도

입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 넷째, 가정/학교/동네 차원의 아동 안전 증진 프로그램 도입의 

근거를 마련한 것, 다섯째, 이주 아동의 적응 프로그램 제공의 근거를 마련한 것, 여섯째, 

아동대상 기관의 민주적 분위기 증진 필요성을 보여준 것 등이다.  

본 연구는 향후 연구를 위하여 다양한 행복 측정 방식 도입, 다학제적인 연구,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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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에 관한 연구,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및 질적 연구, 아동 행복도 개선을 위한 

조건에 관한 연구 등에 대해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아동 행복을 연구하는 초

기 연구로서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아동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실천방법 개발

에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 긍정적 감정, 사회적 맥락, 위계선형모

형, 다층모형, 무선절편모형, 무선계수모형 

학  번: 2008-3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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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본 연구는 가족, 학교, 지역의 요인들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subjective well-being)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생태체계적 시각에서 우리나라 아동들의 행복 요인에 대해 

종합적인 설명을 시도하는 실증연구이다. 이를 위해 위계선형모형을 사용하여 아동 개인 

특성, 미시체계 특성, 외부체계 특성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과 

같은 주관적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왜 사회복지에서 행복을 다루어야 하는가? 최근 ‘행복’이란 주제는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관심을 받고 있다. 인간의 행복에 관한 학자들

의 관심은 Aristotle의 좋은 삶 논의에서부터 John Stewart Mill, Jeremy Bentham의 공리

주의 논의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과학적 연구방법으로 행복

에 대해 분석하게 된 것은 Aristotle 이후로 20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였다 

(McMahon 2006).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동안 인간에 관한 연구가 삶의 부정적인 

측면에 편중되어 있어 인간의 행복과 만족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다

고 비판하면서, 인간의 행복에 대한 심도 있는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더불어 사회정책의 최종 목표를 경제발전이 아닌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로 재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으로 인해 1990년대와 

2000년대 사이 심리학계에서는 긍정 심리학(positive psychology), 경제학계에서는 행복 

경제학(economics of happiness)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출현하였다 (이정전 2006; 이준구 

2005; J Bradshaw 2014; Costanza et al. 2008; Inglehart & Klingemann 2000; Layar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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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shi & Diener 2014; M. E.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Stiglitz, Sen, & Fitoussi 

2010; Veenhoven 2002, 2014).  

그러나 정작 인간의 행복을 학문적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학에서 행복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사회복지학에서는 여전히 빈곤, 폭력, 학대와 

같은 부정적 사건들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 인간의 행복 증진이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이봉주, 김기덕, & 유태균 2014, pp. 24-28). 그동안 진행된 일련의 연구들

은 인간의 삶에서 부정적 사건을 제거하는 것 만으로는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한계가 있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Bradburn 1969; M. E. Seligman, Steen, Park, & Peterson 2005), 

현재의 사회복지학의 접근 만으로는 인간의 행복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

이다. 따라서 사회복지학이 진정 ‘인간의 행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보다 본격적으로 

행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행복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적·임상서비스적 개입 방안

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 아동들의 행복도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은 한국 아동 행복도가 국제

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보고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아동들의 행복도 수준은 지나치게 낮게 나타나고 있는 실

정이다 (김미숙 et al. 2014; 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 염유식 2010; 이봉주 et al. 2013; 

이봉주 et al. 2015; OECD 2012).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정부는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통

해 아동 행복도를 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하였지만, 정작 우리는 사회

의 어디에서부터 어떤 것을 바꾸어야 아동들의 행복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거

의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동행복 증진을 위한 사회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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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심리학을 중심으로 인간 행복에 대해 축적한 지식도 아동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 지난 30년 간 이루어진 긍정 심리학자들의 노

력은 인간의 행복이라는 퍼즐을 푸는데 많은 방법, 분석틀, 이론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인간의 행복이 유전자, 성격, 기질과 같은 개인의 내재적이고 상당부분 고정되어 있는 특

질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사회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Diener, Suh, Smith, & Shao 1995; Peterson 2006; M. 

E.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이러한 지식들은 개인의 행복 수준을 설명하는 데

는 매우 유용한 틀을 제공하지만, 우리가 한 사회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의 유전

자나 성격을 변화시킬 수는 없듯이 한 사회의 행복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아동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 행

복의 사회환경적 영향 요인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아동 행복을 

증진시켜나갈 수 있는 정책과 실천방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아동들의 행복

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한국의 

사회적 환경(social context)을 포괄하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이점 있다. 첫째, 아동용 주관적 행복

감 측정을 위한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기존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들 중의 

상당수는 표준화되지 않은 척도를 사용하거나 자신들이 개발한 행복도 척도를 구성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성은모 & 김균희 2013; 염유식 & 서효정 2009; 이재경 & 

조혜정 2012; 조성연, 신혜영, 최미숙, & 최혜영 2009; 천희영, 송영주, & 이미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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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아동 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Bronfenbrenner 

(1979)는 아동은 진공상태에서 발달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발달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아동의 행복을 개인적 특성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마치 아동이 진공상태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의 실제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는 맥락 최소화의 오류(context minimization error)를 범할 가능성도 상존

한다 (권석만 2008; Compton 2005; Shinn & Toohey 2003). 이미 사회의 질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회적 관계, 신뢰, 자유, 문화와 같은 사회적 특성이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끼

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정아 2013; 정해식 2012; Frey & Stutzer 2010; J. F. 

Helliwell & Putnam 2004). 또한 긍정적인 학교의 모습과, 긍정적인 지역사회의 모습도 

아동들의 행복과 결부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Rappaport & Seidman 2000). 따라서 

아동의 주관적 행복에 대한 연구는 개인을 둘러싼 다차원적 환경의 영향에도 많은 관심

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통해 아동들이 보다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변화시

키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J Bradshaw 2014; J. F. Helliwell & Putnam 2004; 

Inglehart & Klingemann 2000; Layard 2011) 

셋째, 학교와 동네의 환경에 따라 아동의 특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되는지 

조절효과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삶의 질은 외부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

에서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행복 간의 관계가 환경적 차이에 의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아동 특성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학교와 동네의 환경에 따라 달

라지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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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자료는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ISCWeB: international survey of 

children’s well-being)의 한국 데이터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조사된 자료

이다. 만10세(초등학교 5학년), 만12세(중학교 1학년) 아동 총 4207명을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이론적 배경에서는 주관적 행복의 개

념, 이론적 틀, 영향 요인들에 대하여 검토한다. 다음 방법론에서는 위계선형모형을 설명

하고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결과 분석에서는 무선절편모형(random-intercept model)

과 무선계수모형(random-coefficient)의 분석 결과를 설명하며, 마지막 결론 및 함의에서

는 본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것이 아동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

책과 실천에는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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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아동의 주관적 행복(subjective well-being)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적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선형모형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1-1. 아동의 개인적 특성은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2. (미시체계로서) 가정·학교·동네에서의 일상생활 경험 및 인식은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3. (외부체계로서) 학교·동네의 크기·안전·관계는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첫 번째 연구문제는 아동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요인

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층적으로 설정되었다. 먼저, 연구문제 1-1은 아동의 개인적 특성

으로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연구문제 1-2는 가

정·학교·동네에서 아동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들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

감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1-3은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와 

동네의 환경 요인(학교의 크기나 지역의 크기에 따른 효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효과, 긍

정적 관계에 대한 효과 등)의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에서 연구문제1-2와 연구문제

1-3은 모두 학교와 동네 차원에 대해 살펴보는 공통점이 있지만, 연구문제 1-2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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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교와 동네에서의 경험과 인식에 초점을 맞춘다면, 연구문제 1-3은 학교와 동네의 

집합적 구조와 분위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연구문제 2. 학교·동네의 크기·안전·관계에 따라 아동 특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

는 영향이 증진되거나 감소하는가? 

 

두 번째 연구문제는 학교·동네 환경에 따라 개인 특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거나 감소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정되었다. 동네 효과(neighborhood 

effect)나 학교 효과(school effect)에 관한 연구들은 특정한 사회분위기에서는 개인이 가

진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심화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는 아동이 일상적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이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와 같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영향력을 변

화시키는 것을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 혹은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라 부르

며, 위계선형모형에서 서로 다른 수준(level) 간의 상호작용인 층위간 상호작용(cross-

level interaction)이라 부른다. 연구문제2는 층위간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특성 변수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수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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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층적으로 살

펴보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 후, 이 틀에 맞게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할 것이다.  

 

제1절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1. 주관적 행복감의 개념 

주관적 행복(subjective well-being)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용어에 대한 정

의가 필요하다. 주관적 행복감은 외국에서도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Casas, Bello, 

González, & Aligué 2013). 학술적 차원에서는 주관적 행복감(subjective well-being), 대

중적 차원에서는 행복(happiness)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관적 삶의 질

(subjective quality of life)나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로 표현되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주관적 행복감은 연구의 분야와 주제에 따라 각기 다른 말로 표현되기

도 한다. 예를 들어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된 주관적 삶의 질 (이현송 2000), 삶의 질 (주

경희 2010), 주관적 안녕감 (최인철, 설선혜, & 최종안 2008), 주관적 복지감 (서정아 

2013), 주관적 안녕복지 (곽금주 1995), 행복 (정해식 2012) 등은 모두 비슷한 개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의미에서는 “행복” 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학술적으로는 “주관적 안녕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최근 이 분야의 

연구가 다학제적(inter-disciplinary)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술적 맥락에서도 행복이라는 말

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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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고자 주관적 행복감과 행복이라는 용어를 혼용

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림 2-1. 주관적 행복감의 개념 구조 

 

주관적 행복감(subjective well-being)의 개념은 행복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에 따

라 정의된다. 하나는 쾌락주의적 입장(hedonic approach)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실현적 

입장(eudaimonic approach)이다 (Ryan & Deci 2001, pp. 143-147). 쾌락주의적 입장은 

“행복의 극대화, 고통을 최소화” 라는 핵심 가치를 따르며 Epicurus, J Bentham, JS Mill 

등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쾌락주의적 입장은 인지적(cognitive) 요소와 감정적

(affective) 요소로 구성되며, 인지적 요소는 자신의 삶에 대해 평가하는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감정적 요소는 긍정적 정서(positive affection),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ion)로 나뉘어진다.. 쾌락주의적 입장을 정리하면,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

가하고, 긍정적 정서 경험을 많이 하며, 부정적 정서 경험은 적게 하는 것이 주관적 행복

주관적 행복감

Subjective Well-being

쾌락주의적 입장

Hedonic approach

인지

Cognitive

삶의 만족

Life Satisfaction

정서

Affective

긍정적 정서

Positive Affection

부정적 정서

Negative Affection

자기실현적 입장

Eudaimonic approach

자기수용

외부환경 통제

긍정적 관계

자율성

인생의 목적

개인적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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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보는 것이다.  

반면 자기실현적 입장은 Aristotle의 좋은 삶(good life)과 인간 번영(human 

flourishing)을 의미하는 행복(Eudaimonia)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자기실현적 입

장에서 심리적 행복감은 자신의 긍정적 성품과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면서, 인생의 목

적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구현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권석만 

2008, p. 126). 자기실현적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자기수용, 환경 통제, 긍정적 관계, 

자율성, 인생의 목적, 개인의 성장과 같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긍정적 성품과 강

점에 집중한다 (Peterson 2006; M. Seligman 2002, 2011). 자기실현적 입장으로 행복에 접

근할 경우 심리적 행복감(혹은 심리적 안녕감, psychological well-be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행복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은 대립적이라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두 가지 개념을 통합하여 연구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자기실현

적 입장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개념은 개인의 목표, 의식, 덕성, 성품 등 측정이 용이하

지 않은 측면이 있어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진행되고 있다. 반면, 쾌락주의적 입장의 측

정의 용이성과 개념의 단순 명료함(행복의 극대화, 고통의 최소화)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도 쾌락주의적 입장에서 즐거운 기분을 많이 느끼고, 나쁜 

기분을 적게 느끼며, 삶에 만족하는 것을 ‘주관적 행복’으로 설정하고 분석할 것이다.1 

                                           

1 본 연구가 기여하고자 하는 ‘아동 전체의 행복도 증진’ 혹은 ‘사회 전체의 행복도 증진’을 고려할 

때도 ‘고통의 최소화, 쾌락의 극대화’ 방안은 간명하면서도 강력한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우리 사

회의 아동 행복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고통 받고 있는 아동들을 최소화시키고, 쾌락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을 하나의 증진 전략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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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적 행복감의 세 가지 요소 

Diener et al. (1999) 는 주관적 행복감을 하나의 특정한 구성 개념(construct) 이 아

닌 전반적인 영역(general area) 으로 정의하였는데, 사람들의 감정 반응(emotional 

respond), 삶의 영역 만족 (domain satisfaction), 전반적인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등

을 포괄하는 범주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관적 행복감 연구에서는 개인의 삶의 만

족도(life satisfaction)와 긍정적·부정적 감정(positive & negative affect) 정도를 모두 고려

하여 주관적 행복감 정도를 판단한다.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좋게 평가하면서 긍정적 

감정을 많이 느끼고, 부정적 감정을 적게 느끼는 상태가 행복한 상태라는 것이다. 여기서 

세 가지 구성요소인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3가지 요소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며, 행

복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 중 하나이다 (Gilman & Huebner 2003). 정

서경험이 일시적인 특징이 있다면, 삶의 만족도는 보다 장기적인 특성이 있어 시간이 지

속되어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Compton 2005).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 삶

의 만족도(global life satisfaction)와 영역별 삶의 만족도(domain life satisfaction)로 구분

된다.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문항을 나열하여 평정하게 하는 것이

고, 영역별 삶의 만족도는 가족, 학교, 직장, 지역사회, 친구, 이웃과 같이 특정한 삶의 

영역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구는 쾌락주의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 결과와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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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일상 생활에서의 감정 경험의 빈도를 의미

한다(그림 2-2).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상태는 긍정적 감정을 많이 경험하고, 부정적 감

정을 적게 경험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감정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되지만 실제로는 두 감정은 서로 독립적인 특성을 지닌다 (Bradburn 1969, p. 225).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긍정적 감정 경험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사

람의 부정적 감정 경험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긍정적 감정 경험을 많이 하면서 

부정적 감정 경험 역시 많이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어린 연령대일 경우 높은 긍정적 감

정 경험과 높은 부정적 감정의 경험이 같이 나타나는 경향이 더 강하다. 따라서 이 두 

감정 경험은 서로 독립적인 요소로 측정된다.  

 

그림 2-2. 긍정적·부정적 감정 (core affect) 

*그림출처: Russell (2003, p. 148)를 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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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주관적 행복감을 구성하는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는 유사하

면서도 서로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영향 요인 등에 차이가 있다 (Diener et al. 

1999) 일반적으로 인지적 측면인 삶의 만족도는 환경의 영향에 더 민감하지만, 감정적 

측면의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은 성격 특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의 영향이 더 강하다

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사회적 환경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우선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주관적 행복감의 세 가지 요소의 측정은 단일한 척도를 적용하

기 보다는 인지와 감정으로 분리된 척도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도 분석 모델

에서는 종속변수를 삶의 만족도,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의 각기 다른 척도로 설정하여 

분석할 것이다.  

 

3. 주관적 행복감의 영향요인: 두 가지 접근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행복에 대한 연구가 다학제적으로 이루어지면

서 행복한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러

한 논의들은 크게 두 가지 접근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상향 이론(bottom-up 

theory)이고, 다른 하나는 하향 이론(top-down theory)이다 (권석만 2008; Compton 

2005; Feist, Bodner, Jacobs, Miles, & Tan 1995). 상향식 이론은 행복이 일상에서의 작은 

기쁨과 만족이 쌓여서 만들어 진다고 본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관적 행복을 

평가할 때 다양한 외적 환경들의 상황을 합산하여 평가를 내린다고 가정한다. 이 환경 

조건들은 관계의 질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도, 소득 정도를 포함한다. 반면 하향식 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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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긍정적인 방식으로 평가하고 해석하는 개인의 성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외

향성이나 낙관적인 성격 등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보통 이 접근은 성격, 

특질, 태도, 또는 인생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 등을 측정하여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한다. 이 같은 하향식 이론은 왜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Compton 2005, p. 69). 

 

 

그림 2-3. 주관적 행복감의 상향 이론 

 

그림 2-4. 주관적 행복감의 하향 이론 

* 그림출처: 권석만 (2008, p. 122~123) 

 

그동안 유전자, 성격, 기질에 의해 행복 정도가 결정한다는 하향이론이 더 큰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하향식 이론의 개인 특성은 행복의 50%를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향식 이론의 환경적 특성은 행복의 8~23% 정도 밖에 설명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mpton 2005, p. 69). 예를 들어, Lykken and Tellegen 

(1996)의 쌍생아 연구는 하향식 이론을 뒷받침한다. 이들은 각기 떨어져 양육된 일란성 

쌍생아(monozygotic)와 이란성 쌍생아(dizygotic)의 행복감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이란

성 쌍생아들의 행복도는 상관관계가 0에 가까운 반면, 일란성 쌍생아들의 행복도는 상관

관계가 .5 정도로 일란성 쌍생아들의 행복도 간에는 어느 정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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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유전자를 공유하는 일란성 쌍생아들이 이란성 쌍

생아들에 비해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관계가 높으므로, 행복은 유전적 특성의 영향을 크

게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Lykken & Tellegen 1996, p. 188).  

그렇다면 사회환경의 영향은 중요하지 않은가? 최근 행복에 관한 국가비교 연구들

은 개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회환경에 의해 구성원들의 행복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는 걸 보여준다 (J. Bradshaw, Martorano, Natali, & de Neubourg 2013; John F Helliwell, 

Layard, & Sachs 2013, 2015; Sachs, Layard, & Helliwell 2012). 개별 국가들 내의 공통된 

사회환경적 특성이 개인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행복이 개인 내

적 요소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걸 보여주며, 한 사회의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이 골

고루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Frey & Stutzer 2010; J. F. Helliwell & 

Putnam 2004; Inglehart & Klingemann 2000; Rappaport & Seidman 2000; Shinn & 

Toohey 2003). 따라서 점점 사회환경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행복 수준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 사회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4.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의 개념 및 중요성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은 아동이 현재의 상태(well-being)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

(well-becoming)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Park (2004)에 따

르면, 아동기(childhood)의 행복한 삶은 성인기의 행복한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

고 있으며, 아동의 긍정적 발달(positive development)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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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의 높은 삶의 만족도는 아동이 부정적인 일을 헤쳐나가는 힘이 되며, 더 진취적이

고 도전적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 따라서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아동과 성인의 주관적 행복감 연구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연구의 

경향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개념에 관한 연구의 출발은 

성인 연구를 그대로 아동에게 적용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Adelman, Taylor, & 

Nelson 1989; Dew & Huebner 1994; Huebner & Dew 1996).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성인

들에게서 나타난 주관적 행복감의 특징을 아동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아동이 스스로 응답

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쉬운 척도를 개발하고 성인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것이다. 예를 들어, Huebner and Dew (1996)의 연구를 보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도 성

인과 같이 삶의 만족도,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이 요소들은 서

로 유사하면서 구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2 이러한 연구 경향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영역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Cummins & Lau 

2005). 아동은 학생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성인의 보살핌을 받고 있으므로, 삶에서 중

요한 영역을 평가할 때는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역별 삶의 만족도를 평가

할 때는 성인과 다른 영역을 추가하여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2 이들은 삶의 만족도 척도로 SLSS (Huebner 1991), 긍정적·부정적 감정 척도로 PANAS (Watson, 

Clark, & Tellegen 1988) 를 사용하였으며, SLSS 7문항과 PANAS 20 문항을 모두 투입하여 요인분

석(factorial analysis)하여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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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적 환경에서의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본 절에서는 사회적 환경(social context)의 측면에서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을 설명

하는 두 가지 이론에 대해 살펴본다. 첫 번째는 생태체계이론(ecological system theory), 

두 번째는 욕구이론(need theory)이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이론적 틀을 결합하여 아동

의 주변 환경이 어떻게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개념화한다. 이 두 가지 이론

들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생태체계이론 

아동은 진공상태가 아닌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발달한다. 

Bronfenbrenner가 아동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이라 개념화한 

이래로, 많은 연구들이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환경적 특성에 주목하여 왔다 

(Bronfenbrenner 1986; Duncan & Raudenbush 1999; John F Helliwell, Barrington-Leigh, 

Harris, & Huang 2009; J. F. Helliwell & Putnam 2004; Shinn & Toohey 2003). 그의 개

념을 적용하면 아동은 유기체적 특성을 가지고 가족, 학교, 동네, 지역사회와 같은 환경

에서 상호작용하여 발달하며, 아동을 둘러싼 체계들을 영향 및 상호작용을 사회적 맥락 

혹은 사회적 환경의 효과라 할 수 있다.  

Bronfenbrenner (1979)의 생태체계이론(ecological systems theory)은 이러한 사회적 

맥락의 영향에 대해 입체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그는 인간 발달이 유기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상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환경과는 유리된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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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속성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론과 실제가 현저하게 편파적이고 비대칭적이

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이러한 탈맥락적 연구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간 발달 연구에서 환

경에 대한 이론적 개념들의 확장과 수렴을 도모하는 인간 발달 생태학(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을 주창하였다. 그가 설명하는 생태학적인 환경(ecological 

environment)은 러시아 인형처럼 한 가지 구조 안에 다른 구조가 각각 끼어들어가 있는 

겹구조(nested structure)인 동심원들의 배열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구조들은 개인(유기

체)을 둘러싼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부체계(exosystem), 거시

체계(macrosystem)로 정의된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5. Bronfenbrenner (1979)의 생태학 이론의 도식 

* 출처: Berk (2001, p. 31)의 그림 I-5를 수정하였음 3, 

                                           
3 본 연구는 횡단연구이므로 시간체계(chronosystem)는 도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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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체계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각 체계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ronfenbrenner 1979, p. 20~24).4,5  미시체계(microsystem)는 발달하는 개인이 특정한 

물리적, 물질적 특성을 가진 환경 내에서 경험하는 활동, 역할 및 대인관계를 포괄한다. 

여기에서의 환경이란 가정, 학교, 놀이터와 같이 사람들이 쉽게 얼굴을 마주하는 상호작

용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이다. 이 환경 내에서의 개인들의 활동, 역할, 대인관계의 요인

들은 미시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미시체계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Bronfenbrenner가 미시체계의 핵심용어로 ‘경험하는(experienced)’ 이라는 말을 사

용하였다는 것인데, 미시체계의 객관적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이 환경 내의 속성을 인식

하는 방식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 행동과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외적인 영향은 객관적인 물리적 조건과 사건뿐만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내에서 그 

개인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시체계(mesosystem)는 미시체계들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이며, 발달하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둘 이상의 환경들 간의 상호관

계로 이루어진다. 미시체계의 각 환경들이 상호연결(interconnectedness)되어 영향력을 주

고 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동의 경우는 가정, 학교, 이웃, 친구집단 사이의 관

계들이며, 성인의 경우는 가족, 직장, 사회생활 사이의 공식적·비공식적 관계들이다. 외부

                                           

4 Bronfenbrenner and Morris (2006)는 이후 모델에서 생물학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간 발달

의 생물생태학 이론(the bioecological model of human development)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하

지만 본 연구는 유전적 요인 등 생물학적 변인을 모형에 고려할 수 없으므로 1979년에 발표된 생

태체계이론을 바탕으로 이론체계를 구축하였다.  

5 Exo-system은 외체계로 주로 번역되나, exo-는 ‘outside’, ‘outer’, ‘external’ 의 의미를 가지므로 

여기서는 개념의 직관성을 위하여 ‘외부체계’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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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exosystem)는 발달하는 개인이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지는 않더라도 개인이 속한환

경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사건이 발생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환경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직장, 형제가 다니는 학교 학급, 부

모의 친구 조직망, 지방교육청의 활동 등이 포함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시체계

(macrosystem)는 기본적인 신념체계가 이념과 함께 하위체계들(미시체계,중간체계, 외부

체계)의 형태와 내용에서 나타나는 일관성으로서 하위문화 수준이나 문화전반의 수준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다. 거시체계는 겹구조로 된 하위체계들이 특정한 문화나 공통

된 사회 제도의 이념과 조직에 배태되어 있는 일반화된 형태를 의미한다.  

생태체계의 관점에 아동의 주관적 행복을 적용해보면, 아동의 유기체적 특성을 가

지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요소들의 균형을 통해 자신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만들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는 가

족을 비롯하여 친구, 이웃, 교사 등의 사람과 병원, 학원, 학교 등의 시스템 역시 포함된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Ben-Arieh 2008, p. 6). 결국 생태체계이론은 아동의 발달에 영

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이론은 주관적 행복에 대한 관심이 다학제적으로 늘어나

면서 개인 특성을 넘어서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의 영향력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에서 적용되고 있다 (김애희, 윤종희, & 김리진 2010; 손화희 & 정옥분 

1999; 윤종희 2001; 조성연, 김혜원, & 김민 2011; 허승연 2009; Joronen 2005; Ng & 

Fisher 2013). 비록 연구자들 마다 체계 구분이나 이론의 적용 등 정밀성과 정합성이 떨

어지는 단점은 있으나, 사회적 맥락의 요인을 체계화하고 개념화한다는 측면에서는 큰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생태학적 모형을 적용하여 사회적 맥락에서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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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2. 욕구이론 

생태체계이론이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정교하게 구분하였다면, 욕구이론은 생태체

계 내에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각을 제공한다. 일상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서 무엇이 아동의 행복에 중요한지에 대한 틀을 구축하기 위해 Maslow의 욕구위계 이

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Maslow (1970)는 긍정 심리학의 출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의 이론은 인간의 행복에서 동기와 욕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기본적 욕구의 충족

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 설명을 제공한다 (M. Seligman 2002). 욕구위계이론

(hierarchy of needs theory)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애정 및 소

속 욕구, 존중 욕구, 자기실현 욕구의 위계적 순서로 발달하며, 하위 욕구가 만족되지 않

으면 상위 욕구로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욕구는 낮은 단계의 하위 욕구로부

터 높은 단계의 상위욕구로 발달해가며, 상위욕구가 발전하더라도 하위 욕구에 불만족이 

생기면 하위 욕구 충족을 위해 퇴행하게 된다. 각 욕구 단계의 특징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상경 2011; 권석만 2010).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는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강한 생물

학적 생존의 욕구로, 배고픔, 갈증, 수면, 피로 등 감각적 자극과 연결된 욕구를 말한다. 

이 욕구는 생물학적 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적 욕구가 될 수 있다. 안전 욕구

(safety needs)는 개인 환경 내에서 안전성, 안락함, 평정, 평온 등으로 적절히 보장받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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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욕구로 생리적 욕구가 만족된 후에 새롭게 등장하는 동기이다. 애정 욕구(love 

needs)는 하위 욕구들이 충족되었을 때 나타나며, 개인은 한 집단 내에서 타인과의 애정

적 관계를 형성, 준거집단에 대한 애정, 사회적 소속감과 선호 등을 갈망하는 욕구를 가

지게 되는 것이다. 존중 욕구(esteem needs)는 타인으로부터 존경과 자기존중을 포함한다. 

지위, 능력, 명예를 추구하여 존중을 받고자 하는 측면과 신뢰감, 자신감, 자기개방, 긍정

적 자아관을 통해 스스로 존중하고자 하는 측면이 포함된다. 자아실현 욕구(self-

actualization needs)는 이상의 욕구들이 충족됨으로써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려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재능, 능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신이 원하는 유

형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김상균 et al. 2011). 

Maslow의 욕구위계이론은 행복에 대한 이해에서 개별적 욕구의 중요성 및 필요성

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제공해준다 (M. Seligman 2002). 예를 들어, 기본적 욕구(basic 

needs)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인간의 만족감에 중요한 욕구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배고프고 목마른 상황에서는 음식을 먹는 것이 타인에게 사랑 받고 존중 받는 것 보다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다.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빈곤상태에서 돈을 버는 것은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되는 재화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만족감 증진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더 이상의 돈으로 음식을 구입하는 것은 이전과 같은 큰 

만족감을 줄 수 없으며, 더 큰 만족을 위해서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 이상

의 것들은 애정, 존중, 소속감, 자아실현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이므로, 돈으로 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기본적 욕구 충족 이후에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다른 요인들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다 (Kahneman, Krueger, 

Schkade, Schwarz, & Stone 2006).  



23 

 

이와 같이 욕구이론은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가 무엇을 고

려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아동이 생리적 욕구를 잘 충족시키고 있는지

(가정으로부터 의식주를 제공받고 있는지), 안전 욕구를 잘 충족시키고 있는지(일상생활 

환경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지), 사랑과 소속의 욕구를 잘 충족시키고 있는지(중요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존중의 욕구를 잘 충족시키고 있는지(적절한 능

력과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아동의 삶의 

질과 행복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할 것이다.6  

지금까지 살펴본 생태체계이론, 욕구이론은 각각 1) 아동의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영향의 범위를 구분해주는 환경분류의 체계성, 2) 개별 체계 내에서 영양

요인들의 차별성 및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는 종합적으로 환경적 요

인들이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인과관계(혹은 상관관

계) 설정, 각 체계들을 구분하여 변수를 체계화하는 관련 변수의 범위 설정, 각 체계들 

내에서 중요한 변수들을 개별적으로(혹은 포괄적으로) 설정하게 해주는 개념적 틀을 제

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6 자아실현 욕구는 아동의 인생을 조망할 때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실현

적 접근에서와 같이 개인의 목표, 의지, 실현의 의미 등을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실현의 개념이 생애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

루고자 하는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개념이라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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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의 영향 요인 

 

위의 이론들은 환경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범위와, 그 환경 내에서 중요

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 절에서는 이 두 가지 이론을 토대로 개

인과 개인을 둘러싼 일상생활이 환경들, 그리고 그 외부에서 아동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

는 선행연구들을 정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하는 미시체계는 아동들과 일상생활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대면

(face-to-face)하며 상호작용하는 체계이다.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 따르

면 아동들이 인식하는 일상생활환경은 가정, 학교, 동네로 매우 한정적이었다 (이봉주 et 

al. 2015). 따라서 아동들은 한정된 범위의 일상생활 환경 안에서 가족, 친구, 교사, 이웃 

등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며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일상생활의 

중요한 것 위주로 정리하기 위해 Maslow (1970)의 욕구위계의 틀을 빌려 기본적 물질수

준, 안전, 애정 및 소속, 존중의 틀로 선행연구를 정리할 것이다.  

 

1. 아동 개인의 특성과 주관적 행복감 

그동안 주관적 행복 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서은국, 구재선, 이동귀, 정태연, & 최인철 2010; Diener et al. 1999). 

아동 대상 연구들에서도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제한적인 영향

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ilman & Huebner 2003; Pollard & Lee 2003; Carme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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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tor, Linley, & Maltby 2009). 7 

기존 연구들에서 아동 개인의 특성으로 다루어지는 변수는 주로 성별(gender), 연령

(age), 인종(race), 건강상태(health condition) 등이다. 성별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는 연구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지만 그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Casas et al. 2007; B. J. Lee & Yoo 2015). 아동의 연령은 대체적으로 주관적 행복감을 감

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Casas et al. 2007, p. 97; Huebner, Laughlin, Ash, & Gilman 

1998), 우리나라 아동들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연령으로 인한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아마 학업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봉주 et al. 2015). 이

와 함께 건강수준 역시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며, 건강수준과 행복도는 정적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Diener et al. 1999; Carmel L Proctor et al. 2009).  

 

2. 일상생활 환경과 주관적 행복감 

1) 기본적 재화 수준 

생리적 욕구는 의식주와 같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재화와 관련이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기본적 재화의 미충족 상황이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밝혀냈다. 국내외의 연구들에 따르면 빈곤과 물질적 재화의 결핍은 아동의 신체적·인

지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 

김광혁 2009; 이봉주 & 임세희 2008; Mayer 1997; Yoo, Slack, & Holl 2009).  

                                           

7 이러한 경향은 SLSS, MSLSS, BMSLSS, PLSS와 같은 다양한 척도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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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그동안 아동의 삶의 만족도, 주관적 행복에 관한 연구들에서 부모의 소득은 

아동의 행복을 거의 설명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왔다 (Gilman & Huebner 2003; Carmel L. 

Proctor, Linley, & Maltby 2008). 최근에 이루어진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아동의 행복에 중요한 것은 소득 액수가 아닌 물질적 재화를 누리는 정도라는 것을 보여

준다 (J Bradshaw 2011; Knies 2012; Main 2014; Rees, Pople, & Goswami 2011). 예를 

들어, Main (2014)의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 연구에서 소득 변수는 행복에 거

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아동이 필요로 하는 재화를 제공해줬을 때에는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in 2014, p. 470). 이는 가정 내에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가정 내의 역동에 의해 아동에게 재화가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부모의 투자행위 등에 따

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J Bradshaw 2013). 따라서 아동에게 물질적 수준은 결핍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 기능할 때 유의미하며, 따라서 소득 자체 보다는 결핍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2) 안전과 안정 

아동의 안전(safety)은 아동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져 왔으며, 

아동의 삶의 질과 행복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2004). 아동이 안전

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동이 객관적으로 실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것을 의미하

지만, 주관적으로 안전하다는 느낌(feeling) 혹은 인식(perception)을 갖는 것도 포함된다.  

아동의 안전은 아동의 일상생활공간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안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정은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는 장소이며, 의식주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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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정서적 지지를 받는 공간이다. 가정에서의 안전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발달

하는 토대이지만, 안전하지 않은 환경은 아동의 발달에 큰 악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아

동학대와 같이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가족 간의 갈등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

적, 인지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세원; & 이봉주 2010; Kaufman & Zigler 1987; Murray A Straus 2001). 따라

서 아동의 가정에서의 안정은 아동의 삶의 질과 행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교 안전 역시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아동의 안전을 해치는 학교폭력은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행복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가장 명확하게 밝혀진 것 

중 하나이다. 다른 아동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아동의 삶의 질

을 크게 저하시킨다 (Huebner, Suldo, Smith, & McKnight 2004; Konu, Lintonen, & 

Rimpelä 2002; Nickerson & Nagle 2004). 직접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하

더라도,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만족도도 낮아졌다. 이는 위험의 인식

과 위축만으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Valois, Zullig, Huebner, & 

Drane 2001).  

지역사회 안전은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동네의 안전은 아동이 일상

생활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직접 피해를 입거나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다. 안전하지 않은 동네환경은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공포를 느끼게 하여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안전하지 않은 동네 환경은 아동의 신체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운동부족으로 

인한 건강문제와 소극적 여가문제 등을 발생시킨다 (Coulton & Korbin 2007; McDonell 

2007; Shinn & Toohey 2003). 지역사회가 안전하지 않으면 아동들의 외부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아동들은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실내의 소극적 활동에 치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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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Molnar, Gortmaker, Bull, & Buka 2004; Weir, Etelson, & Brand 2006).  

안전과 함께 안정(stability)도 중요하다. 아동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생활환경에 놓

여 있으면 여러 가지 발달 상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봉주 & 임세희 2008; 김현식 

& 문혜진 2012). 이사는 가장 대표적으로 아동의 안정된 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예

를 들어, 집을 옮기는 것은 새로운 집, 새로운 지역, 새로운 학교, 새로운 사람에 적응해

야 하는 부담을 만든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영향은 새로운 사람, 즉 친구, 교사, 이웃들

에게 적응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Hagan, MacMillan, and Wheaton (1996)의 이

민자 자녀 연구나 Scanlon and Devine (2001)의 저소득층 자녀 연구는 모두 새로운 환경

에 정착하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아동의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관점에서, 아이와 부모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역사회의 사회

자본(네트워크-도움-신뢰)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곳에 적응하여 처음부터 사회적 자본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 (오욱환 

2013). 또한, 개인의 주거불안정으로 인한 효과와 지역의 불안정과 결합하면 그 효과가 

증대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거 이동성이 높은 빈곤층 아이들은 이사의 효과가 누적

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지역에서의 이전은 적응의 부정적인 효과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 (Scanlon & Devine 2001). 아이들이 불안정한 지역에서 무질서에 

노출될 경우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낮은 규범으로 일탈행동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가정·학교·동네에서의 안전과 주거 안정은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고, 이것이 주관적 행복감과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을 

살펴보는 데 있어 안전과 안정에 관한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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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3)  관계 

좋은 관계는 인간의 행복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좋은 관계는 일상생활에서 즐거움

을 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Dew & Huebner 

1994; Gilman & Huebner 2003; Joronen & Å stedt‐Kurki 2005; B. J. Lee & Yoo 2015). 아

동의 좋은 관계가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보편적인 현상 중 하나이다 (Konu et al. 2002; B. J. Lee & Yoo 2015; Park 2004; 

Park & Huebner 2005). 

아동의 관계는 가족, 친구,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괄할 수 있다. 가

족과의 교류, 활동, 지지는 아동의 삶의 질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알려져 왔

으며 (Gilman & Huebner 2003; Mayer 1997; Carmel L. Proctor et al. 2008), 친구 및 교

사와의 등도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sikszentmihalyi & Hunter 2003; 

Konu et al. 2002). 더욱이 청소년기에 또래 집단의 영향력은 점차 커지기 때문에 또래집

단과의 관계는 아동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른 변수들의 매개(mediation)나 조절(moderation)을 

통하여 다른 변수들이 영향력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학교 폭력의 부정적 영향

은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 (Flaspohler, Elfstrom, Vanderzee, 

Sink, & Birchmeier 2009). 양부모인지 한부모인지 여부가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는 한부

모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만(Dinisman, Montserrat, & Casas 2012),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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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부정적 관계를 통제하면 가구구조에 상관 없이 부정적 영향이 사라진다는 연구들도 

있다 (정소희 2011; Vandewater & Lansford 1998). 

이와 같이 일상생활 환경에서 아동의 삶의 질과 행복에 관계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부정적 효과들의 완충제 역할을 해주기도 하므로 아동의 주관적 

행복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4) 존중 

아동이 속한 집단에서 존중을 받는 것은 아동의 정서적 삶의 질(psychological 

well-being)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부모가 긍정적 양육태도를 갖는 것은 

아동의 부정적 행동 빈도를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Kowal, Kramer, Krull, & Crick 

2002). 교사로부터 공평한 처우를 받는 것도 아동의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교

사가 공평하게 규칙을 적용한다고 인식할수록 학교 만족도가 높아졌다 (Vieno, Perkins, 

Smith, & Santinello 2005). 반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주관적 행복에 악영향을 미

친다. 아동의 성별, 인종, 성적으로 인한 차별은 아동의 정신적 건강과 스트레스에 악영

향을 미치며 삶의 만족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인한, 권세원, & 

정은혜 2011; Brown & Chu 2012). 이와 같은 아동에 대한 부모나 교사의 긍정적인 태도

는 긍정적 양육(positive parenting) 혹은 긍정적 훈육(positive discipline)이라는 개념으로

도 사용되며,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

로 최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Gámez-Guadix, Straus, Carrobles, Muñoz-Rivas, 

& Almendros 2010; Nelse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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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을 위한 지위(status)도 매우 중요하다. 행복은 상대와의 비교를 하는 사회적 비

교(social comparison)와 상대적 위치(relative status)에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Diener et al. 1999; Easterlin 1974; Kahneman et al. 2006; Veenhoven 1991). 아동 연구

에서 상대적 비교로 두드러지는 것은 상대적 사회경제적 지위(혹은 상대적 박탈)과 상대

적 성적이다.  

상대적 성적의 효과는 아동이 속한 집단의 영향을 강조하는 연구들에서 자주 사용

이 되는 개념이다 (Marsh 1987). 미국 대학생에 관한 연구에서 Davis (1966)는 “큰 연못

의 작은 개구리보다 작은 연못의 큰 개구리가 낫다”는 개구리-연못 효과(frog-pond 

effect)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상위권 수준의 대학에서 낮은 성적을 받는 학생들보다 

평범한 수준의 대학에서 높은 성적을 받는 학생들이 낫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같은 역량

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소속된 집단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상대적 지위가 달라지며, 상대

적 지위로 인한 만족감이나 스트레스가 달라진다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8  

소득의 상대적 효과는 성인 연구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반면, 아동 연구에서는 크

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Cojocaru 2015; Easterlin 1974; Rogers, Smith, & Coleman 1978; 

Veenhoven 1991).9 예를 들어, 소득의 사람이라도 자신의 이웃이 자신보다 부유한지 혹

                                           

8 성적과 행복의 관계는 서구와 아시아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구사회에서

는 성적과 행복감과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거나 고학년 학생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에 비해, 한국

과 홍콩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성적과 삶의 질 그리고 행복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난

다 (임미향 & 박영신 2006; Suldo, Riley, & Shaffer 2006).  

9 Easterlin (1974)은 상대소득가설을 이용하여 한 국가의 GDP가 상승하여도 한 국가 내에서 국민

들이 차지하는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GDP의 성장이 행복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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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난한지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웃이 자신보다 부유하다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하여 삶의 만족도가 줄어들지만, 이웃이 자신보다 부유하지 않으면 상대적 

우위로 인하여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Luttmer 2004).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

들은 일부러 가난한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기 보다는 더 부유한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빈곤지역에서 상대적인 지위에서 얻는 편익보다 좋은 환경에서 

얻는 편익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Firebaugh & Schroeder 2009).  

이와 같은 상대적 지위에 관한 연구는 성적이나 소득과 같이 본인의 성취로서의 의

미뿐만 아니라 타인과 비교할 수 있는 상대적 지위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이 속해 있는 집단이 어디인가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3. 외부환경과 주관적 행복감 

 

학교 효과(school effect)와 동네 효과(neighborhood)와 같이 집합적 수준의 환경이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그동안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Coleman 1988; 

Putnam 2000, 2015; Sampson & Raudenbush 2004; Sampson, Raudenbush, & Earls 1997). 

학교와 동네 환경은 집단 차원에서 공유되는 문화 및 분위기로 인해 개인에게 영향을 미

친다. 학교와 동네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기도 하였다. 소득 연구에서 절대적 수준과 상대적 수준을 반영하는 것은 보다 깊은 논의를 필

요로 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두 가지 차원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소득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iener, Sandvik, Seidlitz, and Diener (1993), Clark and 

Oswald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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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효과 

학교 환경이 아동의 발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교육학자들 주된 관심사

였다. 학교 효과는 보통 학교 분위기(school climate)이라는 주제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

다 (Cohen, McCabe, Michelli, & Pickeral 2009). 예를 들어, 긍정적 학교 분위기는 결석

률, 학교폭력, 비행, 유급, 위험행동 등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Ruus et al. 2007; Thapa, Cohen, Guffey, & Higgins-D’Alessandro 2013; Vieno et 

al. 2005; Waasdorp, Pas, O'Brennan, & Bradshaw 2011).10 

학교 효과는 환경적 구조(structure)로 인한 효과와 내부 구성원들간 관계 및 과정

(process)의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의 환경적 구조에 관한 연구 중 하나는 학교의 

규모와 관련한 연구이다. 외국의 연구에서 학교 규모는 아동의 문제적 행동과 학업성취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도 가

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큰 학교에 비해 작은 학교에서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Cotton 1996; V. E. Lee & Smith 1997).  

구성원들 간 관계 및 과정의 효과는 학교의 민주적 분위기와 관련한 연구가 있다. 

Nichols and Good (1998)의 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 연구를 보면 공평성은 학

생들의 공동체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교사가 차별적이라고 느끼면 공동체 의식의 

                                           

10 Cohen et al. (2009)에 따르면 학교 분위기에 대해 공통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

로 안전(물리적, 사회정서적), 가르침과 배움(강의품질, 사회/정서/윤리적 학습, 전문적 발전, 리더

쉽), 관계(다양성 존중, 학교 공동체 및 협력, 의욕과 연결성), 환경적 구조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고 할 수 있다. 학교 분위기 개인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도 하지만, 집합적인 수준에서 아

동의 인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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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를 가져왔다. Vieno et al. (2005)의 연구에서는 학교의 민주적 분위기는 학생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차별적인 분위기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학교에서 

아동이 타인으로부터 대우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동네 특성 

동네 환경에 대한 연구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Brooks-Gunn, Duncan, Klebanov, & Sealand 1993; Coulton, Korbin, & Su 1999; 

Duncan & Raudenbush 1999; Sampson 2003).11 이들 연구들은 학교와 동네의 영향은 집

중화된 취약성(concentrated disadvantage)과 같이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한 사회적 분리

(social segregation)에 많은 초점을 맞추었지만, 그러한 특성은 공유된 규범이나 신뢰 혹

은 집합적 효능감과 같은 주민들 간의 과정적 특성으로 인해 조절(moderate)될 수 있다

고 보았다. 

동네(neighborhood)의 환경이 아동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는 빈곤하거나 무질서한 환경은 아동과 부모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

니라, 범죄나 비행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 (백학

영 2007; Brooks-Gunn et al. 1993; Lareau 2011; Leventhal & Brooks-Gunn 2000; Vieno, 

Nation, Perkins, Pastore, & Santinello 2010).  

                                           

11 동네효과 혹은 지역사회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미국의 거주 특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

에, 이러한 결과들이 한국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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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효과를 설명하는 사회 해체 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은 공간적 특성

을 공유하는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다. 이 이론은 동네 주민들의 주거 안정

성이 떨어지면 이웃 간 유대와 감시가 낮아지고 사회 규범(social norm)이 무너져 범죄, 

비행, 학대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개인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지역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깨진 유리창 이론과 같

이 무질서한 환경이 주민들의 규범을 약화시켜 부정적 행동을 유발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 많이 노출되는 아동들은 스트레스가 높아져 정신건강 저하 및 행동문제 

발생할 수 있다 (Sampson & Raudenbush 2004; Sampson et al. 1997; Shinn & Toohey 

2003; Wilson & Kelling 1982). 이러한 영향은 아동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서, 

지역의 무질서한 환경이 여자 아이들에게는 성범죄에 대한 “여성 공포(female fear)”로 인

해 부정적인 효과가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Popkin, Leventhal, & Weismann 2010). 

사회해체 이론이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면, 사회적 자

본 이론(social capital theory)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한다. 주민들 간의 신뢰(trust)는 사회

자본(social capital) 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이다 (Dutton & Heaphy 2003; J. 

F. Helliwell & Putnam 2004; Ross & Jang 2000). 지역사회에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는 신

뢰, 공유, 비공식적 지원 등으로 볼 수 있는데(Vieno et al. 2010), 동네환경 차원에서는 

주민들 간의 신뢰는 이웃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상호 호혜성 규범(reciprocity norm)이 

유지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이 된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서로 간의 자녀를 돌

봐주어 아동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동네 수준에서 세

대간 결속(intergenerational closure)을 고려한다면, 결속이 높은 지역에서는 다른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부모처럼 개입할 수 있으며 공동체처럼 생활할 가능성이 높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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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환, 2013: 108). 또한,  동네의 등하굣길 안전문제와 놀이공간의 안전문제를 보완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은 신뢰의 기능은 지역사회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주

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지역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로 구분할 수 있고, 

사회해체이론처럼 빈곤이 결집되어 있거나 사회규범을 공유하지 못한 대상이 많아지면 

부정적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사회규범을 공유하고 서로 돕고 비공식적인 

감독을 생성하는 사회 자본은 긍정적 영향을 가지고 온다. 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

와 같은 영향들이 아동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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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제1절 연구모형 

앞서 살펴본 이론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아동의 주변 환경을 미시체계와 

외부체계로 구분하여 각 체계 내 변수들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림 3-1). 이 분석을 위해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사용하

여 미시체계를 1수준으로 설정하고, 외부 체계를 2수준으로 하는 분석을 시행한다. 미시

체계 내에는 아동 자신과 아동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서의 경험과 관련된 변수들로 구성

되어 있고, 외부체계는 아동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분위기와 관련된 변수들로 구성되

어 있다.  

 

 

그림 3-1. 본 연구의 생태체계적 개념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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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준은 개인이 분석단위인 반면, 2수준은 학교와 동네가 분석단위이다. 여기에서 

학교와 동네를 함께 분석단위로 설정한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학교와 인접한 지역사회는 

학군(學群)을 형성할 만큼의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

동을 학교 단위로 구분하더라도 ‘학교와 동네’에 함께 내포(nested)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2).12 

 

 

그림 3-2. 데이터 구조 (2수준 위계선형분석 적용) 

 

[그림 3-1]의 연구의 개념과 [그림 3-2]의 데이터의 구조를 결합하여 설정한 위계

선형모형의 연구모형을 도식화 하면 [그림 3-3]과 같다.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1수준

은 미시체계를 나타내고, 학교와 동네를 분석단위로 하는 2수준은 외부체계를 나타낸다. 

1수준과 2수준의 설명변수들이 1수준에 있는 아동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을 설명하는 모

형이라 할 수 있다.  

                                           

12 HLM 에서는 서로 다른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대상들을 교차분류모형(cross-classified multi-level model)으

로 분류하여 두 집단에 함께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 집단의 영향을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데이터는 학교를 중심으로 수집되어 동네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교차분류모형을 적용

하기 어렵다. 이는 한 학군 내에서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한 학교에 다니면 같은 동네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가정을 하게 만드는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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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연구모형 

 

[그림 3-3]은 모형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변수와 영향에 대해 도식화되어 있다. 먼

저 종속변수인 아동의 주관적 행복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부정적 감정의 변수들이 개

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관적 행복을 구성하는 삶의 만족도,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의 영향 요인들이 각기 다르다고 알려져 있어 각기 다른 종속변수를 

사용하여 환경의 영향력을 살펴볼 것이다.  

독립변수인 미시체계(1수준)와 개인 특성 및 직접 대면하며 이루어지는 인식 및 경

험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체계(2수준) 변수들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Bronfenbrenner (1979)의 

정의를 적용한 것으로 그에  따르면 미시체계(micro system)는 “발달하는 개인이 독특한 

물리적, 물질적인 특성을 가진 환경 내에서 경험하는 활동, 역할 및 대인관계의 유형”, 

외부체계(exo system)는 “발달하는 개인이 적극적인 참여자로 관여하지는 않으나 발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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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이 속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사건이 발생되는 하

나 또는 그 이상의 환경”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생태체계적 정의를 반영하면서 위

계선형모형 분석에 적합하도록 독립변수들을 다층적으로 구성하였다.13,14 

[그림 3-3]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세 가지 화살표로 나누어 살

펴볼 수 있다. 먼저 1수준의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향하는 화살표 a는 아동 개인의 

특성 및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2

수준의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향하는 화살표 b는 학교와 동네의 특성 변수들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화살표 b는 2수준의 변수들이 아

동의 주관적 행복의 절편(intercept)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

수준 변수들이 1수준 변수와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화살표 c는 2수준의 

변수들이 조절변수(moderate variable)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살표 c는 2수준

의 독립변수들이 1수준의 독립변수들의 기울기를 조절(moderate)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는 앞선 화살표 a가 의미하고 있는 아동 개인 및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변수들이 아동의 

                                           

13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생태체계 모델과 위계선형모델이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생태체계 

모델은 다차원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영향을 개념화한 것으로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

에 실제 분석에서는 일정 부분 손실을 감안하고서라도 단순명료하고 간명한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 1수준의 미시체계는 직접적이고 대면적인(face to face)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변수들을 투입하고, 그 이상의 

외 체계와 거시체계는 간접적이고 비대면적인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변수를 투입하였다.  

14 동네(neighborhood)는 Bronfenbrenner (1979) 의 초기 저작에서는 아동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

부체계로 정의되었으나, 최근의 지역 연구들은 지역사회조건이 아동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 (Wilkenfeld 2009, p. 28). 반대로 학교(school)는 미시체계로 정의되었으나 최근 학교 분위기(학교 풍토)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와 동네의 체계

는 아동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면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동네와 학교의 영향을 미

시체계와 외부체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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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소속된 집단적 수준의 특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른 말로 1수준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기울기

(intercept)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모형은 다음 절의 연구

가설로 더욱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가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문제, 이론 및 선행 연구 검토, 연구모형 설정을 통해 구체적

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였

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문제가 설정되어 있었다. 연구문제1-1은 “아동의 개인적 

특성은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설은 다

음과 같다.  

가설 1-1-1. 남자 아동은 여자 아동에 비해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 것이다. 

가설 1-1-2. 중학교 1학년 아동은 초등학교 5학년 아동에 비해 주관적 행복감이 

낮을 것이다. 

가설 1-1-3. 질병이 있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주관적 행복감이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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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2는 “(미시체계로서) 가정·학교·동네에서의 일상생활 경험 및 인식은 아

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며, 이에 대한 가정·학교·동네 차원에

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먼저 미시체계 차원에서 가족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2-1. 아동의 물질적 결핍은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을 낮출 것이다. 

가설 1-2-2. 아동의 가정·학교·동네에서 아동이 인지하는 안전한 환경은 아동의 주

관적 행복감을 높일 것이다.  

가설 1-2-3. 아동이 가족·친구와의 함께 활동하는 빈도가 높으면 주관적 행복감도 

증가할 것이다. 

가설 1-2-4. 아동이 부모·교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존중 받는다고 느끼면 주관적 행

복감이 증가할 것이다. 

 

아동의 생존은 가구의 물질적 결핍 수준을 의미하고, 아동의 가정·학교·동네에서의 

안전한 환경은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은 학교폭력

과 같은 폭력적 상황을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가정·학교에서의 좋은 관계는 부모

·친구와 즐거운 활동을 하는 것, 아동의 존중 받는 정도는 부모·교사로부터 의견존중을 

받고 공평하게 처우 받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문제 1-3은 “(외부체계로서) 학교·동네의 크기·안전·관계는 아동의 주관적 행복

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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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3-1. 학교의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높으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1. 동네의 범죄율이 높으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3. 학교에서의 공평한 분위기는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4. 동네의 이웃들 간의 신뢰는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교와 동네의 안전은 학교에서의 폭력 정도와 동네에서의 범죄 발생 정도가 아동

의 주관적 행복감을 저해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아동을 폭력과 범죄에 

노출시킴으로써 개인의 안전 욕구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설로 설정하

였다.  

학교와 동네의 좋은 분위기는 학교의 공평한 학교 분위기(school climate)와 동네의 

이웃간 신뢰(trust)는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

에서 민주적 학교 분위기가 아동의 소속감을 증진시키고, 이웃 간 신뢰가 아동을 위험으

로부터 보호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이러한 특징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보고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는 “학교·동네의 크기·안전·관계의 환경특성에 따라 아동 특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증진되거나 감소하는가?”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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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설 2-1. 학교·동네의 크기에 따라 아동 특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가설 2-2. 학교·동네의 위험도에 따라 아동 특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가설 2-3. 학교·동네 구성원들의 긍정적 관계에 따라 아동 특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학교효과와 동네효과에서 학교와 지역의 크기는 아동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증대시키고, 위험한 환경은 아동의 불안감과 폭력에 노출시키며, 학교의 

민주적 분위기와 지역주민의 신뢰와 같은 구성원들 간의 긍정적 관계는 아동이 집단에 

소속되게 하고 비공식적 통제가 강화되어 아동을 안전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와 같은 학교효과와 동네효과는 아동 개인 특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을 조절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3절 분석자료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하여 Children’s Worlds에서 15개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International Survey of Children’s Well-Being (이하, ISCWeB) 의 한국 자료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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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5 한국 자료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조사전문기관 Research & 

Research 에 의해 조사된 자료로 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함께 조사하였다. 아동이 직접 

설문에 응답하는 것은 아동 중심의 접근(child-centered approach)법으로 아동이 자신의 

상태를 직접 보고하게 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가계의 경제상

태와 가구구조 등 아동의 객관적 응답이 어려운 문항을 주양육자에게 조사하는 것은 신

뢰성 있는 정보를 얻기에 용이한 특성이 있다 (Ben-Arieh 2008; Casas 2010). 본 데이터

의 수집 및 연구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2013년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SNU IRB)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봉주 et al. 2015).16  

 

1. 조사설계 

본 데이터는 시도별로 비교할 수 있는 유용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

도별 규모를 고려하여 표본설계를 하였다. 표본학급 선정에 무작위를 부여하여 지역별-

학급별 등 층별로 보다 대표성 있는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조사 대상은 만 8

세(초등 3), 10세(초등 5), 12세(중1) 학생 및 그 학부모로 선정하였는데, 모집단을 3개의 

연령층으로 간주하고 학부모의 경우 학생과 동일한 분포를 가진다고 가정하였다.  

                                           

15 2015년 현재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ISCWeB 프로젝트는 국제 아동지표 전문가그룹 

Children’s Worlds 의 주관 하에 Jacobs Foundation 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자료는 

Save the Children Korea 의 공동후원을 통해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Research & Research에 의해 실사 및 자료 구축이 이루어졌다.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봉

주 et al. (2015) 참조. 

16 ISCWeB 의 서울대학교 IRB 심의번호는 1310/001-0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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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추출 및 분석대상 

표본 추출은 광역시도별 학생수 비율을 근거로 학교 수, 학급 수를 비례할당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3-4]과 같이 표본 추출 구조는 체계적으로 구조화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 아동이 A시도→A학교→A학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추출되었다면, A

학교의 1, 2, …n 명의 학생들이 같은 학교의 특성을 공유하고, A시도의 1, 2, …n 개교의 

학교들이 같은 시도의 특성을 공유한다.  

분석대상은 만10세와 만12세 아동이다. 만8세는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척도

가 누락되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조사인원은 만10세(초5) 2407명, 만12세(중1) 2607명 

등 총 5014명이었으나, 무응답 등을 제외하여 만10세 2092명, 만12세 2115명 등 총 

4207명이었다.17,18 

                                           

17 ISCWeB 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만8세)까지 조사되었으나, 본 연구는 초5(만10세)와 중1(만12

세) 아동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삶의 만족도 척도(SLSS)와 긍정적 정서

(PA)가 문항길이 및 난이도로 인하여 만10세와 만12세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18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위계선형모형은 각 변수의 결측값(missing data)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실

제 분석에서는 총 232개 학교의 4207명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개별 변수들의 무

응답 사례(item non-response)를 제외한 결과이며 16.1%의 결측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

록 결측의 비율이 크지는 않지만, 결측값은 통계자료 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완전한 자료를 

기초로 하는 표준적인 통계방법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추정 결과에 편향된 추론을 구하게 할 가

능성이 있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내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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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표본추출 개요 

 

 

제4절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1. 위계선형모형 개요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학교와 동네에 내포되어(nested) 있는 위계적 자료구조를 가

지고 있다. 위계적 자료에서는 같은 집단에 속한 응답자들끼리 더 유사한 관찰치를 보이

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지역의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

의 특성을 공유하게 되면서 서로 유사한 특성을 보일 수 있다. 이는 OLS 회귀분석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에서 가정하고 관찰의 독립성을 위배하는 문제를 낳게 

된다. 특히 회귀계수의 추정에서 표준오차를 과소 추정함으로써 제1종 오류를 증대시키

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내포된 자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진석 2012; Raudenbush & Bryk 2002).  

본 연구에서는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을 이용하여 다층적 

1단계

광역시도별 할당

•각 학년별로 시도별 학생

수를 감안하여 110개 학교

를 할당함

2단계

시도별 학교 추출

•각 시도별로 조사대상 학

교는 단순무작위추출(SRS)

로 선정함

3단계

학교별 1개학급 추출

•각 학교별 초등학교는 3학

년 1학급, 5학년 1학급, 총

2개 학급을, 중학교는 1학

년 1학급을 단순무작위로

추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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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19 위계선형모형은 측정된 개인이 소속된 상위집

단의 영향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모형으로, 모든 개인(individual)은 상위 집단에 내포

(nested)되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동일한 학급, 학교, 도시, 지역 등에 소속된 사람들

은 같은 환경적 특성을 공유하고, 이것이 유사한 특성을 보이게 만들 수 있으므로 집단

의 영향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 모형을 본 연구에 적용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장점이 있다. 첫째, 개인

수준의 아동 개인이 경험하는 일상적 환경의 영향과 외부적 환경의 영향을 구분할 수 있

는 틀을 제공한다. 2수준의 위계선형모형은 아동수준과 집단수준의 영향을 구분해주므로 

이를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적용하면 각 수준의 영향을 구분하여 알아볼 수 있다. 둘째,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볼 수 있다. 위계선형모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층위

간 상호작용효과(cross-level interaction)는 특정한 환경 안에서 개인수준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변화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상위수준의 환경 

특성에 따라 개인수준의 특성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본 연구문제에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

인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는 개인수준에서 측정된 미

시 변수들(가족, 학교, 동네)의 영향과 집단 수준에서 측정된 외부체계 변수들(학교, 동네

의 구조적·과정적 특성)의 영향을 2수준의 위계선형모형에서 분석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19 Hox (1995, p. 11)에 의하면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은 다층모형(multi-level 

model), 무선계수모형(random coefficient model), 분산요인모형(variance component model), 혹은 

혼합모형(mixed model)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 모형들이 모두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

만, 이들 모형들은 모두 하위 수준에서 측정된 단일한 종속변수와 모든 수준에서의 독립변수들을 

가정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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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연구문제인 ‘학교·동네의 구조·안전·관계에 따라 아동 특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증진되거나 감소하는가?’는 개인 특성과 지역 특성의 상호작용을 살펴보

는 층위간 상호작용(cross-level interaction) 분석으로 파악할 수 있다. 층위간 상호작용

은 특정한 개인 수준 변수의 기울기에 집단 수준 변수를 투입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을 통하여 개인 수준 변수와 집단 수준 변수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기울기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즉, 개인 수준 변수의 영향이 집단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혹은 집단 

수준 변수의 영향이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대한 더 자

세한 설명을 위하여 위계선형모형의 하위모형에 대해 설명한다.  

 

2. 위계선형모형의 하위모형 

위계선형모형은 다양한 하위모형(sub-model)들이 존재한다. 2수준의 위계선형모형 

역시 1수준과 2수준에서의 고정효과와 무선효과 설정에 따라 다른 모형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형은 무선 절편 모형(random-intercept model), 무선 계수 모형

(random-coefficient model)과 그 세부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무선 절편 모형(random-intercept model) 

 

무선 절편 모형은 2수준 집단의 무선효과가 절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의 성적과 주관적 행복감(CSWB)의 관계에 학교의 평균적인 사회경제적 지위

(MeanSES)가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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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수준 모형 (Level-1 Model) 

 𝐶𝑆𝑊𝐵𝑖𝑗 = 𝛽𝑜𝑗 + 𝛽1𝑗 ∗ (𝐺𝑃𝐴𝑖𝑗) + 𝑟𝑖𝑗 ~ N( 0, 𝜎 2 ) (3.1) 

 

집단수준 모형 (Level-2 Model) 

 
𝛽𝑜𝑗 = 𝛾𝑜𝑜 + 𝛾𝑜1 ∗ (𝑀𝑒𝑎𝑛𝑆𝐸𝑆𝑗) + 𝑢𝑜𝑗 ~ N( 0, 𝜏0

2 ) 

 𝛽1𝑗 = 𝛾1𝑜 

(3.2) 

 

결합 모형 (Mixed Model) 

   𝐶𝑆𝑊𝐵𝑖𝑗 = 𝛾𝑜𝑜 + 𝛾𝑜1 ∗ MeanSES𝑗 + 𝛾10 ∗ 𝐺𝑃𝐴𝑖𝑗 + 𝑢𝑜𝑗 + 𝑟𝑖𝑗  (3.3) 

 

결합모형을 해석하는 것은 간단하다. 이 공식은 마치 러시아 인형(Russian doll)과 

같이 2수준의 공식이 1수준의 절편 값 𝛽𝑜𝑗 를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학교 수준의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MeanSES)와 무선효과는 절편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기울기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아 고정된 기울기를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이 모형은 무선 절편 모형으

로 불린다.  

절편에 무선효과가 투입되는 모형은 HLM의 기본모형인 무조건부 모형에서부터 조

건부 모형 중 1수준에만 변수가 투입되는 모형, 2수준의 절편에만 변수가 투입되는 모형, 

1수준의 변수가 투입된 상태에서 2수준의 절편에만 변수가 투입되는 모형 등 다양한 형

태가 포함된다. 이 모형들은 [그림 3-5]와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주관적 행복도가 학교 구분에 따라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기본 무선 절편 모형’, 그리고 1수준과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했을 때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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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1-2수준 변인과 무선 절편 모형’을 사용할 것이다.  

 

 

그림 3-5. 위계선형모형의 하위모형: 무선 절편 모형 

* Garson (2013, pp. 10-11)의 그림을 재구성 하였음 

 

 

2) 무선 계수 모형 (random-coefficient model) 

 

무선 계수 모형은 2수준의 무선효과가 1수준의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예

를 들어, 아동이 속한 학교에 따라 성적과 주관적 행복감의 기울기가 다르다고 가정할 

때 아래의 수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개인수준 모형 (Level-1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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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𝐶𝑆𝑊𝐵𝑖𝑗 = 𝛽𝑜𝑗 + 𝛽1𝑗 ∗ 𝐺𝑃𝐴𝑖𝑗 + 𝑟𝑖𝑗 ~ N( 0, 𝜎 2 ) (3.4) 

 

집단수준 모형 (Level-2 Model) 

 

𝛽𝑜𝑗 = 𝛾𝑜𝑜 + 𝑢𝑜𝑗 ~ N( 0, 𝜏0
2 ) 

𝛽1𝑗 = 𝛾1𝑜 +  𝒖𝟏𝒋 ~ N( 0, 𝜏0
2 ) 

(3.5) 

 

결합 모형 (Mixed Model) 

   𝐶𝑆𝑊𝐵𝑖𝑗 = 𝛾𝑜𝑜 + 𝛾10 ∗ 𝐺𝑃𝐴𝑖𝑗 + 𝑢𝑜𝑗 + 𝑢𝑜𝑗 ∗ 𝐺𝑃𝐴𝑖𝑗 + 𝑟𝑖𝑗  (3.6) 

 

무선 절편 모형은 기울기가 고정된 모형이었으나, 무선 계수 모형에서는 기울기에 

무선효과가 반영된다. 위의 식에서 기울기 𝛽1𝑗는 무선 부분(random part)인 𝑢1𝑗를 포함하

고 있으며, 개인수준과 집단수준 모형을 결합하면 𝑢𝑜𝑗 ∗ 𝐺𝑃𝐴𝑖𝑗의 형태로 풀어 쓸 수 있다. 

이 결과 무선-절편과 무선-기울기의 효과를 모두 갖는 형태(random-intercept and 

random-slope model)가 되며, 이를 무선 계수 모형(random-coefficient model)이라고 부

른다.  

기울기에 무선효과가 투입되는 모형은 기본적으로 1수준에 설명변수가 투입되어 기

울기가 생성되어야 설정 가능하다. 따라서 무선 계수 모형은 1수준의 설명변수가 있는 

상태에서 기울기에 무선효과를 투입하는 모형이 기본이 된다. 여기서 기울기에 무선효과

와 함께 2수준의 설명 변수가 투입되면 완전 무선 계수 모형(full random coefficient 

model)이 되어, 1수준의 설명변수와 2수준의 설명 변수 간의 층위간 상호작용 효과

(cross-level interaction effect)를 설정하는 모형이 된다. 모형들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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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Garson 2013).20  

 

 

그림 3-6. 위계선형모형의 하위모형: 무선 계수 모형 

* Garson (2013, pp. 10-11)의 그림을 재구성 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1수준 변수들과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가 집단구분에 따라 달

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기본 무선 계수 모형’을 설정한 후, 이러한 기울기의 

차이가 2수준 변수들의 특성들로 설명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완전 무선 계수 모형’에서

의 층위간 상호작용 효과(cross-level interaction effect)를 살펴볼 것이다.  

앞서 살펴본 위계선형모형의 하위모형들은 각기 다른 연구문제들에 대한 분석방법

으로 사용될 수 있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무엇인가’는 무선 절편모형에서 1수준과 2수준 변수 모두를 투입한 무선절편모형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첫 번째 연구문제의 하위 연구문제인 1-1 (아동의 개인적 특성의 

영향), 1-2(미시체계의 영향), 1-3(외부체계의 영향)은 무선절편모형에 해당하는 영역의 

                                           

20 여기서는 절편을 고정시키고 기울기의 무선효과를 살펴보는 고정절편-무선기울기 모형은 제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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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투입하여 설정할 것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학교·동네의 구조·안전·관계에 따라 

아동 특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증진되거나 감소하는가?’는 무선 계수 모형

을 통해 2수준의 특성이 1수준의 변수의 영향력의 기울기를 어떻게 조절(moderate)하는

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연구문제와 이에 대한 연구방법을 정리하면 표 3-1와 

같다.  

 

표 3-1.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방법론 

연구문제 분석방법 

1.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1-1. 아동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2. (미시체계로서) 가정·학교·동네에서의 일상생활 

경험 및 인식은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3. (외부체계로서) 학교·동네의 구조·안전·관계는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HLM (two-level) 

·Unconditional model  

·Random-intercept model 

with level 1 & 2 

predictors (means-as-

outcomes ANCOVA) 

2.  학교·동네의 구조·안전·관계에 따라 아동 특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증진되거나 

감소하는가? 

HLM (two-level) 

·Random-coefficients model 

(Random-intercept and 

random-slope model) 

 

본 연구는 이 분석을 위해 SPSS 18.0, HLM 7.0, 그리고 STATA 12.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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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주관적 행복감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주관적 행복감의 세 가지 요소, 즉 삶의 만족도,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은 서로 유사하면서도 독립된 특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사회적 

환경의 영향은 긍정적·부정적 감정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세 가지 주관적 행복감

의 요소를 모두 투입하여 살펴볼 것이다. 세 가지 요소를 나타내는 척도들의 설명은 다

음과 같다.  

 

1) 삶의 만족도 척도 (life satisfaction scale) 

 

아동 삶의 만족도 척도(SLSS: Student Life Satisfaction Scale)는 아동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global life satisfaction)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이다. 이 도구는 성인의 삶

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삶의 만족도 척도(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아동에게 

적용하여 만들어졌다.  

Diener, Emmons, Larsen, and Griffin (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SWLS)는 전

반적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5개 문항의 7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아니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까지 응답할 수 있다 (권석만 2008, p. 52). 

다섯 문항은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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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등

이다 (Diener 2009). SWLS는 그동안 국내 연구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에서도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낭연, 이화령, & 서은국 

2010). 외국의 성인 대상 연구의 결과에서 SWLS와 Cantril 척도의 상관관계는 .62~.66 

으로 높은 관련성이 있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Diener et al. 1985, p. 73).  

성인을 대상으로 한 SWLS 척도를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변형시킨 것이 아동 

삶의 만족도 척도(SLSS)이다 (Huebner 1991). SWLS의 7점 척도를 5점 척도로 단순화하

고, 아동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표현을 적용하였다. 5점 척도의 범주는 ‘매우 동의하

지 않는다’에서 ‘매우 동의한다’의 5개이며,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은 ‘내 

인생은 잘 흘러가고 있다,’ ‘내 인생은 딱 만족스럽다,’ ‘나는 인생에서 바꾸고 싶은 것들

이 많다,’ ‘나는 인생이 달랐으면 좋겠다,’ ‘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인생에서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내 인생은 대부분의 아이들보다 낫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SLSS 척도는 원래의 문항과 달리 5문항의 11점 척도로 측정되

었다. ISCWeB에서 SLSS 척도가 이와 같이 측정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선행연구에

서 SLSS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CFA) 결과 부정적 문항의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

이 낮아 부정 문항을 제외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Casas & Rees 2015), 둘째, 5점 척도를 

사용한 경우 중점에 응답하는 경향이 더 강해 11점 척도로 변환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SLSS 문항은 ‘내 인생은 잘 흘러가고 있다,’ ‘내 인생은 

딱 만족스럽다,’ ‘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인생에서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

다,’ ‘내 인생에 있는 것들은 훌륭하다’ 등 5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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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 (affect) 

주관적 행복감은 삶의 만족도와 함께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긍정적 감정 (Russel’s core affect / positive affect) 

러셀의 핵심 감정 척도 (Russel’s core affect)는 인간의 핵심 감정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로서 ISCWeB 에는 긍정적 정서에 대한 문항만 포함되었다. 긍정적 감정 변

수는 지난 2주간 각 감정에 대해 얼마나 느꼈는지에 대해 대답하는 것으로 각 감정은 만

족스러운(satisfied), 행복한(happy), 여유 있는(relaxed), 활동적인(active), 침착한(calm), 

기운 넘침(full of energy) 등 6가지 문항이다.  

 

② 부정적 감정 (negative affect) 

ISCWeB 에는 부정적 감정에 대한 척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설문에서 

포함된 한국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 척도의 우울문항에 부정적 감정과 관련

된 문항이 있어, 이를 이용하여 부정적 감정을 구성하였다.  

Russell (2003)에 의하면 긍정적 감정(pleasure)과 부정적 감정(displeasure)은 다양

한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림 2-2 참조). 부정적 감정은 긴장된(tense), 신경질적인

(jittery), 화난(upset), 고통스러운(distress), 슬픈(sad), 우울한(gloomy), 피곤한(tired), 무

기력한(lethargic) 등 다양한 차원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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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주관적 행복감 변수들 개요: 삶의 만족도,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분류 척도 문항 응답범주 

 SLSS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 표시해주세

요. 

11점 척도, 평

균 

(Ⓞ전혀 ~ ⑩ 

매우) 

내 인생은 잘 흘러가고 있다 

내 인생은 딱 만족스럽다 

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내 인생에 있는 것들은 훌륭하다 

긍 

정 

적 

 

감 

정 

Russel’s  

core 

affect 

각 단어를 읽고 지난 2주간 각 감정에 대해 얼마나 느꼈

는지 표시해주세요 

11점 척도, 평

균 

(Ⓞ전혀 ~ ⑩ 

매우) 만족스러움 

행복함 

여유 있음 

활동적임 

침착함 

기운 넘침 

부 

정 

적 

 

감 

정 

비표준화  

척도 

현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시

해주세요 

3점 척도, 평균 

(①전혀 아니

다, ②그런 편

이다, ③자주 

그렇다) 

외롭다고 불평한다 

신경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거나 긴장되어 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걱정이 많다 

 

CBCL에는 긴장(tense) 및 신경질적인(jittery) 감정과 관련된 문항으로 ‘신경이 날카

롭고 신경질적이거나 긴장되어 있다’, 고통스러운(distress) 감정과 관련된 문항으로 ‘걱정

이 많다’, 슬프고(sad) 우울한(gloomy) 감정과 관련된 문항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피곤하고(tired)과 무기력한(lethargic) 감정과 관련된 문항으로 

‘외롭다고 불평한다’ 등 4문항이 있다. 이 문항들은 각 문항과 개념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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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고 화난(upset)과 관련된 문항이 없어 부정적 감정을 명확하게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감정 척도는 일상적 경험을 측정함에도 불구하고 기준기간(reference period)

이 지난 6개월이라는 점, 각 문항이 3점 척도로 측정되었다는 것 역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항들이 긍정적 감정과 상반되는 부정

적 감정에 대한 지표라는 점은 명확하다. 따라서,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리지표

(proxy)의 의미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할 것이다. 이러한 주관적 행복 개념을 구성하는 삶

의 만족도,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에 관한 척도와 문항들을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2. 독립변수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다양한 차원의 독립변수들을 구성하였다. 미

시체계의 개인, 가구, 학교와 동네 차원의 변수들과 외부체계의 학교와 동네 특성 변수들

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3-3 참조).  

 

1) 미시체계의 개인수준(level-1) 변수 

(1) 아동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아동 개인 차원의 변수들은 선행연구들에서 아동 개인 특성으로 다루어졌던 성별, 

연령, 건강수준의 변수들을 투입하였다. 이 중 건강수준은 3개월 이상 치료받는 질환이 

있는지를 아동의 부모에게 물어보고, 만성질환의 유무를 측정한 것이다. 이 세 가지 변수

는 모두 이분변수(binary variable)로 투입이 되었고, 성별(남성=1), 연령(만12세=1), 건강

(만성질환=1)으로 코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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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시체계의 일상생활 경험 및 인식 

미시체계에서의 일상생활 경험 및 인식은 아동이 가족·학교·동네 안에서 일상적으로 

대면하면서 경험하는 특성들로 구성이 되었다. 가구 특성은 이와는 차별적인 특성을 가

지고 있지만, 아동이 생활하는 기본적인 환경을 나타내므로 개인수준 변수로 투입되었다.  

가구특성은 가구구조, 이사여부, 물질적 결핍 수준 등 세 가지이다. 가구구조는 양

부모와 한부모를 나누는 것으로 한부모를 1로 코딩한 더미변수를 구성하여 투입하였다. 

이사여부는 지난 1년 간 이사한 경험이 있는지에 관한 이분변수이며 이사경험을 1로 코

딩 하였다. 물질적 결핍은 14개의 항목을 가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부모에게 

물은 것으로 이론적으로 0부터 14개의 결핍항목을 나타낼 수 있다. 숫자가 커질수록 결

핍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물질적 결핍 수준은 본 논문에서 가구의 물질적 수준을 측

정하는 유일한 지표로 사용되었다.21  

가족 경험 및 인식은 가정 안전 인식, 가족과의 활동 경험, 부모의 의견존중 태도, 

부모로부터의 공평처우 인식 등 네 가지이다. 가정 안전 인식, 부모의 의견존중, 부모의 

공평처우는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숫자가 커질수록 가정이 안전하거나, 의견존중을 

해주거나, 공평하다고 대답한 것이다. 가족과의 활동 경험은 가족과 대화하기, 즐겁게 놀

기, 공부하기를 각각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물어보고 3 항목을 평균 낸 값이다. 숫자가 

커질수록 가족 활동을 자주 한 것을 의미한다.  

                                           

21 부모가 응답한 소득, 공공부조 수급여부 등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별도의 분석을 진행한 결과 소득 변수(로그&원점수)를 모형에 투입하였을 때의 설명

력은 1% 미만이었지만, 물질적 결핍 수준은 5% 가까이를 설명하여 아동가구의 물질적 수준을 측

정하는 보다 나은 지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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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험 및 인식은 학업 성적, 학교 안전 인식, 학교폭력 피해, 친구와의 활동 경

험, 교사의 의견존중 태도 등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 성적은 자신의 전체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주관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1이 매우 못함, 5가 매우 잘함을 의

미하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안전 인식도 학교에서 안전함을 느끼는지 묻는 

문항으로 5점 척도 척도이며 숫자가 클수록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폭력

은 때림과 따돌림 경험을 1로 입력한 이분변수이다. 친구와의 활동 경험은 친구와 대화

하기, 즐겁게 놀기, 공부하기를 각각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물어보고 세 항목을 평균 낸 

값이다. 숫자가 커질수록 친구와의 활동을 자주 한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의

견존중 태도는 교사가 자신을 의견을 들어주고 존중해주는지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한 

것이며, 숫자가 커질수록 교사가 의견존중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동네 경험 및 인식은 두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네 안전 인

식과 동네 놀이 공간 인식 등이다. 동네 안전 인식은 아동이 동네를 걸어갈 때 안전하다

고 느끼는지를 5점척도로 측정한 것이며, 동네 놀이 공간 인식은 동네에 즐겁게 놀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많은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것이다. 두 변수 모두 

숫자가 커질수록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외부체계의 집단수준(level-2) 변수 

(1) 학교의 구조·안전·관계 

학교 특성 변수들은 학교 크기, 학교의 학교폭력 발생률, 학교의 평균 물질적 결핍 

수준, 학교의 공평한 분위기 등 4개의 독립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특성에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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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개의 독립변수는 개인 수준의 물질적 결핍, 교사의 공평성을 학교 단위로 평균 내어 

수치화 한 것이다.  

 

(2) 동네의 구조·안전·관계 

동네 및 지역 차원 변수들은 지역의 거주 인원, 지역의 범죄 발생률, 이웃 간 신뢰 

분위기 등 세 가지의 독립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의 거주인원은 학교가 위치한 지역

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아동이 인구수가 많은 지역(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지 혹은 

인구수가 적은 지역(주로 농어촌)에 거주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지역의 

범죄 발생률은 학교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범죄발생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인구 십만명 당 강력범죄 발생비율: 살인, 강도, 성폭력)가 일어나는지

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이 비율이 높으면 범죄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범죄 발생률은 낙후된 지역뿐만 아니라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유흥지역에서도 많이 

나타나므로 기존 변수들과는 차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웃 

간 비공식적 도움 및 신뢰 분위기는 이웃간에 서로 돕는지, 이웃간에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지, 이웃 간에 서로의 자료를 보살피는지, 이웃 간에 서로의 아이들을 도와줄 것이라 

믿는지 등의 4개 문항을 4점 척도로 측정한 평균 점수이다. 

이와 같이 개인, 가구, 학교, 그리고 동네 차원의 변수들의 설명, 특성, 출처를 정리

한 내용은 다음의 [표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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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독립변수 목록 

분

류 

하위 

분류 
변수 명 설명 범주특성 출처 

미

시

체

계

의  

 

일

상

생

활 

경

험 

 

아동 

특성 

성별 응답자의 성별  이분변수(남=1) 
ISCWeB 

아동용 

학년 응답자의 학년 (만10세, 만12세) 
이분변수 

(만12세=1) 

ISCWeB 

아동용 

만성질환 
3개월 이상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 여부  

이분변수 

(만성질환=1) 

ISCWeB 

부모용 

가구 

특성 

가구구조 양부모(기준), 한부모(모자), 한부모(부자) 
더미변수 

(ref.양부모) 

ISCWeB 

아동용 

이사여부 지난 1년 간 이사경험 여부 이분변수(이사=1) 
ISCWeB 

아동용 

물질적 결

핍 지수 

14개 결핍 항목 합산 점수  

(하루 세끼의 식사, 하루 한끼 이상의 고

기/생선 식사, 매일 신선한 과일과 야채, 

아동 수준에 맞춘 책, 야외 여가활동 장

비, 규칙적인 여가활동, 실내용 게임, 학

교 여행/행사 참여비, 숙제를 할 수 있는 

공간, 인터넷 접속, 몇 벌의 새 옷, 잘 맞

는 신발 두 켤레, 친구들을 초대하여 노

는 기회, 특별한 일을 축하하는 기회) 

연속변수 

(0-14까지) 

ISCWeB 

부모용 

가족경험 

및 인식 

가정 안전 

인식 
‘집에 있으면 안전하다’에 동의하는 정도 

5점 척도 

(1찬성하지 않음-5

완전히 찬성) 

ISCWeB 

아동용 

가족과의 

활동 

가족과 ‘대화하기,’ ‘즐겁게 놀기,’ ‘공부하

기’의 3문항의 평균값 

4점 척도 

(1전혀하지 않음,2

일주일에 한두번, 3

일주일에 거의 매

일, 4일주일에 매

일) 

ISCWeB 

아동용 

부모의  

의견존중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신다’에 

동의하는 정도 

5점 척도 

(1찬성하지 않음-5

완전히 찬성) 

ISCWeB 

아동용 

부모로부터

의 공평처

우 

‘부모님은 공평함’에 동의하는 정도 

5점 척도 

(1찬성하지 않음-5

완전히 찬성) 

ISCWeB 

아동용 

학교경험 

및 인식 

학교 성적 
본인의 전체적인 성적에 대한 주관적 평

가  

5점 척도 

(1매우 못함-5매우 

잘함) 

ISCWeB 

아동용 

학교 안전 

인식 

‘나는 학교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낀다’

에 동의하는 정도 

5점 척도 

(1찬성하지 않음-5

완전히 찬성) 

ISCWeB 

아동용 

학교폭력 ‘우리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나를 때렸다’ 이분변수 ISC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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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경험 (때

림) 

경험 (피해=1) 아동용 

학교폭력 

피해 

경험 (따돌

림) 

’ ‘우리 반에서 아이들이 나를 따돌렸다’ 

경험 

이분변수 

(피해=1) 

ISCWeB 

아동용 

친구와의 

활동 

친구와 ‘대화하기,’ ‘즐겁게 놀기,’ ‘공부하

기’의 3문항의 평균값 

4점 척도 

(1전혀하지 않음,2

일주일에 한두번, 3

일주일에 거의 매

일, 4일주일에 매

일) 

ISCWeB 

아동용 

교사로부터

의  

의견존중 

‘선생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신다’ 에 

동의하는 정도 

5점 척도 

(1찬성하지 않음-5

완전히 찬성) 

ISCWeB 

아동용 

동네경험 

및 인식 

동네 안전 

인식 

‘나는 우리 동네를 걸어 다닐 때 안전하

다고 느낀다’ 에 동의하는 정도 

5점 척도 

(1찬성하지 않음-5

완전히 찬성) 

ISCWeB 

아동용 

동네 놀이

공간 인식 

‘우리 동네에는 즐겁게 놀거나 시간을 보

낼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많이 있다’ 에 

동의하는 정도 

5점 척도 

(1찬성하지 않음-5

완전히 찬성) 

ISCWeB 

아동용 

외

부

체

계

환

경 

학교 

특성 

학교 크기 

(전체 학급 

수) 

해당 학교의 전체 학급 수 2013년 자료 연속변수 
학교  

알리미 

학교의 물

질적 결핍 

수준 

학교 아동들의 평균 결핍 수준(개인수준 

합산) 

연속변수 

(0-14까지) 

ISCWeB 

아동용 

학교 평균 

학교폭력 

발생률 

조사인원 대비 발생했다고 보고한 아동의 

비율 

학년별 조사인원 

대비 발생 비율 

학교  

알리미 

학교의 공

평한 분위

기 

학생들의 교사 공평처우 인식 평균 (개인

수준 합산) 

5점 척도 

(1찬성하지 않음-5

완전히 찬성) 

ISCWeB 

아동용 

지역 

특성 

거주 인원 

학교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주민등록 

인원(만명) 

2012년 자료 

연속변수(만명) 
통계청 

지역통계 

범죄발생률 
2012년 경찰서별 3대 강력범죄(살인, 강

도, 성폭행·강제추행) 발생 현황 자료 
10만명당 발생률 

경찰청 

통계 

이웃 간 비

공식적 도

움 및 신뢰 

분위기 

부모들이 응답한 ‘이웃 간에 서로 돕는

다,’ ‘이웃 간에 서로에게 의지가 된다,’ 

‘이웃 간에 서로의 자녀를 보살핀다,’ ‘이

웃 간에 서로의 아이들을 도와줄 것이라 

믿는다’ 등 문항 평균 (개인수준 합산) 

4점 척도 

(1매우동의하지 않

음-4매우동의함) 

ISCWeB 

부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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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제1절 종속변수의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된 척도는, 아동 삶의 만족도 척

도(SLSS), 긍정적 감정(positive affect), 그리고 부정적 감정(negative affect) 등이다. [표 

4-1]에는 주관적 행복감 변수들의 하위 항목별 기술통계와 척도의 왜도와 첨도가 정리

되어있다. 이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반적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아동 삶의 만족도 척도(SLSS)의 결과를 보면, 

이 척도의 전체 평균은 10점 만점에 7.83점이었다. ‘내 인생을 딱 만족스럽다’는 항목이 

7.58점으로 가장 낮았고, ‘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응답이 7.92점으로 가장 높았다. 

모든 항목의 평균은 7점대를 벗어나지 않았다.  

긍정적 정서는 10점만점에 7.81점으로 삶의 만족도 척도들과 유사한 점수를 나타냈

다. 아동들은 ‘행복함’이 7.98으로 가장 자주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침착함’이 7.48점으로 

가장 적게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문항을 보면 평균 점수는 1점부터 3

점까지의 점수 범위 중 1.37점이었다. ‘외롭다고 불평한다’는 1.23점으로 가장 낮았고, ‘걱

정이 많다’가 1.6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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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주관적 행복감 변수들의 하위 항목별 기술통계 

분

류 
척도 문항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삶 

의  

 

만 

족 

도 

SLSS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찬성 혹은 반

대하는지 표시해주세요. 
      

내 인생은 잘 흘러가고 있다 0 10 7.75 2.19 

-.86 .08 

내 인생은 딱 만족스럽다 0 10 7.58 2.31 

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 0 10 7.92 2.22 

나는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0 10 7.75 2.29 

내 인생에 있는 것들은 훌륭하다 0 10 7.81 2.27 

SLSS 척도 0 10 7.83 2.09 

긍 

정 

적 

 

감 

정 

 

Russel’s 

core 

affect 

각 단어를 읽고 지난 2주간 각 감정

에 대해 얼마나 느꼈는지 표시해주세

요 

      

만족스러움 0 10 7.92 2.19 

-.97 .62 

행복함 0 10 7.98 2.19 

여유있음 0 10 7.58 2.45 

활동적임 0 10 7.93 2.28 

침착함 0 10 7.48 2.33 

기운 넘침 0 10 7.97 2.35 

PA 척도 0 10 7.88 2.01 

부 

정 

적 

 

감 

정 

비표준화 

척도 

현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시해주세요 
      

외롭다고 불평한다 1 3 1.23 .49 

1.37 .03 

신경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거나 

긴장되어 있다 
1 3 1.36 .60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1 3 1.27 .55 

걱정이 많다 1 3 1.63 .74 

NA 척도 1 3 1.37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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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행복감 척도의 분포의 특징 중 하나는 “긍정 편향(positive bias)”라는 것이

다. 긍정편향이란 서구 선진국 대상 연구들에서 행복도 조사의 결과들이 중점 이상으로 

쏠려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0점부터 10점까지의 행복도 척도에서 중점(mid-

point)인 5점 이상에 응답이 몰려 있는 경향이다.22 

 

 [그림 4-1]의 히스토그램은 삶의 만족도 척도와 긍정적 감정 척도는 알려진 바와 

같이 왼쪽 편포(skewed to the left)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척도들의 왜도

(skewness)는 0보다 작은 상태(negatively skewed)로 SLSS=-.86, PA=-.97이었다. 부정적 

감정은 오른쪽 편포(skewed to the right)의 모습을 보였고, 왜도는 0보다 큰 1.37이었다.23 

각 척도들의 첨도는 0보다 크게 나타났다. 각각 SLSS=.08, PA=.62, NA=.03이었다.  

주관적 행복감 척도들은 각각 편포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지만 왜도는 절대값 3, 첨

도는 절대값 10을 기준으로 문제성을 판단한다고 할 때, 분석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24 

                                           

22 하지만 긍정편향이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John F Helliwell 

et al. (2015)가 연구한 2015년 세계 행복도 조사(world happiness report)의 결과들을 보면 참여

대상 국가의 절반 가까이는 11점 척도(0점부터 10점까지)의 중점인 5점 이상이지만, 나머지 국가

들은 그 이하로 나타난다. 따라서 긍정 편향은 모든 국가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 연구들이 출발한 서구 국가들의 특징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3 일반적으로 왜도는 절대값 3, 첨도는 절대값 10을 기준으로 하며, 절대값이 이보다 크면 문제

가 있다고 본다.  

24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하는 연구의 경우 일부 구간(예를 들어, 행복을 나타내는 범위)을 

1로 코딩하여 로짓 분석을 시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응답 범위가 넓고, 첨도와 왜도가 

수용할만한 수준에 있으며, 전체 행복도의 영향요인에 관심이 있으므로 연속변수로 분석을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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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주관적 행복감 척도들의 히스토그램 

 

이와 같이 구성된 주관적 행복감 관련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ial analysis)와 신뢰도분석(reliability test)을 시행하였다. 표 4-2를 보면 

SLSS, PA, NA 등의 탐색적 요인분석(explanatory factorial analysis)의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과 내적 일관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의 크론바하 알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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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alpha) 계수가 표기되어 있다.  

먼저 SLSS의 결과를 보면, 모든 문항은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SLSS는 

ISCWeB에서 수정된 문항과 범주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uebner (1991)가 개발했

던 것과 유사한 요인구조와 신뢰도(Cronbach’s alpha=.966)를 보여주고 있다. 다섯 문항 

모두 요인부하량이 .9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4-2. 주관적 행복감 변수들의 문항별 평균 및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결과 

분

류 
척도 문항 요인 부하량 

신뢰도 

(Cronbach’s α) 

삶

의  

 

만

족

도 

SLSS 

내 인생은 잘 흘러가고 있다 .942 

.966 

내 인생은 딱 만족스럽다 .953 

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 .949 

나는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908 

내 인생에 있는 것들은 훌륭하다 .937 

긍 

정 

적 

감 

정 

 Russel’s 

core affect 

만족스러움 .916 

.945 

행복함 .822 

여유있음 .891 

활동적임 .890 

침착함 .828 

기운 넘침 .874 

부 

정 

적 

감 

정 

비표준화 

척도 

외롭다고 불평한다 .739 

.775 
신경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거나 긴장되어 있다 .739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829 

걱정이 많다 .774 

Note. 모든 척도는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긍정적 감정 척도인 Russel의 핵심감정 척도 역시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신뢰도(Cronbach’s alpha=. 945) 를 보여줬다.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8 이상이

었으며, 만족스러움의 요인부하량이 유일하게 .9 이상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감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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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는 비표준화척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단일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비교적 높은 

신뢰도 (Cronbach’s alpha=. 775) 를 보여준 것은 동일하였다.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

이 .7 이상이었으며,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의 요인부하량이 유일

하게 .8 이상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관적 행복감 

척도들은 분석에 필요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표 4-3. 주관적 행복감 변수들의 요인분석 결과 (15개 문항) 

척도 문항 

요인 부하량 

(factor loading) 

1 2 3 

SLSS 

내 인생은 잘 흘러가고 있다 .808 .422 -.225 

내 인생은 딱 만족스럽다 .820 .423 -.227 

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 .822 .424 -.210 

나는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826 .357 -.176 

내 인생에 있는 것들은 훌륭하다 .831 .382 -.196 

PA 

만족스러움 .532 .713 -.210 

행복함 .507 .735 -.216 

여유있음 .367 .784 -.207 

활동적임 .341 .822 -.156 

침착함 .338 .733 -.197 

기운 넘침 .317 .799 -.197 

NA 

외롭다고 불평한다 -.187 -.100 .708 

신경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거나 긴장되어 있다 -.115 -.156 .741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163 -.156 .813 

걱정이 많다 -.126 -.191 .741 

*Note: Varimax 요인회전을 사용하였음.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의 모든 문항으로 세 가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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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복감의 요소가 구분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보면 SLSS와 PA는 매우 유사

한 특성을 보이면서도 서로 구분되는 요인으로 분리할 수 있었고, NA는 이 둘과는 전혀 

다른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5 세 가지 주관적 행복감의 하위 요소가 높

은 유사성을 공유하면서도 차별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주요 독립 변수의 특성 

위계선형모형에 포함되는 개인수준(level-1)변수들과 집단수준(level-2) 변수들의 기

초적인 통계치를 정리하면 [표 4-5]와 [표 4-6]과 같다.  

 

표 4-4. 1수준의 미시체계 변인들의 기초통계 (더미변수) 

변수명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1970 46.8 

여성 2237 53.2 

학년 
중학교 1 학년 2115 50.3 

초등학교 5 학년 2092 49.7 

건강상태 
만성질환 있음 121 2.9 

만성질환 없음 4086 97.1 

가구구조 
한부모 397 9.4 

양부모 3810 90.6 

이사여부 
그렇다 783 18.6 

아니다 3424 81.4 

학교폭력 경험 
있음 597 14.2 

없음 3610 85.8 

                                           

25 초기의 고유치는 1요인 9.001, 2요인 1.713, 3요인 .889 였으나, 이론적 모형에 따라 3개의 요

인을 추출하였음. Varimax 회전을 통해 추출된 요인은 1요인 4.469, 2요인 4.421, 3요인 2.713이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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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더미변수들의 통계치를 보면, 성별은 남자 46.8%, 학년은 만12세(중1) 50.3%, 

만성질환 유병 2.9%, 한부모 가구 9.4%, 1년 내 이사경험 18.6%, 학교폭력 경험 14.2%

로 각각 나타났다 (표 4-4).  

다음으로 연속변수들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 관련 변인들을 보면, 물질적 

결핍은 최대로 결핍된 아동은 10개의 항목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결핍 수는 2.5개(표준편차 1.98)였다. 가정의 안전 인식은 5점 만점 중 4.34점(표준

편차 .89)으로 대다수의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가족과의 활동은 1(전혀 

안 함)부터 4(1주일 중 매일)까지로 평균은 2.71점(표준편차 .75)이었다. 부모로부터 의

견존중을 받는지 묻는 질문에는 5점 만점 중 4.14점(표준편차 .98), 부모로부터 공평한 

처우를 받는지 묻는 질문에는 5점 만점 중 4.15점(표준편차 1.02)으로 상당수의 아이들

이 동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표 4-5. 1수준의 미시체계 변인들의 기초통계 (연속변수) 

 변수명 N MEAN SD MINI MAX 

가정 물질적 결핍 지수 4207 2.5 1.98 0 10 

가정 안전 인식 4207 4.34 0.89 1 5 

가족과의 활동 4207 2.71 0.75 1 4 

부모의 의견존중  4207 4.14 0.98 1 5 

부모의 공평처우 4207 4.15 1.02 1 5 

학교 학교성적 4207 3.56 0.93 1 5 

학교 안전 인식 4207 4.08 1.04 1 5 

친구와의 활동 4207 2.88 0.77 1 4 

교사의 의견존중  4207 4.1 0.98 1 5 

동네 동네 안전 인식 4207 3.17 1.19 1 5 

동네 놀이공간 인식 4207 3.37 1.2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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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련 변인들을 보면, 학교 성적은 1점부터 5점 사이의 점수 중에 3.57점(표준

편차 .93)으로 보통과 약간 잘함의 사이 정도였고, 학교의 안전인식도 1점부터 5점 사이

의 점수 중에 4.09점(표준편차 1.03)으로 안전한 편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친구와의 활동

은 1(전혀 안 함)부터 4(1주일 중 매일)까지 중 2.88점(표준편차 .77)이었으며, 교사로부

터의 의견존중은 1점부터 5점사이 중에 4.10점(표준편차 .98)으로 긍정적인 평가였다. 

마지막으로 동네 관련 변인들을 보면, 동네 안전인식은 1점부터 5점 사이에 3.18점

(표준편차 1.19)으로 가정과 학교에 비해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동네 

놀이공간 인식 역시 1점부터 5점 사이 중에 3.38점(표준편차 1.26)점으로 보통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4-6. 2수준의 외부체계 변인들의 기초통계 

변수명 N MEAN SD MINI MAX 

학교 크기(해당학년 총인원) 232 161.97 110.90 9.00 583.00 

학교 폭력 발생률 232 4.36 3.67 0.00 29.23 

학교의 물질적 결핍 수준 232 2.63 0.54 1.33 4.33 

학교의 공평한 분위기 232 4.08 0.45 2.38 4.92 

거주 인원(만명) 232 38.82 26.18 2.02 114.8 

범죄 발생율 232 45.65 14.25 14.80 101.70 

이웃 간 비공식적 도움 및 신뢰 분위기 232 2.64 0.25 1.93 3.41 

 

2수준 변수들의 기초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 크기를 나타내는 해당 학년의 

총인원은 평균 161.97명이었고, 가장 작은 학교의 인원은 9명, 가장 많은 학교의 인원은 

593명이었다. 학교의 물질적 결핍 수준은 2.63으로 전체 학교 단위의 평균으로 보면 14

개 중 2.63개(표준편차 .54)를 못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결핍수준이 낮은 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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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33개, 가장 결핍 수준이 높은 학교는 평균 4.33개가 결핍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

교의 공평한 분위기 평균은 4.08점(표준편차 .45)이었고 공정한 편이라는 응답에 가까웠

다. 공정하지 않은 분위기의 학교는 2.38점이었고, 가장 공정한 분위기의 학교는 4.92점

으로 학교 분위기에 편차가 나타났다.  

거주인원의 평균은 38만명(표준편차 26.18)이었다. 가장 인구수가 적은 지역은 2만

명 수준이었지만, 가장 인구수가 많은 지역은 114만명 수준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구분을 하지 않고 이 변수로 지역 크기를 통제하였

다. 지역의 범죄율은 10만명당 3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폭행·강제추행) 발생률은 

45.65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14.80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101.70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웃 간 신뢰(이웃 간 비공식적 도움 및 신뢰 분위기)는 평균 2.64점(표준편차 .25)으로 4

점 척도의 중점에 가까운 특성을 보였다.  

 

 

제3절 변수 간 상관관계 

변수들의 기초분석의 마지막으로 변수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 1수준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2수준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의 3가

지 상관관계 표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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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 표 

 ① SLSS ② PWI-SC ③ Cantril ④ PA ⑤ NA 

① SLSS 1     

② PWI-SC .850** 1    

③ Cantril .769** .713** 1   

④ PA .808** .807** .758** 1  

⑤ NA -.456** -.427** -.450** -.464** 1 

+p<0.1, *p<.05, **p<.01, ***p<0.001 

 

 

우선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를 보면, 삶의 만족도 척도인 SLSS, PWI-SC, Cantril 은 

모두 .7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4-7). 긍정적 감정(PA)은 Cantril 에 

비해 SLSS, PWI-SC와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 

반면 부정적 감정(NA)은 다른 종속변수들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만족감, 

긍정적 감정과는 상반되는 특성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4 이하의 약한 부

적 상관관계는 부정적 감정이 삶의 만족도 및 긍정적 감정 변수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성

질의 것은 아니라는 걸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6 여기서 PWI-SC와 Cantril 척도는 본 연구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사용되는 척도로 다른 척도들과의 비교를 위해 투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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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① 성별(남) 1                 

② 학년(중1) -.012 1                

③ 건강상태 .01 0 1               

④ 한부모 0 .033* -.002 1              

⑤ 이사 경험 -.002 .003 .016 .046** 1             

⑥ 물질적 결핍  .040** .009 -.013 .095** .037* 1            

⑦ 집의 안전 .028 -0.014 -.005 -.079** .003 -.128** 1           

⑧ 가족과의 활동 -.035* -.141** .011 -.111** -.029 -.223** .290** 1          

⑨ 부모 의견존중 -.009 -.067** 0 -.089** -.017 -.202** .522** .411** 1         

⑩ 부모 공평성 -.009 -.066** -.003 -.079** -.026 -.177** .509** .404** .713** 1        

⑪ 학교 성적 .025 -.245** .008 -.120** -.038* -.147** .127** .235** .185** .192** 1       

⑫ 학교 안전 .113** -.120** .012 .025 .028 .067** -.091** -.059** -.108** -.119** -0.01 1      

⑬ 교우 활동 .036* -.183** -.013 -.071** -.014 -.130** .335** .261** .354** .374** .234** -.116** 1     

⑭ 학교 폭력  -.039* .064** .024 -.062** -.002 -.142** .123** .275** .136** .143** .053** -.101** .166** 1    

⑮ 교사 공평성 .009 -.192** -.004 -.040** .003 -.093** .265** .256** .349** .346** .228** -.042** .565** .098** 1   

⑯ 동네 안전 .157** -.198** -.004 -.089** 0 -.102** .292** .275** .314** .311** .161** -.040** .395** .149** .319** 1  

⑰ 동네 놀이공간 .097** -.277** .017 -.080** -.003 -.107** .251** .299** .307** .299** .160** -.028 .347** .189** .324** .578** 1 

SLSS .081** -.260** -0.026 -.114** -.047** -.219** .391** .410** .500** .492** .323** -.119** .518** .194** .442** .443** .446** 

PA .095** -.236** -0.014 -.110** -.038* -.200** .364** .389** .457** .470** .261** -.125** .497** .247** .404** .415** .415** 

NA -.144** .143** .053** .072** .047** .191** -.234** -.222** -.259** -.262** -.124** .149** -.275** -.109** -.176** -.262** -.209** 

+p<0.1, *p<.05, **p<.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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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8]은 1수준의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독립변수로 투입된 변

수들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 거의 없었다. 17개 변수 중 r>.5의 관계를 보

이는 변수들도 5쌍 밖에 없었는데, 집의 안전과 부모의 의견존중(r=.522, p<.01), 집의 안

전과 부모의 공평성(r=.509, p<.01), 학교 안전과 교사의 공평성(r=.611, p<0.01), 부모의 

의견존중과 부모의 공평성(r=.713, p<0.01), 동네 안전과 동네 놀이공간(r=.573, p<0.01) 

등이었다.  

 

표 4-9. 2수준의 외부체계 변인들의 상관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학교 크기(해당학년 총인원) 1       

② 학교 폭력 발생률 -.220** 1      

③ 학교의 물질적 결핍 수준 .004 .002 1     

④ 학교의 공평한 분위기 -.101 .055 -.151* 1    

⑤ 거주 인원(만명) .362** -.126 .04 .116 1   

⑥ 범죄 발생율 .228** -.025 -.032 .056 .134* 1  

⑦ 이웃 간 신뢰  -.376** .102 -.138* .077 -.309** -.195** 1 

+p<0.1, *p<.05, **p<.01, ***p<0.001 

 

마지막으로 [표 4-9]은 2수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이 변수들 역

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가 거의 없었다. 비교적 두드러진 상관관계는 학교크기

와 거주인원(r=-.362, p<0.01), 학교크기와 신뢰(r=-.376, p<0.01), 거주인원과 신뢰

(r=-.309, p<0.01) 등이었는데 큰 지역에 있는 학교일수록 학생수가 많고, 큰 지역일수록 

이웃 간 비공식적 도움 및 신뢰분위기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상관관계 

결과로 볼 때 1수준 변수들과 2수준 변수들은 모형에서의 다중공선성의 우려가 크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 모형 분석에 들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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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모형 분석 

 

이 절의 연구모형 분석은 무선절편모형과 무선계수모형의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파트는 연구문제1에 관한 분석으로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미시체계(1수준)과 외부체계(2수준)의 변수가 포함된 무선

절편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두 번째 파트는 연구문제2에 관한 분석으로 외부체계

의 조건이 미시체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층위

간 상호작용을 투입한 무선계수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1. 무선절편모형 

 

1) 무선절편모형의 무조건부 모형 

 

무선절편모형(random-intercept model)의 무조건부 모형(unconditional model)은 1

수준과 2수준에 아무런 변수를 넣지 않고 주관적 행복감의 집단간 분산이 유의한지 파악

하는 기초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파악하는 정보는 집단 간 분산이 유의한지, 그리고 전체 

분산 중 집단 간 분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정도 이상인지 등이다. 여기서 후자는 집

단간 상관(intra-class correlation: ICC)으로 표기되며, 아동의 주관적 행복의 차이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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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조건부 모형

을 통해 ICC 계수를 계산하여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집단(학교와 동네) 간 차이가 나

타나는지를 파악하고, 조건부 분석으로의 가능성을 탐색할 것이다.  

무조건부 모형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모형에 무선효과(random effect)

가 포함된 것으로 일원 무선효과 분산분석(one-way random effect ANOVA)으로 표현하

기도 한다. 무조건부 모형의 공식은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의 모형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개인수준 모형은 집단 j 에 속한 개인 i 의 주관적 행복감(CSWB)은 집단의 

영향을 반영한 절편(intercept)과 무선계수(random coefficient)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수식 4.1). 다음으로 집단수준 모형(level-2)은 집단들 간의 평균인 γ00 와 각 집단의 

편차를 나타내는 무선계수의 합으로 표기할 수 있다 (수식 4.2). 이 두 가지 모형을 합산

한 결합 모형(mixed model)은 개인수준의 절편인 𝛽𝑜𝑗 에 집단수준의 평균과 편차를 대입

한 것으로, 개인의 발달 결과는 집단 수준의 평균, 집단 간 평균에서 집단 j 의 편차, 집

단 j 에서 개인 i 의 편차를 더한 값이 된다 (수식 4.3).28  

 

 

                                           

27 만약 집단 간 차이가 거의 나지 않다면 굳이 HLM 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단, ICC가 얼마나 

커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값(cut-off point)은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ICC 계수(�̂�)가 .05 이상이면 이후의 

조건부 모형을 분석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본 연구도 이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28 위계선형모형 혹은 다층모형의 공식의 표기법(notation)은 학자들 마다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Raudenbush and Bryk (2002)가 사용한 2-수준 위계선형모형(2-level hierarchical linear model)의 표기법을 기

준으로 수식을 정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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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수준 모형 (Level-1 Model)29 

 𝐶𝑆𝑊𝐵𝑖𝑗 = 𝛽𝑜𝑗 + 𝑟𝑖𝑗 ~ N( 0, 𝜎 2 ) (4.1) 

 

집단수준 모형 (Level-2 Model) 

 𝛽𝑜𝑗 = 𝛾𝑜𝑜 + 𝑢𝑜𝑗 ~ N( 0, 𝜏0
2 ) (4.2) 

 

결합 모형 (Mixed Model) 

   𝐶𝑆𝑊𝐵𝑖𝑗 = 𝛾𝑜𝑜 + 𝑢𝑜𝑗 + 𝑟𝑖𝑗  (4.3) 

 

이러한 수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세 가지 주관적 행복감 척도의 

무조건부 모형을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세 가지 주관적 행복감 변수들의 결합 모형 (Mixed Model) 

   𝑆𝐿𝑆𝑆𝑖𝑗 = 𝛾𝑜𝑜 + 𝑢𝑜𝑗 + 𝑟𝑖𝑗  (4.4) 

   𝑃𝐴𝑖𝑗 = 𝛾𝑜𝑜 + 𝑢𝑜𝑗 + 𝑟𝑖𝑗  (4.5) 

   𝑁𝐴𝑖𝑗 = 𝛾𝑜𝑜 + 𝑢𝑜𝑗 + 𝑟𝑖𝑗  (4.6) 

 

                                           

29 앞으로의 모든 분석은 종속변수를 삶의 만족도 척도(SLSS)와 감정 척도(PA, NA)를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영

향요인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이를 표현하는 수식에는 이를 포괄하는 CSWB(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이라는 변수명으로 표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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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척도는 하나의 삶의 만족도 척도, 

두 개의 감정 척도 등 모두 3가지이다. 삶의 만족도 척도는 전반적 만족감(global life 

satisfaction)을 측정하는 학생 삶의 만족도 척도(SLSS), 감정 척도는 긍정적 감정

(positive affect)를 측정하는 러셀의 핵심 감정 척도(Russel’s core affect)와 부정적 감정

(negative affect)을 대리하는 4가지 문항의 평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조건부 모형에서는 이 3가지 척도들의 분산이 집단수준을 고려했을 때에도 유의

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위의 수식 (3)과 같이 각 척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해본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0. 주관적 행복감 척도들의 집단 내, 집단 간 분산 결과 

 

삶의 만족도 척도 감정 척도 

SLSS PA NA 

계수 설명비율 계수 설명비율 계수 설명비율 

집단 내 분산 3.921  87.72  3.712 89.90  0.208 95.04  

집단 간 분산 0.538* * *  12.28  0.405* * *  10.10  0.011* * *  4.96  

전체 분산 4.459 100.00  4.117 100.00  0.219  100.00  

ICC(�̂�) .123 .098 .050 

Note 1. 개인=4207, 학교=232 

2. ICC(�̂�)  =
𝜏00̂

𝜏00̂+�̂�2  

 

세 가지 척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각 척도의 특성에 따라 지역수준의 분산이 

총 분산을 설명하는 비율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척도의 ICC를 보면 

SLSS는 12.3%, PA는 9.8%, NA는 5.0%로 모두 집단 간 분산이 유의하였으며, 전체 분

산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ICC가 척도 별로 상이한 것은 삶의 만족도, 긍정적 감

정, 부정적 감정의 세 요소가 유사하면서도 독립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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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삶의 만족도의 ICC가 긍정적·부정적 감정에 비해 높은 것은 삶의 

만족도가 환경적 영향에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Diener et al. 1999).  

요컨대, 무조건부 모형에서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은 집단(학교와 동네)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의 분산 중 일정 정도 이상의 집단 간 

분산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은 사회적 구성과 무관하지 않으며, 사

회적 구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

서 오는가? 다음은 이러한 차이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미시체계와 외부체계와 

같은 사회적 맥락에서의 변수들을 투입하여 그 영향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2) 무선절편모형의 조건부 모형 

 

앞선 무조건부 모형이 데이터의 구조를 확인하고 종속변수에 대한 위계선형모형분

석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작업이었다면, 조건부 모형(conditional model)은 직접 독립변수

들을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에 투입함으로써 유의성과 영향력을 평가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무선절편모형의 조건부 모형에서는 1수준과 2수준의 변인들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

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분석을 위한 1-2수준 변인과 무선절편

모형의 수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수준 모형 (Level-1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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𝐶𝑆𝑊𝐵𝑖𝑗 = 𝛽𝑜𝑗 + 𝛽1𝑗 ∗ (Gender𝑖𝑗) +  𝛽2𝑗 ∗ (12YO𝑖𝑗) + 𝛽3𝑗 ∗

(CronicHealth𝑖𝑗) + 𝛽4𝑗 ∗ (LoneParent𝑖𝑗) + 𝛽5𝑗 ∗ (Move𝑖𝑗) + 𝛽6𝑗 ∗

(MaterialDeprivation𝑖𝑗) + 𝛽7𝑗 ∗ (HomeSafe𝑖𝑗) + 𝛽8𝑗 ∗ (FamActivity𝑖𝑗) +

𝛽9𝑗 ∗ (DemocraticParenting𝑖𝑗) + 𝛽10𝑗 ∗ (FairParenting𝑖𝑗) + 𝛽11𝑗 ∗ (GPA𝑖𝑗) +

𝛽12𝑗 ∗ (Bullying𝑖𝑗) + 𝛽13𝑗 ∗ (SchoolSafe𝑖𝑗) + 𝛽14𝑗 ∗ (PeerActivity𝑖𝑗) + 𝛽15𝑗 ∗

(DemocraticTeaching) + 𝛽16𝑗 ∗ (NeighbourhoodSafe𝑖𝑗) + 𝛽17𝑗 ∗

(NeighbourhoodPlay𝑖𝑗) + 𝑟𝑖𝑗  

(4.7) 

  

집단수준 모형 (Level-2 Model) 

 

𝛽𝑜𝑗 = 𝛾𝑜𝑜 + 𝛾01 ∗ (SchoolSize𝑖𝑗) + 𝛾02 ∗ (BullyingRate𝑖𝑗) + 𝛾03

∗ (𝑀𝑒𝑎𝑛𝐷𝑒𝑝𝑟𝑖𝑣𝑎𝑡𝑖𝑜𝑛𝑖𝑗) + 𝛾04

∗ (MeanFairTeaching𝑖𝑗) + 𝛾05

∗ (NeighborhoodSize𝑖𝑗) + 𝛾06 ∗ (CrimeRate)

+ 𝛾07 ∗ (MeanTrust𝑖𝑗) + 𝑢𝑜𝑗 

(4.8) 

𝛽1𝑗 = 𝛾1𝑜 

𝛽2𝑗 = 𝛾2𝑜 

𝛽3𝑗 = 𝛾3𝑜 

𝛽4𝑗 = 𝛾4𝑜 

𝛽5𝑗 = 𝛾5𝑜 

𝛽6𝑗 = 𝛾6𝑜 

𝛽7𝑗 = 𝛾7𝑜 

𝛽8𝑗 = 𝛾8𝑜 

𝛽9𝑗 = 𝛾9𝑜 

𝛽10𝑗 = 𝛾1𝑜𝑜 

𝛽11𝑗 = 𝛾11𝑜 

𝛽12𝑗 = 𝛾12𝑜 

𝛽13𝑗 = 𝛾13𝑜 

𝛽14𝑗 = 𝛾14𝑜 

𝛽15𝑗 = 𝛾15𝑜 

𝛽16𝑗 = 𝛾16𝑜 

𝛽17𝑗 = 𝛾17𝑜 

 

결합 모형 (Mix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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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𝐶𝑆𝑊𝐵𝑖𝑗 = 𝑟𝑜𝑜 + 𝑟𝑜1 ∗ (SchoolSize𝑖𝑗) +  𝑟𝑜2 ∗ (BullyingRate𝑖𝑗) + 𝑟𝑜3 ∗

(𝑀𝑒𝑎𝑛𝐷𝑒𝑝𝑟𝑖𝑣𝑎𝑡𝑖𝑜𝑛𝑖𝑗) + 𝑟𝑜4 ∗ (MeanFairTeaching 𝑖𝑗) + 𝑟𝑜5 ∗

(NeighborhoodSize𝑖𝑗) + 𝑟𝑜6 ∗ (CrimeRate) + 𝑟𝑜7 ∗ (MeanTrust𝑖𝑗) + 𝑟10 ∗

(Gender𝑖𝑗) +  𝑟20 ∗ (12YO𝑖𝑗) + 𝑟30 ∗ (CronicHealth𝑖𝑗) + 𝑟40 ∗

(LoneParent𝑖𝑗) + 𝑟50 ∗ (Move𝑖𝑗) + 𝑟60 ∗ (MaterialDeprivation𝑖𝑗) + 𝑟70 ∗

(HomeSafe𝑖𝑗) + 𝑟80 ∗ (FamActivity𝑖𝑗) + 𝑟90 ∗ (DemocraticParenting𝑖𝑗) +

𝑟100 ∗ (FairParenting𝑖𝑗) + 𝑟110 ∗ (GPA𝑖𝑗) + 𝑟120 ∗ (Bullying𝑖𝑗) + 𝑟130 ∗

(SchoolSafe𝑖𝑗) + 𝑟140 ∗ (PeerActivity𝑖𝑗) + 𝑟150 ∗ (DemocraticTeaching) +

𝑟160 ∗ (NeighbourhoodSafe𝑖𝑗) + 𝑟170 ∗ (NeighbourhoodPlay𝑖𝑗) + 𝑢𝑜𝑗 + 𝑟𝑖𝑗   

(4.9) 

 

조건부 모형의 분석은 3가지의 주관적 행복감 척도인 삶의 만족도(SLSS), 긍정적 

감정(PA), 부정적 감정(NA)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모형은 3가지 모

델로 설정이 되었는데, 모델1은 아동 개인특성과 외부체계, 모델2는 가족특성과 외부체

계, 모델3은 전체 미시체계 특성과 외부체계이다. 각 모델은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

향을 미치는 미시체계 변수들의 설명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먼저 삶의 만족도(SLSS)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11). 미시체계 

변인들의 영향력을 먼저 보면, 아동 개인의 특성인 성별과 학년은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건강상태의 영향력은 모형에 따라 유의성이 변화하였다. 성별은 세 모

형에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학년은 세 모형에서 중1이 초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모델1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모델2-3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만성질환이 있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수준에서 아동 개인의 

특성만 포함된 모델1의 설명력은 1%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주관적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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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에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것이

다. 

가구특성 변수들은 한부모 변수를 제외하고 모델2-3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부모는 모델2에서는 유의하였으나 모델3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가구구

조가 한부모인지 양부모인지의 여부 보다 중요한 사람들(가족, 친구, 교사 등) 간의 관계 

등 다른 변수의 영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사 경

험은 모델3에서 유의성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영향을 보였고, 가구

의 물질적 결핍 수준도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적 

결핍 수준은 전체평균 중심화(CGM)의 방법과 그룹평균 중심화(CWC)의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모두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지

적된 바와 같이 절대적인 물질적 결핍 수준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물질적 결핍 수준 역시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30 집의 안전, 가족

과의 활동,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견존중과 공평성) 모두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쳤다. 가구 특성 변수들이 포함된 모델2은 집단 내 변량의 32.87% 설명하

였으며, 아동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유사-설명력(pseudo-r square)이 .48%였던 것과 비

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이라 할 수 있다. 즉,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서 가구의 특

성과 가족 관계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학교와 동네 특성 변수들 역시 모두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30 물질적 결핍을 CWC방식과 CGM방식을 적용했을 때의 계수, 표준편차의 차이는 극히 미미하였

고, 유의도의 차이는 없어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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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적, 학교에서의 안전, 친구들과의 활동, 교사의 의견존중은 모두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폭력 경험(폭행과 따돌림)은 다른 관계 변수들

을 모두 통제했을 때에도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의 

특성 변수들인 동네에서의 안전과 동네 놀이공간 역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

쳤다.  

다음으로 외부체계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각 모델에 따라 영향력이 상이하였다. 개

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만 포함된 모델1의 경우 학교폭력 발생률, 학교의 물질적 결핍 

수준, 학교의 공평한 분위기, 이웃간 신뢰 등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데 유의하

였으나, 모델3의 경우 학교 크기만 유의하였고, 다른 변수들의 유의성이 모두 사라졌다. 

이는 학교와 동네 같은 집단적 수준의 특성으로도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할 수 있지

만, 개인이 그 집단적 수준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인식하느냐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

를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한 지표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사회환경은 집합적 수준으로도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안에서 개인이 살아가면

서 겪게 되는 경험과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긍정적·부정적 감정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은 유사하면서도 차별적으로 나타났

다 (표 4-12, 표 4-13). 긍정적 감정은 삶의 만족도와 1수준과 2수준 모두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유일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삶의 만족도는 한부모 여부만 유의하지 않았

던 것에 비해 긍정적 감정은 건강상태와 이사경험만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이다.  

반면 부정적 감정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감정과는 유사하지만 다른 양상을 보였

다. 개인특성과 가구특성 변수들은 한부모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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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동네의 변수들은 학교 성적, 교우 활동, 교사의 의견존중, 동네의 놀이공간 등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학교와 동네의 변수들이 앞서 삶의 만족과 긍정적 감정에 기여

한 변수들이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들 요인들은 부정적 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

하지만 긍정적 감정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인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나머

지 변수들은 모두 앞의 두 종속변수와 정 반대의 영향력을 보였으며, 앞의 두 척도에 비

해 매우 제한된 설명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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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미시체계와 외부체계 변인들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Model 1 

(아동 개인 특성과 외부체계) 

Model 2 

(+가구특성 및 외부체계) 

Model 3 

(+전체 미시체계와 외부체계) 

Coef. SE t-ratio Coef. SE t-ratio Coef. SE t-ratio 

절편 8.070*** 0.059  137.799  8.029*** 0.052  154.002  7.979***  0.048  167.487  

1수준 변수(아동수준)          

성별(1=남) 0.29*** 0.07  4.41  0.358*** 0.054  6.617  0.243*** 0.052  4.654  

학년(1=중1) -0.55*** 0.08  -7.10  -0.680*** 0.073  -9.328  -0.371*** 0.067  -5.572  

건강상태(1=만성질환) -0.31 0.23  -1.37  -0.366+  0.199  -1.836  -0.354+ 0.182  -1.948  

가구형태(1=한부모)     -0.244* 0.097  -2.523  -0.123  0.086  -1.428  

이사 경험(1=있음)    -0.145* 0.069  -2.093  -0.141* 0.064  -2.200  

물질적 결핍 수준CGM    -0.093*** 0.016  -5.749  -0.065*** 0.014  -4.521  

집의 안전CGM    0.286*** 0.041  6.940  0.139*** 0.038  3.682  

가족과의 활동CGM    0.466*** 0.040  11.700  0.259*** 0.038  6.816  

부모의 의견존중CGM    0.412*** 0.045  9.244  0.299*** 0.040  7.440  

부모의 공평성CGM    0.375*** 0.046  8.141  0.227*** 0.042  5.388  

학교 성적CGM       0.250*** 0.031  8.064  

학교 폭력(1=경험)       -0.317*** 0.061  -5.224  

학교 안전CGM       0.381*** 0.036  10.640  

교우 활동CGM       0.103** 0.034  2.988  

교사의 의견존중CGM       0.177*** 0.036  4.941  

동네 안전CGM       0.160*** 0.028  5.633  

동네 놀이공간CGM       0.197*** 0.026  7.481  

          

2수준 변수(학교와 동네수준)          

학교 크기(해당학년 총인원)CGM 0.000  0.000  -0.040  -0.001+  0.000  -1.792  -0.001*** 0.000  -3.358  

학교 폭력 발생률 CGM -0.034***   0.010  -3.579  -0.013+  0.007  -1.882  -0.008  0.007  -1.009  

학교의 물질적 결핍 수준 CGM -0.303***   0.070  -4.331  -0.048  0.056  -0.864  -0.008  0.049  -0.160  

학교 교사의 공평한 분위기 CGM 0.763***  0.087  8.772  0.425*** 0.081  5.227  0.018  0.076  0.232  

거주 인원(만명)CGM 0.002  0.001  1.350  0.001  0.001  0.541  0.001  0.001  0.665  

범죄 발생율 CGM 0.001  0.002  0.395  -0.001  0.002  -0.400  0.000  0.002  -0.161  

이웃간 양육도움 및 신뢰CGM 0.498***  0.147  3.386  0.167  0.120  1.384  0.132  0.117  1.131  

          

분산부문    

집단 내 3.902 2.632 2.414 

집단 간 .048 .033 .028 

설명된 분산    

집단 내 a 0.48%  32.87%  38.43%  

집단 간 b 91.08% 93.87% 94.80% 

Note.  1) +p<0.1, *p<.05, **p<.01, ***p<0.001 

 2) CGM은 전체 평균 중심화(centering around the grand mean), CWC은 집단 평균 중심화(centering within cluster)을 의미함. 

 3) a 1수준의 설명된 분산(explained variance at level 1)= 
𝜏00̂(𝑈𝑛𝑐𝑜𝑛𝑑𝑖𝑡𝑖𝑜𝑛𝑎𝑙)− 𝜏00̂(𝐶𝑜𝑛𝑑𝑖𝑡𝑖𝑜𝑛𝑎𝑙)

𝜏00̂(𝑈𝑛𝑐𝑜𝑛𝑑𝑖𝑡𝑖𝑜𝑛𝑎𝑙)
 

 4) b 2수준의 설명된 분산(explained variance at level 2)= 
�̂�2(𝑈𝑛𝑐𝑜𝑛𝑑𝑖𝑡𝑖𝑜𝑛𝑎𝑙)−�̂�2(𝐶𝑜𝑛𝑑𝑖𝑡𝑖𝑜𝑛𝑎𝑙)

�̂�2(𝑈𝑛𝑐𝑜𝑛𝑑𝑖𝑡𝑖𝑜𝑛𝑎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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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미시체계와 외부체계 변인들이 아동의 긍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 

변수 Model 1 

(아동 개인 특성과 외부체계) 

Model 2 

(+가구특성 및 외부체계) 

Model 3 

(+전체 미시체계와 외부체계) 

Coef. SE t-ratio Coef. SE t-ratio Coef. SE t-ratio 

절편 8.035*** 0.058  139.582  7.993*** 0.054  147.141  7.988*** 0.053  152.105  

1수준 변수(아동수준)          

성별(1=남) 0.362*** 0.061  5.950  0.392*** 0.052  7.533  0.313*** 0.050  6.291  

학년(1=중1) -0.739*** 0.077  -9.653  -0.569*** 0.073  -7.842  -0.379*** 0.071  -5.336  

건강상태(1=만성질환) -0.167  0.189  -0.883  -0.190  0.168  -1.132  -0.187  0.149  -1.251  

가구형태(1=한부모)     -0.272** 0.100  -2.721  -0.174* 0.087  -1.985  

이사 경험(1=있음)    -0.091 0.066  -1.370  -0.097  0.061  -1.577  

물질적 결핍 수준CGM    -0.078*** 0.015  -5.069  -0.049*** 0.014  -3.529  

집의 안전CGM    0.248*** 0.040  6.243  0.110** 0.035  3.098  

가족과의 활동CGM    0.448*** 0.038  11.662  0.238*** 0.039  6.168  

부모의 의견존중CGM    0.297*** 0.044  6.715  0.203*** 0.041  4.928  

부모의 공평성CGM    0.408*** 0.046  8.950  0.276*** 0.041  6.651  

학교 성적CGM       0.119*** 0.030  3.954  

학교 폭력(1=경험)       -0.335*** 0.067  -4.974  

학교 안전CGM       0.389*** 0.036  10.948  

교우 활동CGM       0.272*** 0.036  7.587  

교사의 의견존중CGM       0.123*** 0.037  3.278  

동네 안전CGM       0.134*** 0.028  4.767  

동네 놀이공간CGM       0.161*** 0.027  5.903  

          

2수준 변수(학교와 동네수준)          

학교 크기(해당학년 총인원)CGM 0.000  0.000  -0.152  -0.001  0.000  -1.593  -0.001*  0.000  -2.506  

학교 폭력 발생률 CGM -0.030** 0.009  -3.199  -0.011  0.008  -1.459  -0.005  0.008  -0.556  

학교의 물질적 결핍 수준 CGM -0.260*** 0.059  -4.416  -0.033  0.050  -0.656  -0.011  0.047  -0.228  

학교 교사의 공평한 분위기 CGM 0.701*** 0.089  7.923  0.393*** 0.095  4.161  0.050  0.093  0.538  

거주 인원(만명)CGM 0.000  0.001  -0.311  -0.002  0.001  -1.372  -0.001  0.001  -1.436  

범죄 발생율 CGM 0.001  0.002  0.319  -0.001  0.002  -0.402  0.000  0.002  -0.019  

이웃간 양육도움 및 신뢰CGM 0.534*** 0.133  4.009  0.233+  0.126  1.850  0.176  0.123  1.431  

          

분산부문    

집단 내 3.690 2.631 2.197 

집단 간 .015 .028 .035 

설명된 분산    

집단 내 a 0.59% 29.12% 40.81% 

집단 간 b 96.30% 93.09% 91.36% 

Note. 1) +p<0.1, *p<.05, **p<.01, ***p<0.001 

 2) CGM은 전체 평균 중심화(centering around the grand mean), CWC은 집단 평균 중심화(centering within cluster)을 의미함. 

 3) a 1수준의 설명된 분산(explained variance at level 1)= 
𝜏00̂(𝑈𝑛𝑐𝑜𝑛𝑑𝑖𝑡𝑖𝑜𝑛𝑎𝑙)− 𝜏00̂(𝐶𝑜𝑛𝑑𝑖𝑡𝑖𝑜𝑛𝑎𝑙)

𝜏00̂(𝑈𝑛𝑐𝑜𝑛𝑑𝑖𝑡𝑖𝑜𝑛𝑎𝑙)
 

 4) b 2수준의 설명된 분산(explained variance at level 2)= 
�̂�2(𝑈𝑛𝑐𝑜𝑛𝑑𝑖𝑡𝑖𝑜𝑛𝑎𝑙)−�̂�2(𝐶𝑜𝑛𝑑𝑖𝑡𝑖𝑜𝑛𝑎𝑙)

�̂�2(𝑈𝑛𝑐𝑜𝑛𝑑𝑖𝑡𝑖𝑜𝑛𝑎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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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미시체계와 외부체계 변인들이 아동의 부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 

변수 Model 1 

(아동 개인 특성과 외부체계) 

Model 2 

(+가구특성 및 외부체계) 

Model 3 

(+전체 미시체계와 외부체계) 

Coef. SE t-ratio Coef. SE t-ratio Coef. SE t-ratio 

절편 1.374*** 0.013  102.283  1.374*** 0.013  102.726  1.350*** 0.014  99.901  

1수준 변수(아동수준)          

성별(1=남) -0.131*** 0.014  -9.311  -0.136*** 0.014  -10.032  -0.136*** 0.013  -10.317  

학년(1=중1) 0.117*** 0.019  6.164  0.096*** 0.019  5.064  0.093*** 0.020  4.687  

건강상태(1=만성질환) 0.148*** 0.046  3.193  0.152*** 0.045  3.427  0.143*** 0.043  3.302  

가구형태(1=한부모)     0.036  0.025  1.412  0.026  0.025  1.069  

이사 경험(1=있음)    0.039* 0.017  2.219  0.037* 0.018  2.113  

물질적 결핍 수준CGM    0.029*** 0.004  7.321  0.026*** 0.004  6.662  

집의 안전CGM    -0.052*** 0.009  -5.495  -0.035*** 0.010  -3.648  

가족과의 활동CGM    -0.051*** 0.010  -4.951  -0.038*** 0.010  -3.742  

부모의 의견존중CGM    -0.032** 0.011  -2.941  -0.023* 0.011  -2.150  

부모의 공평성CGM    -0.043*** 0.011  -3.883  -0.028** 0.011  -2.576  

학교 성적CGM       0.004  0.008  0.515  

학교 폭력(1=경험)       0.154*** 0.020  7.610  

학교 안전CGM       -0.054*** 0.010  -5.147  

교우 활동CGM       -0.012  0.009  -1.344  

교사의 의견존중CGM       0.017  0.011  1.511  

동네 안전CGM       -0.035*** 0.008  -4.537  

동네 놀이공간CGM       0.001  0.007  0.143  

          

2수준 변수(학교와 동네수준)          

학교 크기(해당학년 총인원)CGM 0.000  0.000  0.293  0.000  0.000  0.945  0.000  0.000  1.281  

학교 폭력 발생률 CGM 0.005* 0.002  1.996  0.002  0.002  0.977  0.000  0.002  0.233  

학교의 물질적 결핍 수준 CGM 0.069*** 0.016  4.227  0.023  0.016  1.448  0.020  0.016  1.271  

학교 교사의 공평한 분위기 CGM -0.061*** 0.019  -3.245  -0.024  0.020  -1.178  -0.005  0.020  -0.244  

거주 인원(만명)CGM 0.000  0.000  1.076  0.000  0.000  1.508  0.001+  0.000  1.791  

범죄 발생율 CGM -0.001  0.001  -1.094  0.000  0.001  -0.683  -0.001  0.001  -1.086  

이웃간 양육도움 및 신뢰CGM -0.077+ 0.039  -1.943  -0.036  0.040  -0.906  -0.022  0.039  -0.570  

          

분산부문    

집단 내 .205 .183 .174 

집단 간 .002 .002 .002 

설명된 분산    

집단 내 a 1.44% 12.02% 16.35% 

집단 간 b 81.82% 81.82% 81.82% 

Note. 1) +p<0.1, *p<.05, **p<.01, ***p<0.001 

 2) CGM은 전체 평균 중심화(centering around the grand mean), CWC은 집단 평균 중심화(centering within cluster)을 의미함. 

 3) a 1수준의 설명된 분산(explained variance at level 1)= 
𝜏00̂(𝑈𝑛𝑐𝑜𝑛𝑑𝑖𝑡𝑖𝑜𝑛𝑎𝑙)− 𝜏00̂(𝐶𝑜𝑛𝑑𝑖𝑡𝑖𝑜𝑛𝑎𝑙)

𝜏00̂(𝑈𝑛𝑐𝑜𝑛𝑑𝑖𝑡𝑖𝑜𝑛𝑎𝑙)
 

 4) b 2수준의 설명된 분산(explained variance at level 2)= 
�̂�2(𝑈𝑛𝑐𝑜𝑛𝑑𝑖𝑡𝑖𝑜𝑛𝑎𝑙)−�̂�2(𝐶𝑜𝑛𝑑𝑖𝑡𝑖𝑜𝑛𝑎𝑙)

�̂�2(𝑈𝑛𝑐𝑜𝑛𝑑𝑖𝑡𝑖𝑜𝑛𝑎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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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을 종속변수로 한 모델들을 비교하면 공통점

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 학년은 세 종속변수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지만, 건강상태의 영향력은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감정이 높으면서 부정적 감정은 낮게 나타나 더 행복한 상태에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중1이 초5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감정이 낮고 부정

적 감정이 높게 나타나 덜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성질환 유병

여부로 파악한 건강상태는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었으나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

았고, 긍정적 감정은 아예 유의하지 않았으며, 부정적 감정에서만 일관되게 감소 요인으

로 유의하였다. 이는 만성질환은 주관적 행복을 낮추는 확실한 요인이지만, 만성질환이 

없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가정 특성 중 구조와 관련된 변수들인 한부모, 이사경험, 물질적 결핍 중에서 물질

적 결핍만 세 종속변수에서 모두 유의하였고, 한부모와 이사경험의 영향은 종속변수 별

로 차이가 있었다. 먼저 물질적 결핍은 삶의 만족과 긍정적 감정을 낮추고, 부정적 감정

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적으로 결핍된 상태에 있는 아동은 행복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부모와 이사여부는 영향이 엇갈렸다. 한부모는 삶의 만족도와 부

정적 감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긍정적 감정은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질적 결핍과 같은 가구 특성이나 아동의 가족·친구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한부모 

가정이라는 사실 만으로 아이들이 다 불쾌한 감정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쾌한 감

정이 증진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사경험은 긍정적 감정에

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삶의 만족도를 낮추고 부정적 감정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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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사를 하면 새로운 집(혹은 새로운 학교와 동네)에 적응해야 하는 심리적 고통이 나

타날 수 있지만, 이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리적 즐거움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가구 특성변수 중 경험 및 인식 관련 변수들인 집의 안전(집에서의 안전하다는 느

낌), 가족과의 활동(대화하기, 즐거운 시간 보내기, 함께 공부하기), 부모의 의견존중 태

도, 부모의 공평한 태도 등은 모두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긍정적 감정을 높이고, 부

정적 감정을 낮추는 요인이었다. 이 네 가지 변수는 삶의 만족도 변량의 30%, 긍정적 감

정 변량의 28%, 부정적 감정 변량의 10%를 설명하여 다른 변수들에 비해 설명력이 가

장 높았다. 

학교 특성변수들 중에서 학교 폭력 경험(폭행 및 따돌림), 학교 안전(학교에서의 안

전하다는 느낌)은 세 종속변수 모두에서 일관되게 영향을 미쳤으나, 성적(주관적 성적), 

교우 활동(대화하기, 즐거운 시간 보내기, 함께 공부하기), 교사의 의견존중 태도의 영향

력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감정에서는 유의하였으나 부정적 감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

다. 세 종속변수 모두에서 유의했던 학교 폭력 경험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감정을 저

해하고 부정적 감정을 증대시켰고, 학교에서 안전하다는 느낌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감정을 증진시키고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서 안전하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는 행복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이다. 반면 성적, 친

구와의 활동, 교사의 의견존중은 부정적 감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감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성적으로 인해 우울과 분노 같은 

불쾌한 감정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나 유쾌한 기분을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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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저하시키는 효과는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적, 친구와의 활동, 교사의 의견 존중

은 삶의 만족과 긍정적 감정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네의 경험 및 인식 관련 변수인 동네의 안전은 세 종속변수에서 모두 

유의했던 반면, 동네의 놀이공간 인식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감정에서만 유의했다. 동

네의 안전(동네를 걸어 다닐 때 안전하다는 느낌)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감정을 높이

는 반면, 부정적 감정을 낮추어 아동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동네 놀이공간은 삶

의 만족도와 긍정적 감정을 유의하게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적 감정과는 

관련이 없었다. 이는 놀이 공간이 없다고 아동이 우울하거나 화를 내지는 않지만, 놀이 

공간이 있으면 아이들이 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1수준의 변수들의 결과를 생존, 안전 및 안정, 관계, 존중 욕구 중

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존의 욕구와 관련된 물질적 결핍 수준은 삶의 만

족도와 긍정적 감정을 낮추고 부정적 감정을 높여 아동의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안전 및 안정 욕구와 관련된 학교 폭력 경험 역시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감정을 낮추고 

부정적 감정을 높여 아동의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반대로 가정·학교·동네에서의 

안전하다는 느낌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감정을 높이고 부정적 감정을 낮춰 행복에 긍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동에게 결핍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기본적 욕

구(basic needs)가 충족되는 것이 아동 행복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정과 관련된 이사와 놀이공간 인식은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이사는 삶의 

만족도 저하시키고 부정적 감정을 증진시키지만 긍정적 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

고, 반대로 놀이공간 인식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감정을 증진시키지만 부정적 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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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한마디로 이사가면 힘들지만 이사를 안 간다고 즐거운 

것은 아니고, 동네 놀이공간이 있으면 좋지만 놀이공간이 없다고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

라는 것이다.  

관계 욕구와 관련된 가족과의 활동, 친구와의 활동, 가구구조는 모두 서로 다른 영

향을 미쳤다. 가족과의 활동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감정을 높이고 부정적 감정을 낮추

는 요인이었다. 친구와의 활동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감정을 높이지만 부정적 감정을 

낮추지는 않았는데, 이는 친구와의 활동은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요인이지만 이러한 활동

이 없다고 꼭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친구와의 관계 단절을 의

미하는 따돌림은 아동의 행복을 저해하는 가장 분명한 요인 중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친구와의 부가적인 즐거운 교류 활동이라는 점에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부

모 여부를 나타내는 가구구조는 삶의 만족도와 부정적 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긍정적 감정만 저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부모 가구라고 하더라도 가정의 환

경(물질적 결핍 및 안전)과 가족 간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를 고려하면, 그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존중 욕구와 관련된 부모와 교사의 긍정적 양육태도(positive discipline)

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의견존중과 부모의 공평한 태도는 삶의 만족도와 긍

정적 감정을 증진시키고 부정적 감정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

동에게 행복을 증진시키는 가족의 모습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와 함께 가족

들이 즐거운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형태라는 걸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 언급하는 

것과 같이 가족과의 좋은 관계는 아동에게 부정적 사건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며 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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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의견존중은 부모의 의견존중과는 차이

가 나타났는데, 교사가 의견을 존중해주는 태도를 보이면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감정은 

높아지지만 부정적 감정이 줄어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미시체계 변수들을 욕구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생존 욕구와 관련된 

물질적 결핍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안전 및 안정 욕구에 관련된 가정·

학교·동네에서의 안전과 동네에서의 놀이공간 등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

며, 이사경험과 학교폭력 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관계 욕구와 관련

된 가구구조, 가족과의 활동, 교우 활동, 존중 욕구와 관련된 부모의 의견존중 및 공평처

우, 교사의 의견존중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2수준의 학교·동네의 집합적 변수들도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을 제한적으로 설명하

였다. 미시체계 변수들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만 투입되었던 모델1에서는 학교 폭력 발

생률, 학교의 물질적 결핍 수준, 학교 교사의 공평한 분위기, 동네의 이웃간 양육도움 및 

신뢰 정도가 세 가지 종속변수들을 잘 예측하였다. 학교의 폭력 발생률과 물질적 결핍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감정이 저해되고, 부정적 감정이 높아졌

다. 반면 학교 교사의 공평한 분위기나 이웃 간 신뢰 분위기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긍

정적 감정을 높이고 부정적 감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미시체계의 변수들

이 투입된 모델3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모두 사라졌으며,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감정에서

는 학교 크기, 부정적 감정에서는 동네 크기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위계선형모형의 2수준 변수들, 즉 학교·동네의 집합적 변수들이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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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만 갖게 된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아동의 일상생활의 경험

과 인식에 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집단의 구조(structure) 보다는 과정(process)이 

아동의 행복도를 예측하는데 더 적합하다. 그 집단 안의 개인들이 어떠한 관계와 역동을 

보이고 있는지에 관한 집합적 수준의 정보로도 아동의 행복수준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일상생활의 경험과 인식에 관한 정보가 있는 상황에서는 집단의 구조(structure)

가 과정(process) 보다 아동의 행복도를 예측하는 데 적합하다. 특정한 구조 안에서 한 

집단 안의 분위기가 개인들에게 어떠한 경험과 인식을 갖게 하느냐가 개인의 행복에 더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교 폭력 발생률이 높은 학교에 있는 아동

들은 행복도가 낮은 경향이 있지만, 한 아동의 행복을 예측하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동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첫 번째 연구문제인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요인인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위계선형모형(HLM)의 무선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세부적인 분석을 위하여 아동·가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가족·학교·동

네에서의 경험과 인식, 그리고 학교·동네의 구조와 분위기가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삶의 

만족,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 과정을 통해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음에서는 두 번째 연구문제인 “학교·동네의 구조 및 분위기에 따라 아동 특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증진되거나 감소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위계

선형모형은 무선계수모형(random slope model)을 통해 분석해볼 것이다. 이 분석은 기본

적으로 위에서 나타난 미시체계(1수준)의 특성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가 특정한 학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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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의 구조 및 분위기에 따라 증진되거나 감소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무선계수모형 

아동의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학교와 동네의 분위기가 있는가? 앞선 무

선절편모형에서는 학교와 동네에 따라 아동 행복도의 변이가 존재한다는 걸 밝히고, 이

러한 변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학교와 동네의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분석을 통해 

학교와 동네에 따른 아동 행복도의 차이가 있지만, 학교와 동네 특성만으로는 이러한 차

이를 제한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여기에서는 학교와 동네의 분위기가 조절효과(상호작용효과)를 통해 아동의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는 사회자본을 연구한 Coleman이 공립학

교에 비해 가톨릭학교에서 부모의 SES와 아동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가 약하다는 걸 발

견한 것과 같이, 학교와 동네의 특성에 따라 아동의 특성과 주관적 행복 간의 관계가 달

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학교와 동네에 따라 아동의 특성이 행복에 미

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아동 행복이 더 증진되거나 덜 감소되는 방향으로 학

교와 동네의 분위기를 개선시킬 수 있는 개입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무선계수모형을 통해 학교와 동네 특성이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주관적 행복감(삶의 만족도·긍정적 감정·부정적 감정)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즉 증진시키

거나 약화시키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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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선계수모형의 설정 

앞서 분석한 무선절편모형은 기울기(slope)는 고정되어 있고 시작점(intercept)만 집

단수준의 영향을 받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가정하였다. 반면 여기서 살펴보는 무선

계수모형(random coefficient model) 혹은 무선절편과 무선기울기 모형(random-intercept 

and random-slope model)은 절편과 기울기를 자유롭게 설정하여 집단수준의 영향이 절

편뿐만 아니라 기울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이 모형을 설정하면 한 변수의 기

울기가 집단에 따라 다른지, 그리고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이점

을 갖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무선절편모형은 아동이 속한 학교와 동네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이러한 집단 구분에 따른 편차가 설정된 수식의 절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것이

다. 여기서 살펴볼 무선계수모형에서는 절편이 아닌 기울기의 편차에 초점을 맞춘다. 앞

선 무선절편모형에서는 소속된 집단에 따라 절편이 결정되어도, 영향력의 기울기는 모두 

동일하다고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물질적 결핍 수준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학교

·어느 동네에서나 동일하다고 가정한 것이다. 하지만 무선계수모형에서는 기울기는 학교

와 동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 만약 기울기가 무선적으로 변화한다면 무선

변화기울기(random varying slope)이 되고, 기울기가 변화되지만 비무선적으로 변화한다

면 비무선변화기울기(non-random varying slope)가 된다. 이와 같은 무선변화기울기와 

비무선변화 기울기를 모두 층위간 상호작용 효과(cross-level interaction)라 한다. 

무선계수모형의 설정은 복잡성이 증가하여 해석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모형을 되도록 단순화 하기 위하여 1수준 변수 중 아동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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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수들을 선정하고, 이 변수들이 무선계수모형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통계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검증한 후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2) 무선계수모형의 기초분석 

 

(1) 변수의 선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아동의 개인적 특성은 앞서 무선절편모형에서 설정된 성별, 건

강상태, 가구형태, 이사경험, 물질적 결핍 수준, 학교 성적, 학교 폭력 등 개인의 인구학

적 특성 및 경험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로 설정하였다. 우선 이 변수들에 대한 무선

효과 확인 및 편차 분석을 통해 무선계수모형을 분석할 것이다.31  

 

(2) 무선효과와 편차분석 

무선계수모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첫째는 1수준 변

수의 기울기에 투입된 무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둘째는 무선효과 투입으로 인하

여 모형의 적합도가 개선되었는지 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무선 효과가 투입

된 모형의 분석이 타당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Raudenbush & Bryk 2002, p. 123). 본 연

구는 종속변수를 주관적 행복감의 세 가지 요소(삶의 만족도·긍정적 감정·부정적 감정)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4-14 참조).  

                                           

31 학년 변수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현재 샘플에 각 학교에는 초등학교 5학년 혹은 중학교 1학

년만 존재하므로 집단 내 분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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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편차 분석(deviance test) 

요소 
추가된 

무선부분 

무선효과 통계치 the likelihood-ratio test 

Variance d.f. χ2 p-value χ2 d.f p-value 

SLSS 

성별 0.091 185 207.927 0.119 3.080 2 0.213 

건강상태 1.258 93 158.315 <0.001 21.010 2 <0.001 

가구형태  0.225 180 237.339 0.003 3.184 2 0.202 

이사 경험 0.169 222 279.885 0.005 5.543 2 0.061 

물질적 결핍  0.012 231 325.984 <0.001 18.515 2 <0.001 

학교 성적 0.055 231 302.779 0.001 28.365 2 <0.001 

학교 폭력 0.085 203 217.324 0.233 5.027 2 0.079 

PA 

성별 0.069 185 193.097 0.326  5.484 2  0.063 

건강상태 0.292 93 100.663 0.275 2.623 2 0.268 

가구형태  0.254 180 246.054 <0.001 4.192 2 0.121 

이사 경험 0.062 222 239.382 0.202 1.856 2 >.500 

물질적 결핍  0.007 231 279.778 0.015 9.158 2 0.010 

학교 성적 0.032 231 264.663 0.063  12.003 2 0.003 

학교 폭력 0.194 203 241.881 0.032 6.113 2 0.046 

NA 

성별 0.001 185 163.269 >0.500 0.001 2 >.500 

건강상태 0.030 93 113.121 0.077  6.077 2 0.046 

가구형태  0.016 180 226.700 0.010  3.241 2 0.196 

이사 경험 0.006 222 249.809 0.097 1.437 2 >.500 

물질적 결핍  0.001 231 266.741 0.053 3.646 2 0.159 

학교 성적 0.002 231 267.841 0.048 4.570 2  0.100 

학교 폭력 0.032 203 309.255 <0.001 26.799 2 <0.001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했을 때, 아동 개인 특성의 기울기의 무선효과

와 편차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삶의 만족도(SLSS)를 종속변수로 했을 때 무선

효과와 편차분석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건강상태, 이사경험, 물질적 결핍, 그리

고 학교 성적 등 네 가지였다. 긍정적 감정(PA)에서는 물질적 결핍, 학교성적, 학교폭력 

등 세 가지였으며, 부정적 감정(NA)에서는 건강상태와 학교폭력 등 두 가지가 유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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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건강상태가 측정하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는 아동은 전체 232개 학교 중 94개 

학교에서만 존재하여 편향된 결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어 제외하였다. 따라서 삶의 만족

도는 이사경험, 물질적 결핍, 학교 성적 등 세 가지, 긍정적 감정은 물질적 결핍, 학교성

적, 학교폭력 등 세 가지, 부정적 감정은 학교폭력 등 한 가지 변수에 관하여 무선계수모

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3) 중심화 설정 

무선계수모형의 분석은 앞서 무선절편모형의 최종모형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구성

되었지만 1수준과 중심화 설정에서 차이가 있다. 1수준의 무선계수모형에서는 물질적 결

핍과 주관적 성적의 2개 연속변수에 대해 집단평균 중심화(centering within clusters: 

CWC) 방식으로 중심화 교정을 하였다. Raudenbush and Bryk (2002)는 개인수준의 무선

적으로 움직이는 기울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CWC를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단, 

더미변수인 이사여부와 학교폭력 변수는 원래의 더미코딩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4) 무선계수모형의 결과 

학교와 동네의 특성이 아동 개인의 특성과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삶의 만족도·긍정

적 감정·부정적 감정)의 관계를 조절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도는 3가지 변

수에서 모두에서 학교와 동네의 분위기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긍정적 감정

은 3개 중 1개 변수에서만 유의하였으며, 부정적 감정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

서 여기에서는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감정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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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무선계수모형: 삶의 만족도 

변수 Coef. SE t-ratio 

고정효과    

절편    

    절편  7.581***  0.585  12.962  

학교 크기(해당학년 총인원) -0.001** 0.000  -3.046  

학교 폭력 발생률  -0.007  0.008  -0.884  

학교의 물질적 결핍 수준 -0.101+  0.057  -1.771  

학교 교사의 공평한 분위기  0.027  0.087  0.310  

거주 인원(만명) 0.001  0.001  1.037  

범죄 발생율  0.002  0.002  0.971  

이웃간 양육도움 및 신뢰  0.158  0.132  1.195  

    

성별(1=남)  0.227***  0.051  4.436  

학년(1=중1)  -0.481***  0.066  -7.327  

건강상태(1=만성질환)  -0.345* 0.175  -1.968  

가구형태(1=한부모) -0.079  0.087  -0.904  

이사 경험(1=있음)    

   절편 -0.539  1.172  -0.460  

학교 크기(해당학년 총인원)  0.001  0.001  0.988  

학교 폭력 발생률  0.002  0.015  0.162  

학교의 물질적 결핍 수준 0.024  0.123  0.197  

학교 교사의 공평한 분위기 0.236  0.175  1.346  

거주 인원(만명) -0.004  0.003  -1.487  

범죄 발생율  -0.008+ 0.004  -1.837  

이웃간 양육도움 및 신뢰 -0.086  0.298  -0.290  

    

물질적 결핍 수준 CWC     

  절편  -0.313  0.264  -1.187  

학교 크기(해당학년 총인원)  0.000  0.000  0.695  

학교 폭력 발생률  0.000  0.005  -0.096  

학교의 물질적 결핍 수준  0.035  0.026  1.343  

학교 교사의 공평한 분위기 0.060+ 0.030  1.965  

거주 인원(만명)  0.000  0.001  -0.635  

범죄 발생율  -0.001  0.0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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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 양육도움 및 신뢰 -0.012  0.067  -0.177  

    

집의 안전CGM 0.133  0.036  3.667  

가족과의 활동CGM 0.243  0.038  6.385  

부모의 의견존중CGM 0.301  0.041  7.389  

부모의 공평성CGM 0.239  0.042  5.682  

학교 성적CWC    

    절편 0.638  0.621  1.027  

학교 크기(해당학년 총인원) 0.001** 0.000  2.793  

학교 폭력 발생률 0.004  0.008  0.490  

학교의 물질적 결핍 수준 -0.022  0.067  -0.331  

학교 교사의 공평한 분위기 -0.075  0.069  -1.088  

거주 인원(만명) -0.002  0.001  -1.507  

범죄 발생율 0.000  0.002  -0.125  

이웃간 양육도움 및 신뢰 -0.044  0.162  -0.270  

    

학교 폭력(1=경험) -0.355  0.071  -5.018  

학교 안전CGM 0.380  0.036  10.700  

교우 활동CGM 0.105  0.033  3.155  

교사의 의견존중CGM 0.174  0.035  4.940  

동네 안전CGM 0.162  0.028  5.718  

동네 놀이공간CGM 0.196  0.026  7.562  

    

무선효과 Variance Component d.f. Chi-square 

집단 간, u0 0.067***  215  316.934  

이사 기울기, u5 0.198***  215  289.776  

물질적 결핍 기울기, u6 0.015***  215  334.391  

성적 기울기, u11 0.063***  215  297.261  

집단 내, r 2.009    

    

Note. 1) +p<0.1, *p<.05, **p<.01, ***p<0.001 

2) CGM은 전체 평균 중심화(centering around the grand mean), CWC은 집단 평균 중심화(centering within cluster)을 의

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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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무선계수모형: 긍정적 감정 

변수 Coef. SE t-ratio 

고정효과    

절편    

    절편  7.350***  0.622  11.811  

학교 크기(해당학년 총인원) -0.001*  0.000  -1.835  

학교 폭력 발생률  -0.001  0.008  -0.076  

학교의 물질적 결핍 수준 -0.066  0.050  -1.321  

학교 교사의 공평한 분위기  0.062  0.102  0.607  

거주 인원(만명) -0.002+ 0.001  -1.726  

범죄 발생율  0.000  0.002  0.080  

이웃간 양육도움 및 신뢰  0.206  0.130  1.591  

    

성별(1=남)  0.300*** 0.049  6.136  

학년(1=중1)  -0.436*** 0.070  -6.266  

건강상태(1=만성질환)  -0.207  0.145  -1.428  

가구형태(1=한부모) -0.171+ 0.087  -1.953  

이사 경험(1=있음) -0.103+  0.061  -1.680  

물질적 결핍 수준 CWC     

  절편  -0.192  0.252  -0.760  

학교 크기(해당학년 총인원)  0.000  0.000  0.667  

학교 폭력 발생률  0.002  0.004  0.446  

학교의 물질적 결핍 수준  0.032  0.026  1.239  

학교 교사의 공평한 분위기 0.017  0.030  0.560  

거주 인원(만명)  0.000  0.001  -0.146  

범죄 발생율  -0.001  0.001  -1.212  

이웃간 양육도움 및 신뢰 0.005  0.066  0.078  

    

집의 안전CGM 0.105** 0.036  2.962  

가족과의 활동CGM 0.227*** 0.038  5.943  

부모의 의견존중CGM 0.212*** 0.041  5.177  

부모의 공평성CGM 0.274*** 0.041  6.688  

학교 성적CWC    

    절편 0.802  0.577  1.389  

학교 크기(해당학년 총인원) 0.000  0.000  1.094  



105 

 

학교 폭력 발생률 0.006  0.007  0.775  

학교의 물질적 결핍 수준 -0.020  0.059  -0.336  

학교 교사의 공평한 분위기 -0.101  0.078  -1.290  

거주 인원(만명) -0.002* 0.001  -2.005  

범죄 발생율 -0.001  0.002  -0.492  

이웃간 양육도움 및 신뢰 -0.064  0.143  -0.445  

    

학교 폭력(1=경험)    

 절편 0.258  1.410  0.183  

학교 크기(해당학년 총인원) -0.001  0.001  -1.150  

학교 폭력 발생률 -0.019  0.020  -0.979  

학교의 물질적 결핍 수준 -0.017  0.129  -0.129  

학교 교사의 공평한 분위기 -0.013  0.196  -0.067  

거주 인원(만명) 0.001  0.004  0.287  

범죄 발생율 0.001  0.006  0.151  

이웃간 양육도움 및 신뢰 -0.152  0.359  -0.425  

    

학교 안전CGM 0.384*** 0.036  10.804  

교우 활동CGM 0.270*** 0.035  7.663  

교사의 의견존중CGM 0.125*** 0.037  3.378  

동네 안전CGM 0.135*** 0.028  4.856  

동네 놀이공간CGM 0.162*** 0.027  5.995  

    

무선효과 Variance Component d.f. Chi-square 

집단 간, u0 0.041*** 196 246.056  

물질적 결핍 기울기, u6 0.010*** 196 249.970  

학교성적 기울기, u11 0.040** 196 242.729  

학교폭력 기울기, u11 0.237*** 196 257.351  

집단 내, r 2.109    

    

Note. 1) +p<0.1, *p<.05, **p<.01, ***p<0.001 

2) CGM은 전체 평균 중심화(centering around the grand mean), CWC은 집단 평균 중심화(centering within cluster)을 의

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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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에서는 이사여부, 물질적 결핍, 학교성적이 2수준(학교

와 동네특성)에 따른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적 감정에서는 학교성

적에 2수준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감정에서 유의하게 

나타나는 조절효과는 없었다. 이사여부, 물질적 결핍, 학교 성적에 대한 조절효과의 결

과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앞선 무선절편모형에서 지난 1년 간 이사경험이 있는 아동은 삶의 만족도의 

저하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무선계수모형에서는 이사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역

의 범죄 발생률 차이에 따른 차이가 0.01 수준으로 거의 없지만, 이사를 간 지역의 범

죄 발생률이 높다면 삶의 만족도가 0.1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그림 4-2. 이사와 삶의 만족도: 지역의 범죄율에 따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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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낯선 곳에서의 적응과정을 의미하는 정착효과가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서

는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아동이 위험이

나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Vieno et al. 2010), 이러한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

면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부정적 효과가 증폭되는 현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Scanlon & Devine 2001). 이러한 결과는 아동에게 중요한 안전(safety)와 안정(stability)

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앞선 무선절편모형에서 물질적 결핍 수준 역시 삶의 만족도의 저하를 가

지고 왔었다. 무선계수모형의 분석 결과에서는 물질적 결핍으로 인한 삶의 만족도 저하

는 공평한 교실 분위기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32 이 변수는 1수준

의 ‘교사의 공평함’을 학교 단위로 합산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한 반

만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교사의 공평성 정도가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교사가 공평한 교실에서는 물질적 결핍의 심화에 따른 삶의 만

족도 감소가 완만했지만, 교사가 덜 공평한 교실에서는 물질적 결핍 심화에 따른 삶의 

만족도 감소가 가파른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물질적 결핍 수준은 한 집단에서 개인이 

갖는 상대적 지위(여기서는 취약한 지위)로도 여겨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처우

(혹은 존중)에 따라 부정적 영향이 증대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32 여기에서 물질적 결핍 수준은 집단 평균 중심화(CWC)된 변수로, 소속된 집단(학교와 동네)의 

평균을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가 점수화 된 것이다. 즉, 소속된 집단 안에서 물질적 결핍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도록 변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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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결핍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공평한 교실 분위기의 조절효과 

 

마지막으로 무선절편모형에서 학업 성적은 삶의 만족도 및 긍정적 감정과 정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학교 크기와 지역 크기 같은 물리적 규모 변수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33 삶의 만족도의 결과를 보면, 학생 수가 많은 큰 규모의 학교에서는 성적

이 낮은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낮았고, 성적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의 증가 기

울기가 더 가팔랐다. 이는 큰 학교에서는 공부를 못해서 나타나는 삶의 만족도의 저하가 

작은 학교에 비해서 더 크고, 공부를 잘 할수록 삶의 만족도의 개선이 더 빠르게 나타난

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규모가 큰 학교에서 학업에 대한 경쟁이 심해질수록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경험하는 삶의 만족도 저하가 큰 학교

                                           

33 여기에서 학교 성적은 집단 평균 중심화(CWC)된 변수로, 소속된 집단(학교와 동네)의 평균을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가 점수화 된 것이다. 즉, 소속된 집단 안에서 성적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

도록 변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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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영신, 박영균, 김의철, & 한기혜 2011; 

황여정 2008). 긍정적 감정의 결과를 보면, 학교 성적이 좋아지면 긍정적 감정이 증대되

며 큰 규모의 지역에 비해 작은 규모의 지역에서 이러한 긍정적 감정의 기울기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 역시 대도시로 갈수록 학업에 대한 경쟁과 강조가 증가하여 나타

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소속 집단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삶

의 만족도의 영향이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Marsh & 

Hau 2003). 

 

  

 

그림 4-4. 성적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학교크기(총학생수)의 조절효과 

 

무선계수모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와 동네에 따른 아동특성과 주관

적 행복감의 관계의 조절효과는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삶의 만족도에 비해 긍

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은 학교와 동네와의 상호작용이 더 제한적이다. 이는 반대로 삶

의 만족도가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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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변수들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와 동네의 특성에 

의해 조절되었다. 이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의 범죄 발생률에 의해 조절

되었고, 물질적 결핍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의 공평한 분위기(혹은 교사의 

공평한 태도)에 의해 조절되었으며, 성적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의 크기에 

의해 조절되었다. 한편 유일하게 긍정적 감정에서 학교와 동네의 특성에 의해 조절되는 

영향이 있었는데, 성적이 긍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의 크기에 의해 조절되는 것

이었다. 셋째, 학교와 동네 특성으로 인한 영향을 앞선 욕구 특성으로 설명하면 안전(범

죄 발생률), 존중(학교의 공평한 분위기)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학교크기와 지역크

기로 인한 영향은 존중과 관련된 상대적 지위 특성이 비교로 인한 또래집단 압력(peer 

pressure)에 의해 심화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무선계수모형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다. 무선계수모형에서 학

교와 동네의 환경은 미시체계에서의 일상생활의 경험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변화시

켰다. 이는 학교효과와 동네효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환경이 아동의 

일상생활을 “채색(color)하고 구체화(shape)시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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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의 결론은 네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이에 대

해 논의한 후, 이론적·정책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 연구의 한계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

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제1절 연구결과 및 논의 

 

지금까지 위계선형모형 분석을 통해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앞서 선행연구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론적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연구문제1.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환경(social context)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삶의 만족도,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본 연구는 개인·가족·학

교·동네 특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 결과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영향력은 매우 작은 반면, 가정의 영향력은 매우 컸으며, 학교와 동네의 환경도 

작지 않은 정도로 아동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한 위계선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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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수준의 미시체계 변인들이 최소한으로 투입될 때에는 2수준의 학교·동네의 구조 

및 분위기 변수들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을 잘 설명하지만, 1수준에 아동의 미시체계(가

정·학교·동네)에서의 경험 및 인식 관련 변수가 투입되면 2수준의 영향력은 거의 사라졌

다. 이는 학교·동네의 구조 및 분위기들도 아동의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만, 더 중

요한 것은 주여진 환경 안에서 아동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인식을 하느냐라는 것을 보여

준다.  

요컨대 이러한 영향은 Bronfenbrenner (1979)의 생태체계이론에서 아동이 직접 대

면하는 일상생활 환경이 가장 중요하며, 아동의 외부체계의 환경의 영향력은 아동의 일

상생활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개인의 일상생활 환경의 경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 국가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미시·중시·거시체계 중에서 미시체계의 요인들이 가장 핵심적이라는 Klocke, Clair, and 

Bradshaw (2013)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연구문제 1-1.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개인의 특성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은 삶의 만족도·긍정적 감정·부정적 감정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각각의 요소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모형을 분석하였다. 

아동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학년, 건강상태로 보았다. 그 결과 성별, 학년은 일관

되게 세 종속변수에서 영향을 보였으나, 건강상태의 영향력은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고 

부정적 감정을 증대시켰지만, 긍정적 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만성질환을 앓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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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행복이 저해되지만, 만성질환이 없는 상태라고 하여 행복이 증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주관적 행복감에 제한적인 영향이 나타난

다고 알려져 있다(Gilman & Huebner 2003; Pollard & Lee 2003; Carmel L Proctor et al. 

2009). 인구 통계학적 변인들의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했으

며, 각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도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였다.  

 

연구문제 1-2. (미시체계로서) 가정·학교·동네에서의 일상생활 경험 및 인식은 아동의 주

관적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문제는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학교·동네 차원의 일상

생활 경험 및 인식 요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으로, 방법론 상으로 위계선형모형의 1수

준에 해당된다. 가구차원의 변수들은 가구형태, 이사경험, 물질적 결핍 수준, 집의 안전도, 

가족과의 활동, 부모의 의견존중, 부모의 공평성 등이었다. 학교차원의 변수들은 학교 성

적, 학교 폭력 경험, 학교 안전, 교우 활동, 교사의 의견존중 등이었으며, 동네 차원의 변

수들은 동네 안전, 동네 놀이공간 인식 등이었다. 각각의 체계에 맞추어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경험 및 인식 

가구 차원의 영향은 가구특성과 가족경험 및 인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구특

성 변수는 가구구조, 이사경험, 물질적 결핍 수준으로 볼 수 있고, 경험 및 인식 관련 변



114 

 

수는 집의 안전, 가족과의 활동, 부모의 의사존중, 공평성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가구구조

를 나타내는 한부모 가구 여부는 삶의 만족도와 부정적 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

고, 긍정적 감정을 저하시키는 영향만 유의하였다. 삶의 만족도 모델에서 한부모 가구 여

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구차원만 포함되었을 때에는 유의하였으나, 학교와 동네 차

원의 변수들이 포함되었을 때 영향력을 잃었다. 이는 가구 구조 자체가 가지고 오는 부

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족 간·교우 간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때에는 가구구조의 영향이 혼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Carmel L Proctor et al. 

2009).  

이사경험은 삶의 만족도를 낮추고 부정적 감정을 증대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나, 긍정적 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사를 가는 것은 익숙했던 곳에서 

낯선 곳으로 생활범위를 변경할 뿐만 아니라, 이사의 범위에 따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관계들(혹은 사회적 자본)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오욱환 2013). 따라서 이사를 통한 정착 

효과가 발생하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부정적 감정이 높아질 수 있다. 대신 이사를 

가는 것은 부정적 효과를 가지고 오지만, 이사를 가지 않았다고 해서 긍정적 효과가 나

타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물질적 결핍 수준은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같이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부

정적 감정 등 모든 주관적 행복감 척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in 

2014). 이는 성인연구의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의 복잡한 퍼즐과 달리 (Easterlin 1974; 

Easterlin, McVey, Switek, Sawangfa, & Zweig 2010), 아동의 행복에서는 물질적 결핍의 

영향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아동들은 무엇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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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지 않은가?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간명성을 위하여 물질적 결핍 항목을 합산한 지

수(index)형태의 변수를 사용하였는데, 개별 항목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별도의 분석

을 한 결과 14개의 항목 중 음식(하루 세끼의 식사), 방(숙제를 할 수 있는 공간)과 같은 

의식주 변수들과 함께 야외 활동 장비, 친구들을 초대하여 노는 기회 등 여가 및 친교와 

관련된 항목이 결핍되어 있을 때 주관적 행복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1 참

조). 또한 물질적 결핍이 개별 항목(item)을 투입하는 것 보다 지수(index)형태로 투입하

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결핍의 누적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에서의 일상생활 경험 및 인식 

학교차원 변수들은 학교 성적, 학교 폭력 경험, 학교 안전 인식, 교우 활동, 교사의 

의견존중 태도 등이었다. 우선 성적의 영향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감정에는 정적인 영

향을 미쳤으나, 부정적 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기

는 어렵지만, ‘공부를 잘하는 것(좋은 성적)’은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좋은 지위인 반면,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것’은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학생의 지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성적은 그 자체로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부모나 교사의 반응에 의

해 매개나 조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Choi, Lee, Ko, & Yoo 2015).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감정을 저해하고 부

정적 감정을 증대시키는 등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교폭력의 부정

적 영향은 그동안 아동의 행복에 관한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는 행복의 저해요인이었으며, 본 연구 모형에서도 다양한 척도에 걸쳐 부정적 결과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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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냈다 (Gilman & Huebner 2003; Pollard & Lee 2003; Carmel L Proctor et al. 2009).  

또한 학교에서 안전하다는 느낌 자체도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실제 학교 폭력의 피해 여부도 중요하지만 학교 안에서의 안전에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요인들(물리적 환경, 교사, 친구 등)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Valois et al. 2001). 따라서 학교에서의 안전과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

전하다는 느낌(혹은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친구와의 활동과 교사의 의견존중 태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친구 및 교사와 긍정적 관계가 주관적 행복감에 주는 영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미시체계 내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성인 연구에서와 같이 아동에게도 좋은 관계

가 행복의 조건임을 나타낸다 (Diener et al. 1999; Gilman & Huebner 2003).  

학생이 인식하는 교사의 의견존중은 긍정적 훈육방식(positive discipline)의 효과로

도 볼 수도 있다. 긍정적 훈육은 긍정적이고, 지지적이고, 민주적인 훈육 방식을 사용하

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체벌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근거가 축적되면서 대안적인 훈육 

방식으로 권장되고 있다 (Gámez-Guadix et al. 2010; Nelsen 2011). 본 연구의 결과에서

도 부모의 공평성과 교사의 공평성이 주관적 행복감 척도들에 일관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긍정적 훈육 연구들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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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서의 일상생활 경험 및 인식 

동네 차원은 동네를 걸어갈 때 안전한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동네에 놀이공간이 

있는지 등의 변수를 투입하였다. 동네를 걸어갈 때의 안전한 느낌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

적 감정을 증진시키고 부정적 감정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네의 놀이

공간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감정만 증진시켰으며 부정적 감정과는 관련이 없었다. 이

는 동네에 놀이공간이 있으면 좋지만, 놀이공간이 없더라도 우울해지거나 화가 나는 것

은 아니라는 걸 의미한다. 단, 놀이공간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동네의 무질서 및 위

험과도 관련이 있으며, 아동이 여러 이유로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여가활동

을 보내게 되면 아동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olnar et al. 2004; Weir 

et al. 2006). 이러한 놀이공간의 간접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유념해야 한다.  

 

 

연구문제 1-3. (외부체계로서) 학교·동네의 구조·안전·관계는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학교와 동네의 구조 및 분위기는 개인들의 삶의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학교효

과와 동네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집합적 수준의 특성들이 아동 개인의 삶에 직간접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걸 보여줬다. 본 연구도 위계선형모형의 2수준에서 학교와 동네의 

구조와 분위기 변수를 투입하여, 집합적 수준의 특성이 아동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을 설

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본 개인이 학교와 동네에서 경험하고 

인식하는 특성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학교와 동네의 외부체계로서의 구조 및 분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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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  

학교 차원의 외부체계는 학교 크기(해당학년 총인원), 학교폭력 발생률, 학교의 물

질적 결핍 수준, 학교 교사의 공평한 분위기가 투입되었고, 동네 차원의 외부체계는 거주

인원, 범죄 발생률, 이웃간 양육도움 및 신뢰가 포함되었다. 여기서 학교와 지역크기, 그

리고 물질적 결핍 수준은 학교·동네의 구조(structure) 관련 변수라 할 수 있다. 학교폭력 

발생률과 범죄 발생률은 집단 내의 부정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학교 교사의 공평한 분위

기와 이웃간 신뢰는 긍정적인 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미시체계 변수들의 투입에 따라 외부체계 변수들의 영향력이 달

라졌다. 미시체계 변수가 아동의 인구통계학적 배경밖에 없을 때에는 외부체계의 학교폭

력 발생률, 학교의 물질적 결핍 수준, 학교 교사의 공평한 분위기, 이웃간 양육도움 및 

신뢰 변수가 유의하게 주관적 행복감을 설명하였다. 이는 기존의 학교효과와 동네효과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학교의 폭력 발생률은 아동이 학교에서 폭력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높이고 불안감을 증대시킬 수 있고, 교사의 공평한 분위기는 아이들이 가

지고 있는 취약성으로 인한 차별경험을 줄일 수 있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과 연관된다. 

지역의 범죄발생률은 아동이 일상적 생활환경에서 범죄를 목격하여 정신적인 불안을 경

험하거나, 일탈행동에 대한 규범이 무너지거나 감독이 허술해져서 아동의 일탈행동을 높

일 수 있는 유인을 갖게 된다. 반대로 이웃 간 신뢰는 아동에 대한 비공식적인 감시와 

보호기능을 제공하여 아동이 겪을 수 있는 부정적 경험을 줄인다 (Coulton et al. 1999; J. 

F. Helliwell & Putnam 2004; Sampson 2003). 이웃간 양육도움 및 신뢰는 지역사회에서

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비공식적 보호를 제공하여 아동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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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다 (Vieno et al. 2010).  

하지만 미시체계의 가정·학교·동네에서의 경험 및 인식 변수가 투입되면 학교크기나 

지역크기 변수만 유의하고 다른 변수들의 영향이 사라졌다. 이는 학교·동네의 집합적 환

경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아동이 어떤 경

험을 하고 어떤 인식을 하게 되는지 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Bronfenbrenner (1979)가 

가정한 생태체계의 중첩된 원들에서 외부체계→미시체계→개인으로의 영향은 유효하되, 

외부체계의 틀 안에서 미시체계의 경험과 인식이 영향을 받고, 이것이 다시 개인의 주관

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요컨대, 학교·동네의 영향은 주어진 외부체계의 전반적인 특성에 관한 정보이며, 그 

체계 안에서 아동 개개인이 겪게 되는 일상의 경험과 인식은 각각 달라지게 된다. 따라

서 외부체계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대면하면

서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들의 영향이 더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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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결과 

변수 
주관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1수준 변수(아동수준)    

성별(1=남) + + - 

학년(1=중1) - - + 

건강상태(1=만성질환) -  + 

가구형태(1=한부모)   -  

이사 경험(1=있음) -  + 

물질적 결핍 수준CGM - - + 

집의 안전CGM + + - 

가족과의 활동CGM + + - 

부모의 의견존중CGM + + - 

부모의 공평성CGM + + - 

학교 성적CGM + +  

학교 폭력(1=경험) - - + 

학교 안전CGM + + - 

교우 활동CGM + +  

교사의 의견존중CGM + +  

동네 안전CGM + + - 

동네 놀이공간CGM + +  

    

2수준 변수(학교와 동네수준)    

학교 크기(해당학년 총인원)CGM - -  

학교 폭력 발생률 CGM    

학교의 물질적 결핍 수준 CGM    

학교 교사의 공평한 분위기 CGM    

거주 인원(만명)CGM   + 

범죄 발생율 CGM    

이웃간 양육도움 및 신뢰C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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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학교·동네의 구조·안전·관계에 따라 아동 특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

는 영향이 증진되거나 감소하는가? 

 

두 번째 연구문제는 학교효과나 동네효과가 실재하여 개인 특성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를 변화시키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무선계수모형(random-

coefficient model)이 가지고 있는 층위간 상호작용(cross-level interaction)과 무선효과

(random effect)를 이용하여 변수들의 영향력이 절편에서뿐만 아니라 기울기에서도 다른

지를 알아보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 긍정적·부정적 감정을 종속변수로 

하고, 아동 개인의 특성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기울기가 무선적으로 변화

하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이사여부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는 지역의 범죄발생 비율에 의해 조절되었다. 

이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이사로 인해 낯선 곳에 적응해야 하는 부정적 효과, 

즉 이사경험이 다양한 측면에서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착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욱환 2013). 여기에 지역의 범죄 발생률이 높은 

불안정한 곳에서의 정착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보

고했던 지역의 불안정과 관련된 연관된 범죄, 비행, 정신장애 등의 위험요인이 아동의 삶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Sampson 2003; Sampson & Raudenbush 2004; 

Sampson et al. 1997; Wilson & Kelling 1982).  

물질적 결핍 수준은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었는데, 교사가 공평한 분위

기라면 물질적 결핍 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저하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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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분위기 속에서 차별경험이 줄어들거나, 교사의 긍정적인 태도로 인하여 취약성으

로 인한 어려움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민성, 엄채윤, & 박은정 2009; Suldo et 

al. 2009). 

마지막으로 학생의 성적은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학교 크기에 의해 조절되었고, 성

적과 긍정적 감정과의 관계는 지역 크기에 의해 조절되었다. 기존 연구들에서 농어촌지

역의 작은 학교 보다 대도시 지역에서의 학업성취에 대한 강조가 더 강하고, 이로 인한 

교육 스트레스가 더 심하다는 것과 연관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어촌지역의 학교가 소

규모이고 대도시 지역의 학교가 대규모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대도시 지역에서 교육

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질수록 자신의 성적으로 인한 삶의 만족도 감소가 더 커지는 것으

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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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함의 

 

1. 연구의 이론적 함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한 이론적 함의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구 

결과를 통해 주관적 행복감의 다면적 특성을 보여준 것, 둘째, 아동의 주관적 행복에 관

한 생태체계적 이해를 통해 행복에 관한 개념을 확장한 것, 셋째, 아동의 일상생활 경험

의 중요성 및 아동중심적 접근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시체계에 미

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외부체계 요인을 확인한 것 등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는 행복의 다면적 특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에서 도입한 삶의 만족도,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의 척도들은 서로 유사한 특성을 공

유하면서도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부정적 감정은 단지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감정의 반대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인간의 주관적 

행복감은 본질적으로 다면적인 개념(multifaceted concept)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Ben-

Arieh, Casas, Frønes, & Korbin 2014; Diener, Scollon, & Lucas 2003). 연구자, 정책가, 

그리고 실천가들이 이러한 행복의 다면적 특성을 이해할 때 인간 행복 증진을 위한 이론

·정책·실천기술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 행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생태체계의 범위를 탐색함으로써 

행복 연구의 관점을 확장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맥락의 변수들이 아동

의 주관적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아동들에게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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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네의 환경이 모두 중요하였으나, 이 중에서 가정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였다. 또

한,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물질적 수준, 안전한 가정·학교·동네 환경, 가족

·친구·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안정된 주거환경에서의 적절한 학업성취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는 아동의 발달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둘

러싼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주관적 행복에 관한 연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할 때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아동의 행복

은 유전자와 기질과 같은 내면적인 것에서부터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까지 관점을 확장

할 때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아동의 일상적 경험의 중요성을 보여준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

는 다층모형 분석을 통해 아동 행복은 미시적 환경 및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동이 일상적 환경에서 결핍되지 않고, 안전하게, 중요한 

사람과 교류하며, 존중 받고 생활할 때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아동 행복에 대한 연구는 미시적 환경의 구성, 과정, 변화에 대해 더 집

중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시적, 외부적 체계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

았더라도, 미시체계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탐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아동 중심적 접근(child-centered approach)이 아동의 행복 연

구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아동의 일상에서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면 아동은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전문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중심적 접근(child-centered 

approach)를 통해 아동의 주관적 의견을 어떻게 물어보고,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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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 발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

다.  

넷째, 학교환경과 동네환경은 미시체계가 아동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moderate)하는 것을 보여준 것에 의의가 있다. 이는 개인의 의식과 행동, 그리고 미시체

계의 환경이 외부체계에 의해 “채색되고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Cohen et al. 2009). 이는 어떠한 지역사회 환경이 아동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에 관해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현실을 변화시키면 우리 아

이들이 보다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현실의 교육체계에서 점진적 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 둘째는 아동 행복을 

위한 정책실시의 우선순위 설정의 근거를 제공한 것, 셋째는 기본적 욕구의 중요성을 보

여준 것, 넷째는, 아동의 관계뿐만 아니라 존중의 중요성을 보여준 것, 다섯째는, 아동에

게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학교·동네환경이 무엇인지 제시한 것 등이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현재의 한국적 맥락에서 점진적 변화 전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많은 학자들은 아동 행복을 위해 대학입시와 같은 구조적 변화가 이

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학입시와 학벌사회는 한국 사회에서 촘촘하게 얽혀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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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다. 본 연구는 지금 당장 아동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변화시켜 나아가야 할 가족·

학교·동네의 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적함으로써 우리사회에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 행복을 위한 변화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

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과 동시에 욕구위계의 관점을 채택하여 분석

을 진행하여 아동 행복에 대한 다면적 특성 및 다층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

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 중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은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대

면하는 환경이며, 이 환경 내에서 결핍되지 않고, 안전하고 안정되게, 중요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존중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아동 

행복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1) 아동의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가정, 학교, 동네의 환경

에 초점을 맞추고, (2) 결핍되지 않은,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 환경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타인으로부터 존중 받고 생활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기본적 욕구가 행복에 미치는 중요성을 보여준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 욕구 중 생존욕구와 관련된 물질적 결핍과 안전 및 안정 욕구와 관련된 가정·학

교·동네에서의 안전이 아동의 행복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질적 결핍은 

특히 의식주가 결핍되었을 때 일관되게 행복도를 저해하였으며, 이러한 결핍은 누적적으

로 이루어졌을 때 영향력이 더 강하였다. 따라서 정책적 차원에서 단순한 가구의 빈곤뿐

만 아니라 아동의 결핍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측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 내의 

결핍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결핍, 즉 아동의 행복을 위해 지역사회가 갖추어야 하는 장

치 혹은 기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아동들의 삶을 질과 행복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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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가정·학교·동네에서의 안전 역시 일관되게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학교에서

의 폭력과 따돌림은 아동의 행복을 일관되게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지금까지 아동의 안

전을 확인하는 길은 아동에게 멍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경우, 혹은 더러운 옷을 지속적

으로 입고 다니는 경우에만 한정되었었다. 따라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장치 (혹은 아

동이 자신의 안전을 직접 보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직접적 도움

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지

역사회에서의 폭력 및 갈취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아동의 안전 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며, 실제 아동들이 현실의 변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

권조항, 민법, 형법 개정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환경에 대한 권리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 (Kim & Yoo 2015).  

넷째, 아동의 관계뿐만 아니라 존중 역시 아동행복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걸 보여준 

것에 의의가 있다.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하여 좋은 관계를 맺게 하거나 존중을 강요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좋은 관계를 해치거나 존중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해주는 정

책을 시행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이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에 나가 있는 부모들의 여가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높은 노동시간을 감

소시키는 것은 아동과 가족의 관계의 양과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예로, 가정·학교·지역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을 금지하거나 예방하는 정

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이 단지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성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서 의사를 존중 받고, 자신과 연관된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아동 권리의 시각을 확산시켜 나간다면 아동이 존중 받는 분위기를 정착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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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아동에 대한 의견존중과 공평한 태도가 행복 증진에 

기여한 것과 같이,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에 대한 긍정적 훈육(positive discipline) 방법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가정·학교·정부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거나 저해시키는 학교·동네의 특성을 보여준 

것에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무선계수모형을 통해 지역의 불안정성과 아동의 주거 불

안정성이 만날 때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학교의 공평성과 

아동의 취약성이 만날 때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는 우리

가 앞서 살펴보았던 개별 효과들을 감소시키거나 증진시킬 수 있는 외부체계의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은 지역 차원에서 지역

의 불안정성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차단하거나, 학교 차원에서 비민주

적 학교 분위기 혹은 차별적인 훈육 방법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차단

하는 방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기본적으로 아동이 반복적으로 

이사를 가게 만들어 주거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감소시키는 정책(즉, 아동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과 물질적 결핍을 해소하고 예방하는 정책도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실천적 함의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가정 내 환경 개선

을 위한 가정 내 개입 서비스의 필요성, 둘째는 서비스 개별화의 필요성, 셋째는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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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증진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 넷째는 가정·학교·동네 차원의 아동 안전 증진 프로

그램 도입의 필요성, 다섯째, 이주·전학 아동의 적응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여

섯째, 아동대상 기관의 민주적 분위기 증진 필요성 등을 보여준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가정 내 환경 개선을 위한 가정 내 개입 서비스의 필요성을 보여

준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 내 안전한 환경, 즐거운 활동, 

존중 받는 분위기는 아이들의 행복을 증진시켰으며, 그렇지 못한 아동들의 행복을 낮춘

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는 우리가 모든 아동의 행복도를 증진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도 국가가 개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체벌과 학대에 대해 우리 사회는 가

정 내의 문제라는 이유로 효과적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979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가정 내 체벌금지 정책(corporal punishment ban at home)은 가정 내의 문제에 적

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여 학대 위험이 있는 가정이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다 (Cocozza, Hort, Gilbert, Parton, 

& Skivenes 2011; Durrant & Smith 2010). 따라서 이와 같이 아동의 행복을 증진시킨다

는 국가적 목표가 있다면, 아동 행복의 기본 조건인 가정 내 안전을 위한 국가 개입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유민상 2015; Murray A Straus 2001; Murray Arnold 

Straus, Gelles, & Steinmetz 1981). 즉, 아동 행복의 증진을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 까지 적

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법체계와 서비스들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행복을 위한 아동들의 욕구는 분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서비스가 개별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줬다 (김선숙 2008). 아동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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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욕구 위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동이 그 욕구 내에서 무엇을 가장 필

요로 하는지는 모두 다를 수 있다. 이는 아동이 처한 상황이 결핍에 관한 문제, 안전에 

관한 문제, 교우활동에 관한 문제, 존중에 관한 문제, 성취나 지위에 관한 문제 등 다양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아동의 다양한 욕구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는 아동의 사례에 집중할 수 있는 사례관리 방식이 사회복지기관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례관리를 위해 기존의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사회복지사 등 아동의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을 도울 수 있는 인력이 기존 

학교에 많이 충원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의 관계 증진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이다. 아동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친구, 교사와의 관계였다. 아동이 주위의 중요한 사람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가정 내의 관계를 증

진시키기 위해 아동과 부모가 함께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부모가 아동과 소통할 수 있도록 긍정적 양육방식(positive 

parenting)을 교육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교우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교사가 아동을 일방적으로 훈육하기 보다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도록 아동의 말을 들어

주고 지지해줄 수 있도록 긍정적 훈육(positive discipline) 방식을 장려하고 교육하는 것

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사적인 영역의 특성들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가정·학교·동네 차원의 안전 증진 프로그램 도입이다.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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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는 안전하다는 느낌은 아동 행복 기본 조건이었다. 아동이 가정·학교·동네에서 안전

하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 안에서의 예방적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관계적 측면

에서의 위험과 물리적 측면에서의 위험을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 부모, 교사, 친구, 이

웃, 낯선 사람은 모두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다. 아동이 가정 내에서, 

학교 교실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이런 대상들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 학교, 동네의 물리적 환경도 아동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봉

주 et al. (2015)의 연구에서 아동은 등교길의 큰 차도를 건너는 일, 과속을 하는 자동차,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어른 등 성인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것들에도 큰 위협을 느끼

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보호구역의 설정 및 엄격한 관리, 학교 근처의 금연

구역 설치의 확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 친화적 도시를 

위하여 아동을 중심에 두고 직접적으로 의견을 묻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민사회는 

물론 행정영역과 정치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삶의 환경이 변화된 아동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이사를 경험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낮추고 부정적 감정을 높였으며, 범죄율이 높은 지

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이사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삶의 영역

이 급격히 바뀌는 것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만약 거주 안정성이 떨어져서 

이사를 자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적응 노력이 더 크게 필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사회자본의 시각으로 본다면, 아동의 이주는 아동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계 

및 네트워크를 상실하게 하므로 행복의 저하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는 아동이 맺는 공식적인 기관과의 관계와 네트워크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최근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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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울주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동의 지역 이주는 기존의 아동호전문기관의 보호가 중단되

는 치명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는 아동의 이주가 사적인 영역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의 보호 관계(혹은 네트워크)를 상실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학교 차원의 이주 아동(전학 아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지역 차원에서도 이주 아동

이 기존의 지역에서 가지고 있던 사회복지의 지원체계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

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아동 대상 기관에서 프로그램 제공자의 민주적 분위기 증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교사가 아동의 말을 존중해줄수록, 그리고 학교의 분위기가 공평할수록 

아동들의 주관적 행복감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학교 교실에서 자신

의 의견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민주적 환경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사회복지 서

비스 기관에서 자신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서의 아동 이익 최선의 원칙과 아동

의 참여권을 현실 세계에서 실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초기 연구로 아직 여러 한계

를 가지고 있다. 그 한계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행복의 용어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Subjective well-being을 주관적 

행복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지만, 심리학계에서는 이미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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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개념을 발전시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비록 다학제적인 포괄적 행복 연구의 시

작을 위해 ‘주관적 행복’ 이라는 용어로 변형시켰지만, 이는 개념의 분화라기 보다는 용

어의 분화에 불과하여 오히려 같은 개념의 혼동만 유발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둘째, 주관적 행복의 측정의 문제이다. 주관적 행복의 연구에서 측정(measurement)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5개

의 척도(3개의 삶의 만족도, 긍정적·부정적 감정)를 설정하여 분석하였고, 측정척도의 차

이에 따라 결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성공적으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부정적 감정 

문항은 표준화된 척도가 아닌 임의적으로 구성된 문항들의 평균으로 구성되어 척도의 타

당성과 신뢰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셋째, 종합적 요인 고려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주관적 행복이 기질과 성격뿐만 아

니라 일상생활의 환경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결론 맺고 있으나, 정작 기질과 관

련된 변수는 연구 모형에서 누락된 변수(omitted variable)로 처리되고 있어 그 영향을 제

대로 알기 어렵다. 또한 동네·학교의 외부적 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측정자료가 부족하여 

지역사회의 무질서, 집합적 효능감(collective efficacy)등 더 포괄적인 지표를 사용하지 못

한 한계가 있다.  

넷째, 모델 설정의 정교성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Bronfenbrenner의 생태학이론의 

틀을 위계선형모형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시체계를 1수준으로, 외부체계

를 2수준으로 설정하였으나 교사의 공평함과 같은 변수는 미시체계와 외부체계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실 내부의 분위기는 아동이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시체계이지만, 아동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회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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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외부체계로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매끄럽지 않은 모델의 구분은 분명한 연

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다섯째, 횡단적 연구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횡단연구(cross-sectional research)로서 

변수의 인과관계에 대해 알기 어렵고, 변수들의 영향력은 상관관계로 해석되어야 한다. 

인과관계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longitudinal research)가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시설거주 아동과 학대피해 아동 등 아동 중심적 접근을 통해 큰 행복도 개

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대상을 포괄하지 못한 것이다. 한 사회의 전반적인 행복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행복도가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며, 행복도가 낮은 사

람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통하여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다양한 행복 측정 방식이 필요하다 (Diener et al. 1999). 본 연구는 자기기

입식의 설문조사 방식으로 아동의 행복을 측정하였다. 현재의 행복 연구들은 이와 같은 

설문 방식뿐만 아니라, 뇌파, 호르몬 검사, 유전자 검사 등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실제

의 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기입식 측정도구 이외에 다양

한 방식으로 행복도를 측정하고, 연구 성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측정 방식을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야 한다. 

둘째, 다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주관적 행복에 관한 연구는 심리학을 시작으로 경

제학과 사회학 등 인접 사회과학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학제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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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이다 (Diener, Lucas, Schimmack, & Helliwell 2009; John F Helliwell et al. 2015; 

Kahneman & Deaton 2010; Stiglitz et al. 2010). 행복을 다면적인 특성을 고려해볼 때, 인

간의 행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여러 분

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의 행복 증진을 

위한 방안도 더 전문적으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 자신은 스스로의 상태에 대한 전문가이다 (Ben-

Arieh 2008). 따라서 아동의 행복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보다 다가가야 하

며, 그들이 이야기하는 생생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 아동 행복에 대한 질적 연구

가 많이 이루어져야 양적 연구에서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들에 대한 답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자아실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동의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고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사회환경적 조

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힌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행복이라는 빙산의 

일각에만 초점을 맞춘 것일 수 있다. 인간의 행복에는 본인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의

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아동이 대부분의 

삶을 학습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더라도,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들에 시간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적성

을 개발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아동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시간을 사

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적성대로 역량을 개발하여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지 등 자아실현에 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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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행복 증진 정책 및 실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복지분야에서 행

복을 연구하는 강점은 ‘보다 나은 세상’과 ‘보다 행복한 개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보다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적절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한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고 이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를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때 

우리 아이들이 보다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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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물질적 결핍과 주관적 행복감 (항목별 분석) 

 

표-A1. 물질적 결핍의 개별 항목이 주관적 행복감(SLSS, PA, NA)에 미치는 영향 

변수 SLSS PA NA 

Coef. SE t-ratio Coef. SE t-ratio Coef. SE t-ratio 

절편 8.52***  0.07  119.93  8.39*** 0.07  119.33  1.32*** 0.01  94.57  

1수준 변수(아동수준)          

성별(남) 0.27***  0.07  3.90  0.33***  0.06  5.11  -0.13***  0.01  -9.35  

학년(중1) -1.05***  0.08  -12.78  -0.94***  0.08  -12.07  0.13***  0.02  7.70  

건강상태(만성질환) -0.37*   0.22  -1.68  -0.24  0.18  -1.33  0.13***  0.05  2.90  

한부모(모자-양부모기준)  -0.33* * 0.14  -2.42  -0.43***  0.14  -3.05  0.05*   0.03  1.71  

한부모(부자-양부모기준) -0.86*** 0.20  -4.36  -0.80***  0.21  -3.77  0.14***  0.05  2.68  

이사경험 -0.23*** 0.08  -2.81  -0.17**  0.08  -2.25  0.05***  0.02  2.73  

          

물질적 결핍 항목          

하루 세끼의 식사 -0.33* * 0.14  -2.47  -0.21* 0.13  -1.65  0.03  0.03  1.08  

하루 한끼 이상의 단백질 -0.03  0.11  -0.31  -0.01  0.10  -0.07  0.02  0.02  0.89  

매일 신선한 과일과 야채 -0.04  0.10  -0.39  -0.03  0.10  -0.34  0.01  0.03  0.21  

아동 수준에 맞춘 책 -0.03  0.11  -0.25  -0.05  0.11  -0.50  -0.05* 0.03  -1.81  

야외 여가활동 장비 -0.24* * 0.09  -2.57  -0.11  0.09  -1.19  0.02  0.02  1.04  

규칙적인 여가활동 -0.10  0.08  -1.20  -0.02  0.07  -0.29  0.02  0.02  1.14  

실내용 게임 0.01  0.10  0.11  0.05  0.10  0.46  0.01  0.02  0.32  

학교 여행/행사 참여비 -0.13  0.19  -0.71  -0.08  0.17  -0.48  -0.01  0.04  -0.23  

숙제를 할 수 있는 공간 -0.69*** 0.19  -3.72 -0.46***  0.16  -2.85  0.05  0.04  1.41  

인터넷 접속 0.20  0.20  1.01  0.28  0.18  1.57  -0.05  0.04  -1.19  

몇 벌의 새 옷 -0.02  0.17  -0.14  0.09  0.15  0.59  0.05  0.03  1.44  

잘 맞는 신발 두 켤레 0.10  0.22  0.47  0.06  0.21  0.28  0.00  0.05  -0.04  

친구들 초대기회 -0.22* * 0.11  -2.02 -0.30***  0.11  -2.87  0.03  0.02  1.41  

특별한 일 축하기회 -0.17  0.18  -0.96  -0.14  0.16  -0.86  0.02  0.04  0.58  

          

집단 내 3.711 3.557 .201 

집단 간 .175 .140 .004 

    

Note.  +p<0.1, *p<.05, **p<.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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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표-A2. 미시체계 요인들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OLS) 

변수 Model1 Model2 Model3 

Coef. SE t-ratio Coef. SE t-ratio Coef. SE t-ratio 

          

성별(1=남) .332*** .063 .079 .374*** .051 .089 .250*** .047 .059 

학년(1=중1) -1.091*** .063 -.259 -.868*** .051 -.206 -.468*** .050 -.111 

건강상태(1=만성질환) -.334+ .187 -.026 -.352* .152 -.028 -.339* .136 -.027 

          

가구형태(1=한부모)     -.261** .088 -.036 -.114 .079 -.016 

이사 경험(1=있음)    -.153* .065 -.028 -.146* .059 -.027 

물질적 결핍 수준CGM    -.096*** .013 -.090 -.067*** .012 -.063 

          

집의 안전CGM    .294*** .034 .124 .137*** .031 .058 

가족과의 활동CGM    .468*** .039 .166 .258*** .036 .091 

부모의 의견존중CGM    .424*** .039 .198 .303*** .035 .141 

부모의 공평성CGM    .391*** .037 .189 .228*** .034 .110 

          

학교 성적CGM       .244*** .027 .108 

학교 폭력(1=경험)       -.346*** .067 -.057 

학교 안전CGM       .387*** .029 .190 

교우 활동CGM       .111*** .032 .041 

교사의 의견존중CGM       .180*** .029 .083 

동네 안전CGM       .164*** .025 .092 

동네 놀이공간CGM       .184*** .023 .110 

          

Constant 8.204*** 2.441*** .039*** 

R2 .074 .395 .511 

Adjusted R2 .074 .394 .509 

R2 change  .321*** .116*** 

    

Note.  +p<0.1, *p<.05, **p<.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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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A3. 미시체계 요인들이 아동의 긍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OLS) 

변수 Model1 Model2 Model3 

Coef. SE t-ratio Coef. SE t-ratio Coef. SE t-ratio 

          

성별(1=남) .373*** .061 6.154 .412*** .051 8.105 .325*** .048 6.827 

학년(1=중1) -.952*** .060 -15.740 -.746*** .051 -14.588 -.474*** .051 -9.345 

건강상태(1=만성질환) -.177 .181 -.977 -.193 .151 -1.277 -.190 .138 -1.371 

          

가구형태(1=한부모)     -.266** .087 -3.042 -.146+ .080 -1.814 

이사 경험(1=있음)    -.108+ .065 -1.658 -.109+ .060 -1.826 

물질적 결핍 수준CGM    -.082 .013 -6.157 -.054*** .012 -4.400 

          

집의 안전CGM    .255*** .034 7.434 .108** .032 3.384 

가족과의 활동CGM    .451*** .039 11.655 .237*** .037 6.426 

부모의 의견존중CGM    .306*** .039 7.892 .206*** .036 5.766 

부모의 공평성CGM    .421*** .037 11.405 .276*** .034 8.086 

          

학교 성적CGM       .114*** .027 4.228 

학교 폭력(1=경험)       -.370*** .068 -5.423 

학교 안전CGM       .392*** .029 13.452 

교우 활동CGM       .285*** .032 8.880 

교사의 의견존중CGM       .135*** .030 4.518 

동네 안전CGM       .139*** .025 5.529 

동네 놀이공간CGM       .142*** .024 6.000 

          

Constant 8.156*** 2.944*** .754*** 

R2 .064 .346 .456 

Adjusted R2 .064 .345 .453 

R2 change  .282*** .109*** 

    

Note.  +p<0.1, *p<.05, **p<.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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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A4. 미시체계 요인들이 아동의 부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OLS) 

변수 Model1 Model2 Model3 

Coef. SE t-ratio Coef. SE t-ratio Coef. SE t-ratio 

          

성별(1=남) -.134*** .014 -9.465 -.140*** .013 -10.525 -.138*** .013 -10.316 

학년(1=중1) .133*** .014 9.408 .108*** .013 8.072 .103*** .014 7.255 

건강상태(1=만성질환) .153*** .042 3.631 .157*** .040 3.947 .148*** .039 3.815 

          

가구형태(1=한부모)     .038+ .023 1.653 .026 .023 1.138 

이사 경험(1=있음)    .040* .017 2.343 .037* .017 2.229 

물질적 결핍 수준CGM    .031*** .003 8.906 .028*** .003 8.219 

          

집의 안전CGM    -.053*** .009 -5.871 -.035*** .009 -3.875 

가족과의 활동CGM    -.052*** .010 -5.098 -.038*** .010 -3.641 

부모의 의견존중CGM    -.033** .010 -3.218 -.024* .010 -2.394 

부모의 공평성CGM    -.044*** .010 -4.531 -.028** .010 -2.913 

          

학교 성적CGM       .004 .008 .544 

학교 폭력(1=경험)       .173*** .019 9.003 

학교 안전CGM       -.054*** .008 -6.600 

교우 활동CGM       -.014 .009 -1.578 

교사의 의견존중CGM       .014+ .008 1.694 

동네 안전CGM       -.037*** .007 -5.264 

동네 놀이공간CGM       .004 .007 .621 

          

Constant 1.365*** 1.978*** 2.037*** 

R2 .044 .154 .194 

Adjusted R2 .043 .152 .191 

R2 change  .110*** .040*** 

    

Note.  +p<0.1, *p<.05, **p<.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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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ssociated with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Yoo, Min 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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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factors associated with children’s subjective well-

being.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was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 family, school, an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nd children’s subjective well-

being, composed of life satisfaction and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Increasing interest in children’s happiness has heightened the need for clarify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subjective well-being. It has been difficult to explain which social 

factors are influential because research has generally focused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rather than social context. A recent series of studies shows that South Korean children are 

relatively less happy than those in economically rich countries, but proper policy has yet 

to be made because the social factors associated with children’s happiness and how to 

improve children’s happiness in society are yet to be elucidated.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which social factors impact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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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questions are explored: (1) What factors are associated with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2) Do school an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moder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individual’s characteristics and subjective well-being? 

A hierarchical linear model was used to separate the effects of individuals and of 

schools and neighborhoods. The model was split into two parts–one called a random-

intercept model, which employed the random effect using only the intercept, and another 

called a random coefficient model, which employed the random effect using both intercept 

and slope. Data were analyzed using a two-level model based on 4207 children aged 10 

and 12 years from 232 schools. 

The results indicate that family, school, and neighborhood factors influence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sex, age, and health condition had 

limited effects on happiness, but direct contact in daily life–daily experiences and 

impressions of family, school, and neighborhood–had strong effects. Material deprivation 

and unsafe conditions decreased life satisfaction and positive affect while it increased 

negative affect. Good relationships with family members and peers, and respect from adults 

increased life satisfaction and positive affect while decreasing negative affect. Three 

components of subjective well-being share similarities, but each has unique characteristics. 

School an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have very limited effects on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but they moderate the relationships with individual characteristics, 

particularly life satisfaction. For example, moving is one of the factors that de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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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s life satisfaction in general, but life satisfaction deteriorated rapidly if the child 

moved into an unsafe neighborhood. On the other hand, material deprivation harms 

children’s life satisfaction in general, but material deprivation harms it relatively less if their 

school teachers practice fair discipline. 

These findings carry two important implications. First, children’s subjective well-

being is multi-faceted. Environmental factors affect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simultaneously, and life satisfaction and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are influenced similarly 

and separately. Second, children’s daily experiences with family, school, and their 

neighborhood are important.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take a close look at children’s daily experiences 

and consider their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hen detailing policy and practice for 

improving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Keywords: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life satisfaction,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ecology, social context, multilevel model, random-intercept and random-

coefficient model 

Student number: 2008-3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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