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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감사 성향 및 표현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

향력을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가 감사 성향 및 감사 표현과 학교생활만

족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성별에 따

라 변인들의 잠재평균 및 구조적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550명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 감사 성향 및

표현과 학교생활만족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사용한 결과, 감

사 성향과 표현 모두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 성향 및 표현이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만

족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감사 표현이 성향에 비해 다

소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집단 분석을 통

하여 변인들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남녀 집

단의 감사 성향 및 표현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경로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남학생 여학생 두 집단에서 잠재변인들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잠

재평균 차이검증을 시행한 결과, 여학생의 감사 성향, 감사 표현, 사회적

지지의 잠재평균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성격적, 행동적 특성을 파

악하고 구체적 기제를 탐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감사

성향 및 표현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변인들의 관계가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을 밝혔다. 본 결과는 학생들의 사회적 지지 및 학교생활만족을 높이기

위해 감사 성향 및 표현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감사 성향, 감사 표현,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만족

학 번 : 2019-2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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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생활하는 곳이며, 학생들의 학습

과 사회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환경이다.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에게 학교생활만족은 삶의 질과 관련되는 것으로, 아이들 또한 자

신이 속한 환경에 대해 만족하며 생활할 권리가 있다(Verkuyten &

Thijs, 2002). 학교생활만족은 학교생활의 질에 대한 주관적이고 인지적

인 평가로 정의되며(Baker & Maupin, 2009),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학습적인 측면과 학생들의 건강한 심리·사회적 발달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다. 구체적으로 학교생활만족은 학습에 있어 끈기와

노력, 학습활동 참여, 더 높은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Ainley,

Corrigan, & Richardson, 2005; Pekrun, Goetz, Titz, & Perry, 2002), 더

나은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신체 건강, 정신 건강과 같은 적응적 행동

과 관련을 맺고 있다(Baker & Maupin, 2009; Huebner, Gilman,

Reschly, & Hall, 2009; Park, 2004). 하지만, 아시아권 국가의 경우 교육

에 있어 학업적인 성취와 결과를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으며(Kim &

Chun, 1994), 정서적이고 경험적인 부분에는 관심이 부족하여 학교생활

만족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한국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만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국 학생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Park & Huebner, 2005), 이는

한국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서 만족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

력이 크며, 학교생활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의미한다. 학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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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만족이 학생들의 긍정적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과 한국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학교생활만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들의 성격적, 행동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매개로 하는지 그 구체적 기제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학생 개인이 가진 성

격 특성, 행동 특성 등이 있다(King, Huebner, Suldo, & Valois, 2006).

따라서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 특성과 행동 특성을

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성격적 특성으로 감사 성향을 들

수 있다. 최근 Peterson과 Seligman(2004)은 인간의 성격 특성 중 강점

성격으로 ‘감사’를 포함하였고, 이를 계기로 감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감사하는 마음

이 삶의 만족과 높은 관계를 보임을 보고하고 있다(Wood, Froh, &

Geraghty, 2010).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성인에 비해 다소 연구가 부족

하지만(Froh, Yurkewicz, & Kashdan, 2009), 청소년의 경우에도 높은 감

사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이 높은 안녕감 및 학교생활만족을 보임을 보고

하고 있다(Tian, Chu, & Huebner, 2016; Tian, Du, & Huebner, 2015).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감사는 긍정 정서, 학교, 친구, 가족,

주변 환경에서의 삶의 만족, 낙관성, 사회적 지지,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두통이나 소화불량과 같은 신체 증상은 부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Froh et al., 2009). 더 나아가 감사 성향이 높은

청소년이 높은 성적, 사회적 통합, 활동에의 몰두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

히고 있다(Froh, Emmons, Card, Bono, & Wilson, 2011). 이와 같이 감

사 성향은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적 특성으

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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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감사하는 마

음의 행동적 표현인 감사 표현을 고려할 수 있다. 감사는 인지적, 정서

적, 행동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Adler & Fagley, 2005), 감사 성향

이 주변의 긍정적인 사건 혹은 다른 사람이 제공한 혜택을 인식하고 고

마워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일관성 있는 경향성(McCullough, Emmons,

& Tsang, 2002)으로 감사의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 해당한다면, 감사 표

현은 감사의 마음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것으로 감사의 행동적 측면에 포

함된다.

감사 표현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감사 표현 역시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Seligman, Steen, Park

과 Peterson(2005)의 연구에서 감사함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것이 안녕감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장 지속성 있는 방안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감사 표현의 긍정적 영향을 살펴본 Froh,

Kashdan, Ozimkowski과 Miller(2009)의 연구에서 감사 표현 활동이 학

생들의 긍정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감사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감사 표현에 관한 연구는 감사

성향에 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Lambert &

Fincham, 2011).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으며, 감사하는 마음과

행동적 표현을 구분하여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Lambert, Clark,

Durtschi, Fincham, & Graham, 2010). 또한, 실제 교육 현장에서 행동적

측면이 함께 고려되었을 때, 교육적 개입 방향 및 지도방안에 구체적으

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적 특성으로는 감사 성향을, 행동적 특성으로는 감사

표현을 설정하여 이들이 각각 학교생활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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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 이들의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고자 한다.

한편, 감사 성향이 높을수록 개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동

안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Cohen &

Hoberman, 1983)을 의미하는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함을 밝히고 있으

며(Kong, Ding, & Zhao, 2015; Wood, Maltby, Gillett, Linley, & Joseph,

2008), 이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Chen & Kee,

2008). 감사 성향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은 Fredrickson(2004)의 확장

-수립가설(broden & build theory)로 설명될 수 있다. 이 가설에 따르면,

긍정 정서는 부정 정서와 다르게 사고와 행동의 범위를 넓혀주며

(broden), 넓어진 사고와 행동을 통해 신체적, 지적, 사회적인 개인 자원

을 형성(build)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제안한다. 즉, 긍정 정서에 해

당하는 감사가 자신 주변 사람들의 존재나 도움을 확인하고 지지를 지각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감사 표현 또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선행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감사 표현

을 하는 사람에게 도움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며(Grant & Gino,

2010; Williams & Bartlett, 2015), 친해지고자 하는 의도 및 행동을 높게

보인다(Algoe, Dwyer, Younge, & Oveis, 2019; Williams & Bartlett,

2015). 또한, 감사 표현을 많이 할수록 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며(이승연,

한미리, 2016), 감사 표현과 관계 만족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변상원, 이동귀, 2020). 더불어 감사 표현을 많이 할수록

관계에 있어 공동의 힘(communal strength)을 높게 지각하며, 상대를 더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Lambert et al., 2010;

Lambert & Fincham, 2011). 따라서 감사 성향과 마찬가지로 감사 표현

또한 상대의 존재나 도움에 대해 높게 지각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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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감은 높은 관련을 맺고 있

음을 보고하고 있다(Danielsen, Samdal, Hetland, & Wold, 2009; Diener

& Fujita, 1995). 특히 학생들의 경우 자신들이 관계를 맺고 생활하고 있

는 교사, 친구, 가족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만족이 높은 상관이 있음

을 보고하고 있다(Hui & Sun, 2010; King et al., 2006). 따라서 학생들

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학교생활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Jiang, Huebner, & Siddall,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사

성향 및 표현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기제를 파악하고자 매개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선정하고 그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편,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에 관한 연구에 있어 학생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성인과 유사하게 청소년 및 어린 학생들

에게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감사 성향이 높으며, 감사 표현 또한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ordon, Musher-Eizenman, Holub, &

Dalrymple, 2004; Kashdan, Mishra, Breen, & Froh, 2009). 하지만 감사

성향으로부터 받는 혜택에 대한 연구결과는 성별에 따라 혼재된 결과들

이 보고되고 있는데, 남학생이 감사 성향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Tian et al., 2015), 남녀 학생이 얻는 혜택

이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기도 한다(Froh et al., 2009). 따라서 감사발달

과 관련하여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안되고 있다(Wu, Huebner, & Tian, 2020). 또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감사 성향과 심리적 이점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는 살

펴보았지만, 감사 표현과 관련하여 남녀 성별에 따른 심리적 이점의 차

이에 관한 탐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 학

교생활만족과의 구조적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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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적응적인 결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

는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과 그 구체적 기제를 발

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 표현이 사

회적 지지와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감사 성향 및 감사 표현

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감사 성향 및 감사 표현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상대적 영

향력을 비교해보는 것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감사

성향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로 탐색하였는데, 본 연구

에서는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

펴봄으로써 각각의 요소가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비교

하여 학생들에게 어떤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

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에 있어 성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므로(Kashdan et al., 2009), 감사 성향 및 표현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

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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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성

격적 특성과 행동적 특성을 파악하며, 그 구체적 기제를 확인하고자 한

다. 기존의 연구에서 감사 성향에만 초점을 둔 것과 달리 감사 표현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포함하여 이들의 영향력을 비교하고

자 하였다. 또한, 감사 성향 및 표현과 학교생활만족의 관계에 있어 구체

적 기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정하였고,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요약하자면,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이 각각

학교생활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들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감사 표현의 대상으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소통하는 교사, 친구로 정하였으며, 사회

적 지지의 제공자 또한 교사, 친구로 구분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여학생의 학교생활만족이 남학생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보고하며

(Danielsen et al., 2009; Verkuyten & Thijs, 2002), 감사 성향 또한 여

학생이 더 높음을 보고한다(Wu et al., 2020). 하지만, 감사 성향으로 얻

을 수 있는 심리적 이점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에는 혼재된 연구결과

를 보인다(Froh et al., 2009; Tian et al., 2015). 따라서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사 성향 및 감사 표현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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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1 : 감사 성향 및 감사 표현은 학교생활만족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1. 감사 성향 및 감사 표현은 학교생활만족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2 : 감사 성향 및 감사 표현과 학교생활만족의 관계를 사회

적 지지가 매개하는가?

연구가설 2. 감사 성향, 감사 표현과 학교생활만족과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할 것이다.

연구문제3 : 감사 성향, 감사 표현,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만족의 구

조적 관계가 학생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가설 3. 감사 성향, 감사 표현,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만족의 구

조적 관계가 학생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림 Ⅰ-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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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인의 설정 및 정의

가. 감사 성향

Wood 등(2010)은 감사를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

알아차리고 고마움을 느끼는 ‘삶의 지향성’이라고 보아야 함을 제안하였

다. 감사를 상대방의 도움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될 경우, ‘평화

로운 아침에 감사하는 것’과 같은 것들에 관해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사 성향을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긍정적인 경

험이나 결과 혹은 다른 사람이 제공한 혜택을 인식하며 그것에 대해 고

마워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일관성 있는 경향성으로 정의한다.

나. 감사 표현

감사 표현은 가정, 학교, 부모, 친구, 선생님 등 일상을 살아가는 매일

의 직접적인 환경에 해당하는 미시체계(Bronfenbrenner, 1979)중 학교에

서 가장 많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교사, 친구에게 감사함을 얼마나

표현하는지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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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타인과의 상

호작용으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 정의될 수 있다

(Cohen & Hoberman, 1983). 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

로는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교사, 친구를 선정하였다(Danielsen et al., 2009).

라. 학교생활만족

학교생활만족은 학교에서 하는 경험 전반에 대한 인지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되어진다(Huebner,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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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감사 성향

가. 감사의 개념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감사는 최대의 미덕일 뿐만 아니라 다

른 모든 미덕의 부모이다.”라고 하며 감사를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여겼

다. 우리 사회에서도 감사 인사를 잘 하는 것을 중요하고 예의 바른 태

도라 여겨 왔다. 일상적인 삶에서 감사는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아왔지만

심리학자들에게 있어 감사는 많은 관심을 받아온 주제는 아니었다

(McCullough, Kilpatrick, Emmons, & Larson, 2001). 하지만 인간의 강

점과 긍정적인 특징에 관심을 두는 긍정 심리학의 대두와 함께 감사 또

한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개념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Peterson과 Seligman(2004)은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발간하는 인간의

이상행동에 관한 분류인 DSM에 대응하는 인간의 강점 성격과 미덕에

관한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는데, 본 분류에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특징

중 24가지의 긍정적 특징과 강점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감사, 희망,

유머, 이타주의, 겸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감사를 ‘초월의 덕’에

포함되는 성격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계기로 감사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

였으며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감사가 개인 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

증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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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감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인 만큼 하나의 명확

한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며 연구자에 따라 감정, 태도, 정서, 미덕,

습관, 성격특성, 대처방식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Emmons & McCullough, 2003). Peterson과 Seligman(2004)은 감사를

타인으로부터 받은 실질적인 이익 혹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같은 평화로

운 순간으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거나 기쁨을 느끼는 것

으로 정의 내리며 긍정 정서로 보았다. 하지만 연구자에 따라 감사를 미

덕으로 보거나, 공감적 정서로 개념화하기도 한다. 연구자에 따른 구 체

적인 정의는 <표 Ⅰ-1>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Ⅰ-1> 감사의 정의

정의 핵심개념

Lazarus와

Lazarus(1994)

인생에서 자신에게 호의적인 상황

을 접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

며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그것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에 공감

할 때 생기는 ‘공감적 정서’

공감적 정서

Adler와

Fagley(2005)

타인이나 신으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해 인정하며 그들의 노력이나 희

생에 고마움을 느끼는 긍정적인 정

서 반응

긍정 정서

Weiner(1985)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발생

하였다는 것을 인지하는 과정과 그

원인이 외부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

는 과정을 통해 겪는 ‘귀인-의존적

정서’

귀인-의존적 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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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마다 다양한 개념으로 감사를 개념화하고 있지만 많은 심리학자

들은 감사를 정서로 보고 있으며(Adler & Fagley, 2005; Peterson &

Seligman, 2004) 이를 통해 양적으로 측정 가능하다는 이점을 얻게 되었

다(Howells, 2014). 덕 윤리학에서는 감사를 상대가 제공한 혜택을 보답

해야 한다는 의무개념을 제시하며 감사를 덕으로 보는 고대의 관점을 부

활시키기도 하였다(추병완, 2015). 또한, 발달심리학적 입장에서도 감사를

단순한 정서가 아닌 미덕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한다. Tudge, Freitas와

O'Brien(2015)은 현대 심리학자들은 감사를 주로 정서 특질로 간주하고

있으며 주로 안녕감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감사를 정서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며 미덕으로 보아야 할 것을 제

안한다. 연구자들은 감사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자라는 과

정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님을 지적하며 감사를 미덕으로 보는

Emmons와

McCullough(2003)

자신에게 긍정적 결과가 발생하였

음을 인지하고 그 결과가 외부로부

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으로 정서와 인지가 복합적으로 관

여하는 정서

정서

McCullough

등(2001)

타인으로부터 선한 행동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인지하고 자신 또한 타

인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도록

동기화되는 도덕적 정서

도덕적 정서

Howells(2007)

고마움을 표현하는 의식적이고 적

극적인 실천으로 생각이나 정서라

기보다 일상적인 삶에서 표현하는

것

행동적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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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가져야만 그러한 미덕이 어떻게 발전하고 그 발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충분한 해석이 가능함을 제안한다. 감사를 미덕으로 정의 내릴

때 필요한 3가지 요소로는 (1) 한 개인이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타인

에게 도움이나 혜택을 제공하며, (2) 도움을 받은 사람은 도움을 준 사람

의 의도성을 알아차리고, (3) 더 나아가 도움을 준 사람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다시 보답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미덕으로서의 감사에는 행동적 요소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며 도움 준 사람의 요구나 필요에 적합한 것으로 보답하는 것이

요구된다. 상대의 의도성을 알아차리고 상대방의 요구나 필요에 적절한

것을 보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입장 되어보기와 같은 능력이 요구되며

인지적인 부분도 요구되므로 꾸준한 훈련을 통해 길러져야 할 필요가 있

음을 제안한다.

미덕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감사를 단순히 정서로 보아야 하

는 것이 아닌 도덕적인 정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McCullough 등(2001)은 사람들이 감사를 경험할 때 도덕적 행동을 하도

록 동기부여 받으며 그러한 도덕적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으며

더 나아가 해로운 행동을 억제하는 기능 또한 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감사가 도덕적 탐지기(moral barometer), 도덕적 동기부여자

(moral motivator), 도덕적 강화자(moral reinforcer)의 역할을 할 수 있

음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덕적 탐지기란 다른 사람이 친

절하게 혹은 도움이나 혜택을 제공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을

뜻하며, 도덕적 동기부여자는 그들 또한 타인에게 도움 행동을 제공하고

친사회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뜻

한다. 도덕적 강화자는 이전에 한 친사회적인 행동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도덕적인 행동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기능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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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동기화되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감사를 정서로 보는 입장으로 Emmons와 McCullough(2003)는

감사를 타인이나 도덕적 행위자로부터 받은 것들을 통해 긍정적 경험을

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서적 경험으로 제시한다. 또한 이 감사의

대상에는 꼭 사람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 신,

운명, 우주와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인 정서가 아닌 두 단계의 정보처리 과정을 통해 감사 정서를 경

험함을 제시한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일이 발생했음을

인지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러한 긍정적인 결과의 원인이 외부에

있음을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겪을 수 있음을 제안한다. 이는 감사를 귀

인-의존적인 정서로서 제안한 Weiner(1985)의 의견과 일맥상통한다. 그

는 감사는 두 단계의 인지 과정을 통해 겪을 수 있음을 제안하는데, 좋

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의 원인이 외부적인 것임을

인지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제안하였다. 감사의 핵심은 나에게 좋

고 긍정적인 것에 대해 알아차리는 것과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그 대상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기쁨, 즐거움과 같은 즉각적이며 단순한 정서가 아닌 인지적인 과

정을 포함하는 복합적 정서이다(McCullough, Kimeldorf, & Cohen,

2008).

기존의 정서로 보는 입장에서 더 나아가 더 넓은 개념의 감사에 대한

개념 또한 존재한다. Wood 등(2010)은 기존의 감사 개념에서 주로 상대

의 도움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McCullough et al., 2001)

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념이 충분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감사를 상대로

부터 받은 도움에 대해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할 경우 ‘평화로운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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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감사하는 것’과 같은 것들에 대해 설명할 수 없음을 제시하며 삶에

서 일어나는 모든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 알아차리고 고마움을 느끼는

‘삶의 지향성’이라고 보아야 함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넓은 개념

의 감사를 개념화하기 위해 감사 성향을 측정하는 척도들을 분석하여 그

들이 측정하고 있는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는 하나의 상위 개념이 있을

수 있음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감사를 측정하는 GQ-6(McCullough et

al., 2002), Appreciation Scale(Adler & Fagley, 2005), GRAT(Watkins,

Woodward, Stone, & Kolts, 2003)척도들이 측정하고 있는 8가지 측면들

이 ‘삶의 지향성’이라는 하나의 상위 개념으로 모아질 수 있음을 제안한

다. 따라서 3가지 척도에서 측정하고 있는 8가지 개념들은 ‘삶의 지향성’

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또한 연구자들은 감사

를 타인의 도움에 대한 반응으로 개념화할 경우 많은 연구들이 설명하고

있는 감사와 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없음을 제안한

다. 이것은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원인에 대한 해석인 귀인 이론

(Weiner, 1985)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낮은 안녕감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성공을 통제하기 어렵고, 지속이 짧으며, 타

인의 행동으로 귀인 하는 경우가 많은데(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 이러한 귀인 양식은 불안(Ralph & Mineka, 1998)이나,

부정적인 정서(Sanjuán, Pérez, Rueda, & Ruiz, 2008)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감사를 단순히 타인에 대한 도움만으로 개념화할 경우, 감

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안녕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수 있음 제안

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감사를 자신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것

들에 대해 인식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것으로 넓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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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사 성향

Rosenberg(1998)는 정서를 특질(trait)과 기분(mood), 정서(emotion)로

분류하였으며 크게는 특질적인 것과 상태적인 것으로 분류하였다. 특질

적인 것은 각 개인의 환경에 대한 반응의 일관적인 경향성을 뜻하는 것

으로 개인차가 존재하며 시간에 따른 변화가 적은 안정적인 개념이다.

반면 상태적인 것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정서(emotion)

와 기분(mood)이 포함된다. 감사 또한 다른 정서들과 유사하게 타인의

친절에 대한 a)정서적 반응(emotion), 삶에서 가치롭거나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한 감사인 b)기분(mood), 타인이나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감사하는 성향을 반영하는 c)특질(trait)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Ma, Tunney, & Ferguson, 2017). 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는 특질(trait)과 정서(emotion)에 집중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

분(mood)으로서의 감사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추병완, 2016).

그렇다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특질(trait)로서의 감사와 상태

(state)로서의 감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우선, 특질(trait)로서의 감사를 살펴보겠다. McCullough 등(2002)은 특

질로서 감사를 뜻하는 감사 성향(gratitude disposition)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들은 감사 성향을 긍정적인 경험이나 결과 혹은 다른 사

람이 제공한 혜택을 인식하며 그것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반응하

는 일관성 있는 경향성으로 정의한다. 이는 개인이 갖고 있는 특질적인

것으로 개인차가 있으며, 안정적인 성격을 갖는다. 감사 성향이 높은 사

람은 일상에서 더 강하게 그리고 잦은 빈도로 감사를 경험하며, 더 넓은

범위의 대상에게 더 깊이 있는 감사를 경험한다. 즉, 감사 성향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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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일수록 일상생활에서 더 자주 그리고 강하게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

(McCullough, Tsang, & Emmons, 2004).

다음으로 상태(state)로서의 감사는 일시적인 정서(affect) 혹은 기분

(mood)를 포함하는 것이다. 은인이나 초자연적 힘으로부터 혜택을 받았

을 때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상대

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발생한다(Tsang, 2006). 따라서

감사 성향이 높지 않은 사람도 일상에서 받은 혜택이나 도움을 통하여

상태적 감사를 경험할 수 있다.

상태적 감사와 특질적 감사 사이의 관계에 대해 탐색한 Wood,

Maltby, Stewart, Linley와 Joseph(2008)은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이 왜

더 자주, 그리고 강하게 감사함을 느끼는지 즉, 상태적 감사를 더 자주

경험하는지에 대한 기제를 탐색하였다. 그들은 상태적 감사와 감사 성향

을 매개하는 ‘혜택 평가(benefit appraisal)’을 제안하였다. 사람들은 누군

가로부터 도움이나 혜택을 받을 때 혜택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혜택에

대한 평가는 그 도움이나 혜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진정

성’ 있는 도움인지, 도움을 제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였는지

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이 혜택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할수록 더 높은 상태적 감사를 경험하리라 생각하였다. 자기 보고식 설

문, 시나리오, 실험적 상황의 3가지 연구를 통한 결과 감사 성향과 상태

적 감사 사이를 혜택 평가가 부분 혹은 완전 매개하였다. 즉, 감사 성향

이 높은 사람일수록 같은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인지적 편향이 작

용하여 상태 감사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높은

감사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도움이나 혜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독특한 인지적 편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감사 상황을 느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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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사 성향과 삶의 만족

개념적으로 감사는 삶의 만족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감사의 필수 요소인 긍정적인 삶의 환경을 인식하고 음미하며, 자신

에게 도움을 제공한 타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느끼는 것은 더 큰 감정

적이고 심리적인 행복을 위한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게 해 준다. 감사는

삶의 긍정적인 면을 인식하고 감상하는 데 초점을 맞춘 세계관의 지표로

서 전형적으로 긍정적인 성격특성을 나타낸다(Wood, Maltby, Stewart,

& Joseph, 2008).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더욱 빈번하고 강렬한 상

태적 감사를 느끼며(Wood, Maltby, Stewart, Linley, et al., 2008), 보다

적응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하며(Wood, Joseph, & Maltby, 2009), 긍정적

인 사건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며(Watkins, Grimm, & Kolts, 2004), 삶과

소유물에 대해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환경에서 긍정적인 것에 지속

적으로 초점을 맞춘다(Wood, Maltby, Stewart, Linley, et al., 2008). 이

와 같이 감사 성향은 삶의 만족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또한, 감사 성향 측정 도구 연구에서 살펴보면, 감사 성향이 주관적 안

녕감, 삶의 만족도와 높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ppreciation Scale(Adler & Fagley, 2005)는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와

정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낙관주의, 영성을 통제하였을

때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에 따른 감사와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본 Chopik, Newton, Ryan, Kashdan과 Jarden(2019)의 연구

에 따르면 나이에 상관없이 감사와 안녕감은 일정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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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감과 감사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개인의 감사 성향에 따라 안녕

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피험자 간 연구 방법을 많이 활

용하였다면, 피험자 내 방법을 활용하여 각 개인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감사에 따라 안녕감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연구도 존재한다.

Nezlek, Krejtz, Rusanowska와 Holas(2019)는 실험적인 연구가 아닌 일

상적 삶에서 개인이 매일 겪는 감사의 수준이 변화에 따라 안녕감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감사가 스트레스

와 안녕감 사이의 관계를 조절해 줄 것이라 예측하였다. 2주 동안 피험

자들에게 매일 안녕감, 감사, 일상생활 속 사건들을 측정하여 분석한 결

과 감사가 스트레스와 안녕감 사이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감사를 많이 경험한 날은 스트레스와 안녕감 사이의 관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피험자 내 설계를 사용하여 매일의 변

화하는 감사가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감사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건강한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이러한 감사 성향과 삶의 만족의 관계는 뇌 구조, 신경과학 연구에서

도 그 증거를 발견하고 있다. Kong, Zhao, You와 Xiang(2020)은 화소

기반 형태 분석법(VBM: voxel-based morphometry)으로 뇌의 백질과

회색질 구조를 비교한 결과 감사 성향이 사회 인지 과정에 관여하는 내

측 전두엽 피질의 더 작은 백질 및 회색질과 연관되어 있으며, 감사의

사회적 기능을 보고하는 행동 결과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감사 성향과 관련된 내측 전두엽 피질의 구조적 변화도 삶의 만족을 크

게 예측하였으며, 이들 관계를 감사 성향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빅5 성격 요인을 통제한 뒤에도 이런 결과는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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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소년의 감사 성향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높은 감사 성향을 가진 성인

들이 높은 삶의 만족을 보고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

에도 성인과 동일하게 감사 성향이 삶의 만족 및 안녕감과 높은 관계를

맺음을 보고하고 있다. Froh 등(2009)은 11-13살의 초기 청소년을 대상

으로 감사 성향과 안녕감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 의하면 청

소년의 감사 성향은 긍정 정서, 학교, 친구, 가족, 주변 환경에서의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낙관성, 사회적 지지, 친사회적 행동

과도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었다. 더불어 두통이나 소화불량과 같은 신

체 증상은 부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에게 있어 물질주의와 감사가 각각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본 Froh 등(2011)의 연구에서 감사하는 학생들이 높은 성적,

높은 삶의 만족도, 사회적 통합, 활동에의 몰두를 경험하는 반면, 질투나

우울증은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학생들

은 낮은 학업 성적, 높은 질투심과 삶의 만족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감사

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것과 관련된 내적 만족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게 하는 반면, 물질주의는 물질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일시적인 만족감과 사회적 지위 같은 외적 목표(Kasser & Ryan, 1996)

를 추구하게 함을 제시하며 감사함을 갖는 것이 청소년에게 있어 삶의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감사하는 마음

을 갖는 것은 물질주의와 다르게 자신의 주변에서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해 줌으로써 행복에 대한 감정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는 청소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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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성향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뿐만 아니라 학교생활만족이나 적응

과도 높은 관련을 보고하고 있다. Tian 등(2016)은 중국 초등학생 4-6학

년을 대상으로 감사 성향과 학교생활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탐색하였

다. 학교생활 주관적 안녕감은 학교생활에 대한 인지적 평가인 학교생활

만족과 학교생활에서의 긍정 정서 부정정서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결과

학생들의 감사 성향은 학교생활만족을 예측하였으며, 이들의 관계를 친

사회적 행동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자들은 감사

성향과 학교생활 만족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남

학생의 경우 감사 성향이 증가할수록 학교생활만족이 더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감사 성향의 긍정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감사의 발달에 관해 연구한 Wu 등(2020)

의 연구에서 감사발달의 단계가 4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 높은 감사 성향의 발달단계에 속할 확률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또

한, 높은 감사 성향을 보이는 학생일수록 심리·사회적 적응이나 학업적

적응에 탁월한 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성향과 안녕감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제에 관한 연구 또한 존재하

는데, 감사 성향과 학교생활에서의 안녕감의 관계를 친사회적 행동이 매

개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으며(Tian et al., 2016), 긍정서와 부정정서가

매개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Sun & Kong, 2013). 한편, Caleon,

Ilham, Ong과 Tan(2019)은 싱가포르 8-9학년 대상으로 감사와 학교생활

에서의 안녕감의 관계를 대인관계 영향과 학교 회복 탄력성이 순차적으

로 매개함을 밝혔다. 그들은 청소년의 감사가 자신의 주변에서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

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인 학교에서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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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안녕감에 영향을 유의하게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청소년의 감사 성향과 관련하여 자신의 삶의 만족감이나 안녕감을 넘

어서서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제안하는 연구 또한 존재한

다. Bono 등(2019)은 청소년의 감사 성향과 친사회적 행동 사이의 관계

를 4년의 기간 동안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한 청소

년들이 더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18세의 청소년 대

상의 연구에서 감사의 성장이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를 예측하였으며, 반

사회적 행동의 감소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친사회적 행동 또한 감사의 성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에게 있어 감사와 친사회적 행동은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Froh 등(2009)의 연구에서 감사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

계를 횡단적으로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감사와 친사회적 행동은 정적

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 감사의 성장이 가족의 지지,

신뢰, 의도적 자기 조절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감사가 순간적인 행복감이나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이웃이나 사회에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고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통합과도 정적으로 관련되

어 있음을 발견한 연구 또한 존재한다. Froh, Bono와 Emmons(2010)는

청소년의 감사가 타인을 도와주고 사회에 공헌하려고 하는 동기와 관련

있음을 발견하였다. 10-1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6개월 종단연구에

서 감사가 사회적 통합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들 사이의 관계를 삶의 만족도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성

향이 청소년에게 있어 순간적인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 이웃이나

자신의 세계에 그것들을 나누고자 하는 동기인 "상향적 생산성"에 대한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 등을 통해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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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감사 성향이 단순하게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친사회적인 행동이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동

기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감사와 관련된 연구에서 대부분 청소년의 안녕감에 관한 연

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학업 상황과 관련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이

루어져 왔다(King & Datu, 2018). 감사와 물질주의가 학업에 주는 영향

에 대해 살펴본 Froh 등(2011)의 연구에서 물질주의를 통제하였을 때 감

사는 높은 성적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성적

을 자기 보고의 방식으로 측정하였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한다.

이에 King과 Datu(2018)는 감사가 실제 학업적 상황에 관련된 변인들

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감사와 학습

동기, 학습 참여,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에서는 감사 성향이 학생들의 자발적 동기와 행동적 정서적 참

여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확장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종

단연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감사 성향은 무동기에는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참여를 정적으로 예측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가 학업성취와도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험적으로 감사가 학업적 결과와 어떤 관련

성을 맺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사집단의 학생들

에게는 감사함을 느꼈지만 표현하지 못한 대상에게 편지를 쓰도록 하였

고, 통제집단의 학생들에게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글로 쓰도록 지시하

였다. 그 결과 감사집단의 학생들이 통제집단의 학생에 비해 더 높은 인

지적, 정서적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Froh 등(2011)

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 보고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제 학교 성

적을 사용하였으며 학업 참여 또한 자기 보고식과 교사 관찰 보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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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사용하여 좀 더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감사가 실질

적 학업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지만 감사와

청소년의 학업을 직접적으로 관련이 깊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임경희(2009) 또한, 감사 성향이 긴장감이나 지나친 낙관성으로 인해 청

소년의 학업적 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연

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청소년의 감사와 학업

의 관계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감사 표현

가. 감사 표현과 삶의 만족

감사 표현 또한 삶의 만족이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을 선행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다. Seligman 등(2005)은 사람들의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감사 표

현 행동하기, 3가지 좋은 것 적기, 자신의 강점 적기, 나의 장점을 새로

운 방법으로 활용하기, 강점 자주 활용하기의 5가지 활동이 사람들의 행

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성 및 지속성을 살펴보았다. 사람

들에게 평소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편

지를 쓰게 하는 감사 표현 활동은 일주일간의 개입 결과 다른 활동에 비

해 사람들의 행복을 가장 크게 증가시켰으며 우울 증상을 감소시킨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이 효과가 즉각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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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h 등(2009)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사 표현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연구자들은 8-19세의 학생들을 감사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고

감사집단의 학생들에게는 고마움을 느꼈지만, 지금까지 감사함을 표현하

지 못했던 사람에게 편지를 쓰게 하고 통제집단의 학생들에게는 어제 한

일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시하였다. 학생들은 5일 동안 매일 위와

같은 활동을 하였고, 감사집단의 학생들은 2주 차에 감사편지의 대상을

만나고 직접 전달하도록 지시받았다. 연구결과 감사집단의 학생 중 긍정

정서가 낮은 학생들이 통제집단의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감사를 느끼고

긍정 정서를 높게 가졌다. 2달 후에 진행된 사후 검사에서도 긍정 정서

를 높게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를 통해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긍정 정서가 낮은 학생들의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감사 표현과 정신적 웰빙의 관계를 살펴본 이

승연과 한미리(2016)의 연구에서 자신의 배우자, 자녀, 친구에게 감사 표

현을 많이 할수록 관계 만족과 정신적 웰빙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이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였을 때 감사 성향보다 감사 표현이 관계 만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안녕감이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Lyubomirsky, Dickerhoof, Boehm과 Sheldon(2011)는 안녕감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활동으로 알려진 두 가지 활동, 낙천적 사고방식과

감사 표현하기 활동이 개인의 안녕감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가를 실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활동의 개입에 있어 자발적으로 활

동을 선택하는 것과 활동에 들이는 노력이 안녕감 증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연구결과 자발적으로 낙관적 사고와 감사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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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선택한 집단에서 개입 직후뿐만 아니라 6개월 후의 후속연구에서도

안녕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험집단에서 안녕감 증진을 위

한 활동에 성실한 노력을 들인 집단에서 안녕감의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활동 자체도 중요하지만, 행동

을 스스로 선택하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나. 감사 표현과 사회적 관계

감사 표현과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감사 표현이 사

회적 관계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존재

한다. 감사의 정서가 관계 형성과 유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음을 제안하며 Algoe(2012)는 ‘발견-회상-결속(find-remind-bind)’ 이론

을 제시한다. 이 이론은 감사가 단순히 자신이 받은 혜택을 되돌려주는

것을 넘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본 이론에서 감사

가 낯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감사를 통해 심리적으로 친밀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어 새로운 관계를 ‘발견’하게 해주며, 감사를 통해 기존

의 관계에 대해 ‘회상’하게 하며, 관계를 좀 더 굳게 ‘결속’ 해주는 역할

을 함을 제안한다.

Williams와 Bartlett(2015)은 ‘발견-회상-결속(find-remind-bind) 이론

에 추가적으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이 이론 중 감사 표현이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관계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발견’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지 실험적

으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대학생들에게 고등학생의 대학입학지원

서 수정을 하는 활동을 한 후 감사편지를 받는 것으로 실험상황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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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연구자들은 실험상황에서 입학지원서를 수정해 주고 손으로 쓴

감사편지를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으로 구분을 한 후 각 집

단에서 자신의 멘티 학생에게 따뜻함을 얼마나 느꼈는지(perceived

warmth), 친해지고자 하는 의도(affiliation intention), 친해지고자 하는

행동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감사집단의 학생

들이 멘티 학생을 더 따뜻하게 느꼈으며 친해지고자 하는 의도를 더 높

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개인적 연락처를 제공하며 친해

지고자 하는 행동까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들을 통

해 감사 표현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

음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Algoe 등(2019)은 감사 표현의 관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보았다.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의 집단에

게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 영상에는 자신의 연인에게 감사함을 표

현하는 영상, 자신의 연인에게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영상, 중립적인 사

실만을 표현하는 영상으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영상을 본 후 참여자들에

게 영상 속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도록 한다. 연구결과 감사 표현을 관찰

한 집단에서 자기개방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감사 표현을 한

사람들에게 더 친해지고자 하는 의도를 높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은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긍정적

인 인식을 갖게 되며 친밀해지고자 하는 의도를 높게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함을 표현하는 행동 자체가 사회적 관계 인식에 있

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하

여 Lambert 등(2010)은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지각된 공동의 힘(communal strength)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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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적, 종단적, 실험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관계 만족, 사회적 바람직

성, 성별, 나이, 관계의 유형이나 기간을 통제했을 때도 높은 수준의 감

사 표현은 공동의 힘을 높게 지각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첫 번째 시기의 감사

표현이 두 번째 시기의 공동의 힘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실험적으로 a)친구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집단, b) 일상적인 사건

(중립집단), c)감사한일을 생각하고 표현하지 않은 집단, d) 관계에서 있

었던 긍정적인 일을 표현하는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의 집단에서 관계에

있어 공동의 힘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감사함을 표

현하는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공동의 힘을 더 높게 지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함을 단순하게 떠올리는 것보다 표현하

는 것이 관계인식에 있어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이와 유사하게 Lambert와 Fincham(2011)은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연구결과, 감사 표현이 관계유

지 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임을 제시하였으며 종단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도 감사 표현이 관계유지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집단을 a) 감사 표현 집

단, b) 긍정 표현집단, c) 통제집단으로 나눈 후 각 집단에서의 관계유지

행동을 살펴보았는데 감사 표현집단에서 관계 유지 행동을 더 높게 보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계유지 행동의 기제를 살펴본 결과 감사

표현집단에서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상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관계유지 행동을 완전 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주목할 점은 통제집단에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고 생각하는 집단을 추가하였는데, 감사함을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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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것이 관계유지 행동을 더 많이 하게 하였으며 상대방을 좋은 사

람이라는 인식을 높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에게 감사하는 마

음을 갖고 있는 것보다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관계에 있어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감사 표현이 상대방으로부터 도움 행동을 더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또한 존재한다. Kong과 Belkin(2019)은 자원분배상황을 설정하

고 상대방에게 자원을 주었을 때 감사 표현을 듣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나누고 그다음 자원분배상황에서 어떤 동기와 행동을 갖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감사 표현을 상대로부터 받은 집단에서는 상대방

의 자비심을 더 높게 인식하였으며 자비심을 매개로 친사회적 동기가 유

발되며 그를 통해 친사회적 결정을 함을 발견하였다.

Grant와 Gino(2010)는 좀 더 현실적인 상황에서 감사 표현의 관계적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이력서를 검토해주는

상황을 설정하고 이력서를 검토해주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감사 표현을

받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나눠서 그들의 행동 경향성을 살펴보았

다. 연구결과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 감사 표현을 들은 집단에서는 그

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이후에도 더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경향을 발견하

였다. 이처럼 감사 표현은 상대로부터 더 많은 도움 행동을 유발함을 시

사하며 감사 표현을 한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지지와 도

움을 받는다고 인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31 -

3. 사회적 지지

가.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유형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타인과의 상

호작용으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 정의될 수 있다

(Cohen & Hoberman, 1983).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어려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다양

한 병리적 문제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

다(Cohen & Wills, 1985; Cohen & Hoberman, 1983). 이러한 사회적 지

지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미로 정의하고 있는데, Cobb(1976)의 전통적

인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가치롭게 느껴

지거나 존중받는 느낌, 사회적 관계에 소속되어 있다는 세 가지로 구성

됨을 제안하였다. Malecki와 Demaray(2002)는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일반적인 지지 또는 지지 행동에 대한 개인의 인식으로,

특정 행동을 강화해주거나 부정적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원 정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Cohen과 Wills(1985)는 사회적 지지가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

면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먼저,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

면은 개인이 맺고 있는 대인관계의 실재적 존재 여부를 뜻하며, 개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가족이나 친구

의 수, 방문빈도, 소속된 집단의 수와 같은 것들을 통해 측정된다. 다음

으로, 기능적 측면은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실제로 받는 자

원을 의미한다. 이것은 개인이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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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관계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문제 상황에 대해 의논할 친구가 있는지와 같은 질문으로 측정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Cohen & Hoberman, 1983). 이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기능을 하려면 스트레스의 유형에 적합한 방식의 사회적 지지

가 제공되었을 때 그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연구자들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하위차원을 다양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Cohen과 Hoberman(1983)의 경우 사회적 지지를 1)

평가지지, 2) 존중감 지지, 3) 소속감 지지, 4) 실제적 지지로 구분하였으

며, Barrera, Sandler와 Ramsay(1981)는 1) 지각된 지지, 2) 실행된 지지,

3) 지지망의 세 범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또한, Barrera(1986)는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내재된 사회적 지지

(Social Embeddedness), 지각된 사회적 지지(perceived social support),

실행된 사회적 지지(enacted social support)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내재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환경에서 중요한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뜻하는 개념으로, 형제자매의

유무나 결혼 여부와 같은 것들로 양적으로 측정하는 특징이 있다. 다음

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타인과 연결되어 있음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뜻하며,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의 지각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실행된 사회적 지지는 실제 도움이

필요할 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구체적 도움을 뜻한다. 지

각된 사회적 지지가 내가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적절한 도움과 지지를 받

을 수 있다는 믿음에 관한 것인 반면, 실행된 사회적 지지는 실제로 받

은 도움을 일컫는다. 연구자들은 각 개념이 서로 독립적이고 구분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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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스트레스 상황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가 서로 다른 기제를 통해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안한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실행된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실행된 사회적 지지에 비해 일관성 있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Cobb, 1976;

Wethington & Kessler, 1986). 뿐만 아니라,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가 적응적 결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알려져 있다(Demaray,

Malecki, Davidson, Hodgson, & Rebus, 2005; Norris & Kaniasty, 1996

). 따라서 실제 행해진 사회적 지지 보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나.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뿐만 아니라 사회

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체로도 나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연구자들은 청

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제공자를 부모, 또래, 교사로

설정하기도 하고(Danielsen et al., 2009; Dubow & Ullman, 1989), 교사,

부모, 학급 친구, 친한 친구로 구분하여 제시하기도 한다(Malecki &

Demaray, 2002). Bronfenbrenner(1979)는 인간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 체계의 다섯 가지 수준의 환

경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시체계의 예로는 가정 및 가정환경, 학교, 또래 및 이웃 간의

상호작용을 들 수 있으며, 미시체계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로 아이가 부

모, 교사, 급우, 친구 등 주요 지지 제공자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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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생활에 있어 학생들과 매일 상호작용을

하는 교사, 친구로부터의 지지는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 교사의 사회적 지지

교사는 학급을 이끄는 역할을 하며, 학급 구성원들 사이에서 서로에게

존중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 사이의 사회적 유대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학급 분위기

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 개개인에게 긍정적

인 관심을 보여주며, 학교생활에서 따뜻함과 배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

와 같이 교사는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제공자로 기능할 수 있다(Baker, 1999; King et al., 2006;

Rosenfeld, Richman, & Bowen, 2000).

우선, 교사로부터의 지지는 학생들의 행동적, 정서적, 인지적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Wang & Holcombe, 2010). 또한, 교사의 지지를 높

게 지각하는 학생들은 산만하고 일탈적인 행동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Birch & Ladd, 1997; Garnefski & Diekstra, 1996). 또한, 교사의 지

지는 학생들의 학업적 유능감에 영향을 주며 이는 자아효능감에도 영향

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anielsen et al., 2009). 뿐만 아니라 교

사의 지지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참여가 감소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음

을 보고하고 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Wang과 Eccles(2012)의 연구에서 교사의 지

지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교 규칙 준수가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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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 대한 인식이나 학습

에 대한 주관적 가치에도 교사의 지지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사의 지지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교사의 능력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낮게 가지며, 그를 통해 학업적 결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gault, Green-Demers, & Pelletier, 2006).

학업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교사의 지지는 학생들의 심리·사회적 영역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한다. 교사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학교

생활에서의 만족은 삶의 만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anielsen et al., 2009). 또한, 선생님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인

식은 학교에 대한 관심과 즐거움이 증가뿐만 아니라 ‘학교 소속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oeser, Midgley, & Urdan, 1996).

이와 같이 교사의 지지는 학교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교사, 또래, 부모 지지의 영향 중에서도 교사의 지지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anielsen et al., 2009; Jiang et al., 2013). 하지만,

Rosenfeld 등(2000)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 또래, 친구의 지지를 모두 높

게 지각할 때 하나 혹은 두 가지 유형의 지지를 높게 지지할 때보다 출

석률, 공부시간, 학습 참여, 자기효능감, 성취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모두 유형의 지

지 제공자로부터 지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생

들의 학교생활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교사, 친구의 사회적 지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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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래의 사회적 지지

또래란 연령이 비슷하며 서로의 지위가 동등하며 일상생활에서 상호작

용을 하는 대상을 뜻한다(Santrock, 1987).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학생

들은 친구 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로서 또래와의 친밀감이나 소속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이다. 실제로 청소년기 학생들은 부모, 교사, 또

래 중 또래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를 가장 높게 보고하기도 한다

(Demaray & Malecki, 2002).

또래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감정은 청소년들의 관계성에 대한 욕

구를 충족시키고 학교생활, 학교참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

련하여 Wang과 Eccles(2012)는 청소년기 시기에 시간이 갈수록 학교참

여가 감소하는 현상이 사회적 지지에 의해 완화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는

데, 친구로부터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학생은 과외활동, 학교에 대한 인

식, 학습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감소 현상에 대해 완충작용을 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친구로부터의 지지가 학교에 대한 인

식과 학습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가

치를 낮게 평가하며 수업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부적응적 행동을 높

게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gault et al., 2006).

또한, 많은 연구에서 또래로부터의 지지는 학생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DuBois, Felner, Meares, & Krier, 1994;

Wenz-Gross, Siperstein, Untch, & Widaman, 1997). 구체적으로 또래로

부터의 지지는 불안이나, 우울, 사회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

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Demaray et al., 2005), 또래관계에 관한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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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높게 지각하며, 또래들로부터 낮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학생들은 낮은 자아개념을 가질 수 있다(Wenz-Gross et al., 1997). 또

한, 또래로부터의 지지는 삶의 만족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Danielsen et al., 2009).

다. 감사와 사회적 지지

감사 성향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는 개념적으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

다. Fredrickson(1998)은 긍정 정서가 독특한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제시

하며 ‘확장-수립(broden & build) 가설’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부정정서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범위를 제한하여 넓은 범위의 것을 보

지 못하게 하지만, 긍정 정서는 사고를 유연하고 다양한 행동을 가능하

게 넓혀주며(broden), 넓어진 사고와 행동을 통해 신체적, 지적, 사회적

인 개인 자원을 형성(build)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음을 제안한다. 즉, 긍

정 정서가 사람들의 행복한 삶의 상향적 상승 곡선을 유발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음을 제안하는데, 감사 또한 이러한 긍정 정서의 독특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Fredrickson, 2001). 즉, 감사하는 마음과

같은 긍정 정서는 자신의 주변의 다양한 도움을 알아차리게 하며 그를

통해 사회적 지지와 같은 자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음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감사 성향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뒷받침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Wood 등(2008)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 성향이 높

은 사회적 지지, 낮은 스트레스, 낮은 우울증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이들의 관계는 빅5 성격특성을 통제하였을 때도 유의한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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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사

건이나 도움들에 대해 감사함을 잘 느끼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지지를

더 잘 지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도 이 관계가 유의

함을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는데, 11-14살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감사

성향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살펴본 Froh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 성향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함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Chen과 Kee(2008)는 사춘기 운동선수들의 감사 성향과 안녕감

사이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감사

성향이 높을수록, 코치나 팀 동료들의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며 이

를 통해 안녕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감사

성향은 다른 사람들의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게 하며 그를 통해

더 만족하는 삶이나 안녕감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연구들은 시사하고 있

다.

감사 성향뿐만 아니라 감사 표현 또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람들은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개

방을 더 많이 하며, 감사 표현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며 도움

행동의 동기를 더 높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Algoe et al., 2019). 더

나아가, 감사 표현을 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더 도움 행동을 많이 하며,

친해지고자 하는 의도 및 행동을 높게 보고하고 있다(Kong & Belkin,

2019; Williams & Bartlett, 2015). 뿐만 아니라, 감사 표현이 관계 만족

이나 결혼생활 만족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승연 & 한미리, 2016; 정영숙 & 김선미, 2016; 김아슬, 2013). 연인 사

이의 관계 만족에 있어 감사 표현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 변상원과 이동

귀(2020)의 연구에 따르면, 연인 사이에서 감사 표현을 많이 할수록 상호

간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며 그를 통해 관계 만족을 높게 보고함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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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감사는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데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라.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만족

사회적 지지는 대처 전략 중 적응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의 대처 전략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많은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Diener & Fujita, 1995; 박수원, 신종호, 이선

영, 김여은, & 이신형, 2014).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타인으로

부터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은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성장에 유의한 영향

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Demaray et al., 2005; Legault et al.,

2006).

우선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King et al., 2006; Rosenfeld et al., 2000).

부모, 교사, 또래로부터 지지를 높게 인지하는 학생일수록 높은 출석률을

보이며, 더 많은 공부시간, 적은 문제 행동, 높은 학교생활만족, 높은 학

급 활동 참여도, 높은 자기효능감, 더 나은 성적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Rosenfeld et al., 2000). 또한, 청소년들이 성장할수록 학교참여가 감소

하는 현상을 사회적 지지가 완화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Wang & Eccles, 2012).

또한,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학업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을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동기, 학업적 결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Legault 등(2006)의 연구에서 교사로부터 능력에 대한 지지

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학생들은 낮은 능력신념을 갖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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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학업적 수행, 학문적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교사, 친구, 부모로부터 관계성을 낮게 지각하는 학

생일수록 학교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며 그로 인해 부적응적 행동을

높게 보임을 보고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문제 행동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만족, 문제 행동 사

이의 관계를 연구한 King 등(2006)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

만족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지지와 문제 행동 사이의 부적 관

계를 학교생활만족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신이 함

께 상호작용하고 있는 교사, 부모, 학급 친구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

다고 지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 문제가 될만한 행동을 적게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와 유사하게 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문제 행동과는 부

적으로, 적응적 행동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Demaray

et al., 2005).

노르웨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 만족과 삶

의 만족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Danielsen 등(2009)의 연구에서 부모, 또

래,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에 영향을 주며, 이를

매개로 하여 학생들의 삶의 만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는

교사의 사회적 지지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이 지각

하는 사회적 지지는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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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생활만족

가. 학교생활만족의 개념

학교생활만족은 삶의 만족과 관련된 연구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으

며 학교에서 하는 경험 전반에 대한 인지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된

다(Huebner, 1994). 학교생활만족은 그 자체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Verkuyten & Thijs, 2002), 학생들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인식과도 깊

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Danielsen et al., 2009), 삶의 질의 한 측면을 나

타내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Gilman & Huebner, 2003).

학교생활만족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에 학교생활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진행한 Epstein과 McPartland(1976)의 연구

를 기점으로 하여 시작되었다. 그들은 학교생활의 질이 1) 전반적인 학

교생활에 대한 만족, 2) 학교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 3) 교사에 대한 태

도의 3가지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Huebner(1994)는 기존 성인에게 사용되는 삶의 만족 척도는 학

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학생들의 삶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단일 요인이 아닌 다차원적 삶의 만족 척도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 척도에 따르면 학생들의 삶의 만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학교, 친구, 가족, 생활환경, 자신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제안한다. 이

와 같이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은 삶의 만족을 구성하는 한 요인으로 연

구되고 있다.

초기의 연구는 학교생활만족에 관해 학생들 간의 개인차나 학교의 특

성에 초점을 둔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후, 학교생활만족에 대한



- 42 -

관심이 점차 줄어들었고, 대부분의 학교와 관련된 연구들은 학업성취와

관련된 부분들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았으므로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나 선행조건, 학교생활만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들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Huebner & Gilman, 2006;

Suldo, Riley, & Shaffer, 2006). 하지만, 학교는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며, 학생들의 삶의 과정과 건강한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공간이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Baker,

Dilly, Aupperlee, & Patil, 2003).

나.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은 학생들의 삶에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학교생활만족은 관계적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낮

은 삶의 만족을 보이는 학생들은 또래 관계에서의 부적응을 예측하기도

하며(Martin, Huebner, & Valois, 2008), 낮은 부모 지지를 예측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Saha, Huebner, Suldo, & Valois, 2010). 이와 같이 학교

생활에 있어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족

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은 적응적인 행동과 상당 부분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상황과 문제 행동의 관계를 삶의 만족이 조

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Suldo & Huebner, 2004), 이는

스트레스 상황이 있더라도 삶의 만족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그것을 문제

행동으로 발현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생활에 만족하

는 학생들은 학업성취나 학교생활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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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행동을 하는 반면, 학교생활만족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은 만족스럽

지 못한 학교생활을 피하고자 외현화, 내면화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ng et al., 2006). 이와 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은 학생들의

적응적인 행동과 높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만족은 심리·사회적 적응이나 학업적 적응과도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Huebner와 Gilman(2006)은 6-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만족도의 수준에 따라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

평균집단, 낮은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의 집단의 심리·사회적 변인과 학

업적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학교생활만족이 낮은 학생들은 높은

집단에 있는 학생들에 비해 희망, 삶의 만족, 자아존중감, 내적 통제 소

재, 학업성취와 같은 모든 적응적인 변인을 낮게 보고하였다. 또한, 평균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자아존중감을 제외하고 모든 기능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를 싫어하는 학생들은 개인 내적, 학문적으로 전

반적인 적응의 문제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학교생활만족을 높게

보이는 학생들은 평균집단에 비해 높은 희망, 삶의 만족, 내적 통제 소

재, 높은 학업 성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학교생활만족은 학교적응의 효과적인 지표이자 향후 수행을 예측하는 변

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만족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학문적으로 학생들이 긍정적으

로 적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만족은 학습적인 변인과도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

하고 있다. Lewis, Huebner, Malone과 Valois(2011)는 삶의 만족과 학습

참여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들은 학습 참여를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참여로 구분하였는데, 인지적 참여는 학교에서 하는 학문적 활동

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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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뜻하며, 정서적 참여는 학교나 교사,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을 좋아하는 것, 행동적 참여는 출석률이나, 학업적 성취, 과

제 완수, 학습활동 참여와 같은 것들을 뜻한다. 그들은 7-8학년 청소년

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과 학업 참여와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는

데 삶의 만족이 높은 학생일수록 인지적 참여와 정서적 참여를 높게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을

중요하며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적 참여를 높게 보이는

학생일수록 삶의 만족을 더 높게 보였는데, 자신의 삶이 희망적이고 학

교가 자신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할수록 이후에 자신의

삶을 더 만족스럽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다.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성격, 인지

양식과 같은 개인 내적인 특성과 함께 개인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ng et al., 2006). 우선 개인 내적 특성으로 고려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Epstein과 McPartland

(1976)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만족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

였으며, Huebner와 McCullough(2000)의 연구에서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

감이 학교생활만족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왕따 경

험과 학교생활만족과의 관계를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조절하는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Verkuyten & Thijs, 2002). 이는 사회적 자아존중감

이 왕따 경험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줄 수 있음

을 의미한다.



- 45 -

다음으로 학업적 변인 또한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혼재된 연구결과를 보인다. Epstein과 McPartland(1976)의 연

구에서 학업적 수행과 학교생활만족사이의 상관을 찾을 수 없음을 밝히

며, 학업 성적이 높은 것이 학교생활만족을 예측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제안한다. 이와 유사하게 학업적 자아개념이 학교생활만족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며(Baker, 1998). 영재 아동과 비영재

아동들의 삶의 만족에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기도 한다(Ash & Huebner,

1998). 하지만 이와 다르게 학업적 수행과 학교생활 사이의 관련성을 찾

을 수 있음을 보고하기도 한다(Cock & Halvari, 1999). 이와 관련하여

Verkuyten과 Thijs(2002)는 학업적 수행과 학교생활만족을 설명할 수 있

는 매개 요인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연구결과 학업적 수행과 학교

생활만족과의 관계를 학업적 유능감에 대한 인식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학업적 수행과 학교생활만족이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있지만, 학업적 수행을 통한 자신에 대한 인식이 학교생활만족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또한 학교생활만족에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학교 만족도와 친구 만족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Ash & Huebner, 1998), 특히 한국 학생들의

경우 이 관계가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 Huebner,

2005). 또한, 왕따 경험은 학교생활만족과 부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나타

났다(Verkuyten & Thijs, 2002). 이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지지는 학교생활만족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Danielsen et al., 2009; Jiang

et al., 2013).

다음으로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학급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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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 수 있다. 친밀하고 지지적이며 돌봄을 제공하고 심리적으로 안정

감을 주는 학급 분위기는 학교생활만족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기

능하며, 이러한 분위기가 스트레스나, 심리적 고통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Baker, 1998). 또한, 숙달 목표를 강조하고 경쟁을 강조하지 않는 분위

기는 학생들의 학업적 동기부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mes,

1992). 학생들에게 유능감을 느낄 기회를 제공하고, 자율성을 느끼게 하

는 것은 학교 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다(Baker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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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있는 3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550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524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

다. 연구참여자는 5학년 195명(37.2%), 6학년 329명(62.8%)이고, 남학생

244명(46.6%), 여학생 280명(53.4%)이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이들은 초기 청소년기에 접어들며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줄어들며,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이 향상하기 시작한다(Saarni, 1999). 공

감하는 능력은 감사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데, 감사의

정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나에게 준 도움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

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에 응답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McCullough et al., 2001). 또한, 감사의 정서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려는

타인의 행동에서 의도나 비용을 이해하고, 자신이 얻은 혜택의 가치에

대해 평가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복잡한 정서에 해당한다(Wood, Maltby,

Stewart, Linley, et al., 2008). 따라서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교 고

학년 학생들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성격 특성과 행복과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한 Peterson과

Seligman(2004)의 연구에서 어린아이들에게서 감사와 행복 사이의 관련

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즉, 초기 청소년기 이전 시기에는 감사의 정서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심리적 · 관계적 혜택을 보기 어려울 수 있다

(Froh & Bono, 2008).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 시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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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시기의 아

이들은 자신 주변의 친구, 선생님, 가족들이 자신에게 주는 도움이나 행

동들에 대해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을 위한 의도를 파악하고 비용을 이해

하며 자신이 받은 가치에 대해 평가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또한, 초기 청소년기 시기에 해당하는 5, 6학년 시기에는 사춘기에 접

어들며 신체적 변화를 겪으며, 감정 기복과 예민한 감수성으로 인해 스

트레스를 경험하며 안녕감이 떨어질 수 있는 시기이다(장영애 & 이영자,

2004). 초등학교 시기의 적응은 중학교 혹은 그 이후의 적응적인 삶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시기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판단되었다. 따라서 초등

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5, 6학년을 대상으로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를 시행하기 전 설문지를 구성하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단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문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

을 거쳤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시행하기 전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

이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서울시 소재 초등학생 6학년 100명(남학

생 48명, 여학생 52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예비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생이 모호하게 느낄 수 있는 감사 표현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수정과정에서 전문가 2인의 검토를 바탕으로 문항의 적합성 및 하위 구

성 요인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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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얻은 이후

실시하였으며 서울시 소재 3개 초등학교 5, 6학년 550명에게 배포하였다.

설문은 2020년 10월 약 2주의 기간 동안 시행되었다. 550부의 설문 중

설문에 끝까지 답하지 않은 불성실한 응답 및 이상치를 제외한 524명의

답변이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3. 연구 도구

가. 감사 성향

감사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McCullough 등(2002)의 GQ-6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감사 성향 척도(권선중, 김교헌, & 이홍석,

2006)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GQ-6는 감사함의 감정적 경험을 얼마나

자주, 강하게, 다양한 영역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느끼는지를 측정하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나의 삶에는 감사

할 거리들이 아주 많다.”와 같은 문항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

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본 연구에서 문항 내적 일치도는 (Cronbach α)는

.82로 나타났다.

<표 Ⅲ-1> 감사 성향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문항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감사 성향 1,2,(3),4,5,(6) 6 .82

( ): 역채점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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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사 표현

감사 표현을 측정하기 위해 Lambert와 Fincham(2011)의 연구에서 사

용한 감사 표현 척도를 한미리(2018)의 연구에서 번안한 것을 초등학생

의 수준에 적절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Lambert와 Fincham

(2011)의 연구에서는 ‘파트너’에 대한 감사 표현을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

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환경에 적합하게 친구, 교사로 대상을 변경하

여 사용하였다. 또한, 본 문항의 경우 대상당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린 학생의 경우 자기 보고식 문항을 평가하는 데 있어

문항 수가 적을수록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문항 수를 추가하기로 하였다(Duckworth & Yeager, 2015).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감사척도(Appreciation Scale)(Adler & Fagley, 2005)를

한국어로 번안 후 타당화 한 한국판 감사척도(노지혜 & 이민규, 2012)의

하위영역 중 ‘표현’에 해당하는 4개의 문항 중 앞선 3문항과 중복되지 않

은 2개의 문항을 추가하여 총 5개의 문항을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각 문항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심리전공 전문가 2인에게 검토

를 받는 과정을 거쳤다.

각 대상당 5문항 총 10문항을 통해 감사 표현을 측정하였으며 대표적

인 문항으로는 “나는 내 친구가 나를 위해 해 준 것들에 대하여 친구에

게 감사함을 표현한다.”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 일치도는 (Cronbach α)는 .89로 나타났으며 친구, 교사에 대한 문

항 간 내적 일치도는(Cronbach α) 각각 .84, .8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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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Dubow와

Ullman(1989)의 초등학교 아동의 사회적 지지 척도와 Harter(1985)의 아

동용 사회적 지지 척도를 조합하여 개발한 김명숙(1994)의 사회적 지지

지각 척도를 허민희(2012)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척도는 교사, 친구의 지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측정하며 총 15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나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

다고 생각한다,”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고 생각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91로 나타났다.

<표 Ⅲ-3> 사회적 지지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친구지지 1, (2), 3, 4, 5, 6, 7, 8 8 .90

교사지지 9, (10),(11), 12, 13, 14, 15 7 .84

전체 15 .91

( ): 역채점 문항

<표 Ⅲ-2> 감사 표현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친구에게 감사 표현 1,2,3,4,5 5 .84

교사에게 감사 표현 6,7,8,9,10 5 .87

전체 10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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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교생활만족

학교생활만족도는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를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도록 번

안 후 수정한 신종호, 연은모, 이유경, 정은경, 김명섭(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나의 학교생활은 아주 좋다,” “나는 나의 학교

생활에 만족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는 .87로 나타났다.

<표 Ⅲ-4 > 학교생활만족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문항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학교생활만족 1, 2, 3, 4, 5 5 .87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2.0을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에 대한 기술통계 분

석, 상관관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분석을 실시한 후 MPlus 7.0을

사용하여 잠재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

하고 검정하였다. 먼저, SPSS 22.0을 사용하여 각 측정 변인의 평균, 표

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구하고, Pearson의 상관계수를 확인하여 변인들

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각 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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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상분포 가정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

여 정상분포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를 완전정보 최대우도(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기법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FILM 방식은 자료의 요

약치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반응을 모두 활용하여 추정하는 기법

이다. FILM 기법은 모든 사례의 로그 우도 함수를 각각 계산한 후 이를

더하여 최종적 로그 우도 함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다른 기법에 비해

편향되지 않으며 더욱 효율적인 추정치를 제공한다(김수영, 2016).

다음으로 감사 성향, 감사 표현,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만족의 관계에

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모형의 검증은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접근

법을 따라 연구모형의 측정모형을 검증한 후 구조모형을 검증하는 방법

을 사용하였다. 이때 감사 표현과 사회적 지지는 각각의 하위 요인인 친

구에게 감사 표현, 교사에게 감사 표현과 친구의 사회적 지지, 교사의 사

회적 지지를 측정 변인으로 잠재변인을 구성하였다. 감사 성향과 학교생

활만족은 단일 요인으로 하위 구인이 없으므로 상관 알고리즘

(correlational algorithm)을 사용하여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통해

문항 꾸러미를 형성하였다. 각 요인당 세 개의 문항 꾸러미를 사용하는

방식이 추천되고 있으므로(Little, Rhemtulla, Gibson, & Schoemann,

2013), 3개의 문항 꾸러미를 형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모형을 검증한 이후 구조모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이

론적, 경험적 근거에 의해 가능한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제시하고 적합도

비교를 통해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는 방

법을 사용할 수 있다(김민규, 김주환, & 홍세희, 2009). 따라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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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완전 매개모형과 부분 매개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으며, 감사

표현과 사회적 지지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모형과 다른 방향

성을 갖는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과정을 거

쳤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검증, CFI, TLI, RMSEA를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χ2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영가설이 너무

엄격하여 쉽게 기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TLI, CFI, RMSEA를

함께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홍세희, 2000). 매개 효과는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사 성향 및 감사 성향과 학교생활만족과의 관계에서 지

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모형의 구조적 관계가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

하기 위하여 다집단분석(multi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더 나아가

성별에 따른 잠재변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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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가. 주요변인의 기술통계치

본 연구의 잠재변인인 감사 성향, 감사 표현,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만

족의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표 Ⅳ-1>에 제시하였다. 또한, 측정

변인의 경향성 및 정규성 확인을 위하여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표 Ⅳ-1>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n=524)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감사 성향

1. 감사 성향1 3.73 .89 -.45 -.44

2. 감사 성향2 4.14 .81 -.77 -.16

3. 감사 성향3 3.88 .82 -.49 -.31

감사 표현
4. 친구에게 감사 표현 3.91 .74 -.39 -.27

5. 교사에게 감사 표현 3.52 .84 -.28 -.08

사회적 지지

6. 친구의 사회적 지지 4.00 .73 -.75 .29

7. 교사의 사회적 지지 3.80 .71 -.48 .10

학교생활만족

8. 학교생활만족1 4.04 .95 -.91 .59

9. 학교생활만족2 3.45 1.04 -.42 -.40

10. 학교생활만족3 4.18 .99 -1.1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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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변인들의 왜도의 절댓값이 .28 ~ 1.13의 값을 가지며 첨도의 절댓

값은 .08 ~ .63으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댓값이 3이하이고, 첨도의 절댓값

이 10 이하일 경우 단변량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Kline,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인들의 단변량 정규성을 충

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잠재변인의 상관계수는 <표 Ⅵ-2>에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잠재

변인을 측정하는 10개의 측정 변인의 상관계수는 <표 Ⅵ-3>에 제시하

였다. 잠재변인과 측정 변인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01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2> 잠재변인의 상관

1 2 3 4

감사 성향 -

감사 표현 .63** -

사회적 지지 .64** .67** -

학교생활만족 .60** .50** .6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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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3> 측정변인의 상관

1 2 3 4 5 6 7 8 9 10

감사

성향

1.감사 성향1 -

2.감사 성향2 .55** -

3.감사 성향3 .63** .54** -

감사

표현

4.친구에게 감사 표현 .50** .43** .58** -

5.교사에게 감사 표현 .47** .41** .49** .60** -

사회

적

지지

6.친구의 사회적 지지 .48** .41** .51** .60** .45** -

7.교사의 사회적 지지 .52** .46** .52** .49** .63** .61** -

학교

생활

만족

8.학교생활만족1 .47** .45** .50** .44** .41** .59** .54** -

9.학교생활만족2 .43** .39** .44** .39** .38** .50** .49** .68** -

10.학교생활만족3 .37** .39** .40** .34** .33** .38** .42** .56** .49**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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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 성향, 감사 표현,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만족의

구조적 관계 분석

가. 측정모형 분석

감사 성향, 감사 표현,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만족의 구조적 관계를 분

석하기에 앞서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접근법에 따라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절히 구인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

수는 χ2=110.860 (df=29)이고 유의도 .001 수준에서 모형이 자료에 적합

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조방정식 모형에

서 χ2검정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TLI, CFI, RMSEA 값

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홍세희, 2000). 측정모형 적합도가

TLI=.954, CFI=.970, RMSEA=0.073(90% 신뢰구간 .059 ~ .088)로 전반적

으로 좋은 적합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모형이

자료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변인의 요

인부하량을 살펴보면 표준화 요인부하량의 값이 .65에서 .88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요인부하량 값을 <표 Ⅳ-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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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이론적, 경험적 근거에 의해

가능한 모형을 대안모형으로 제시하고 적합도 비교를 통해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김민

규 외, 2009). 본 연구에서는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이 사회적 지지를 매

개로 하여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와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이 학교생활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가 포함된

부분 매개모형과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 매개모형을 비교모형으로 설정하였

다. 이들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간명하면서도 변인들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최종모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표 Ⅳ-4>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B S.E. β

감사

성향

감사 성향1 1.000 0.78

감사 성향2 0.83*** 0.05 0.70

감사 성향3 0.96*** 0.05 0.81

감사

표현

친구에게 감사 표현 1.000 0.81

교사에게 감사 표현 1.04*** 0.06 0.76

사회적

지지

친구의 사회적 지지 1.000 0.79

교사의 사회적 지지 0.97*** 0.05 0.80

학교생활

만족

학교생활만족1 1.000 0.88

학교생활만족2 0.96*** 0.05 0.79

학교생활만족3 0.77*** 0.05 0.6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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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매개모형과 완전 매개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두 모형 모두

CFI, TLI값이 .90이상이고 RMSEA값 또한 .08이하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두 모형의 적합도와 적합도 차이 값

을 <표 Ⅳ-5>에 제시하였다. 부분 매개모형과 완전 매개모형은 내재된

(nested)된 모형이므로 χ2차이 검증을 통하여 더 적합한 모형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χ2차이 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CFI와 RMSEA 차이 값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손수경, 김효진, & 홍세희, 2019). CFI와

RMSEA 차이 값을 고려할 때 ΔCFI값이 .01(Cheung & Rensvold, 2002)

을 초과하지 않거나, ΔRMSEA값이 .015(Chen, 2007)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두 모형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두 모형의 ΔCFI= 0.005, ΔRMSEA=0.005이므로 모형의 간명성을 고

려하여 완전 매개모형이 자료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

다.

[그림 Ⅵ-1] 부분 매개모형 [그림 Ⅵ-2] 완전 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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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사 표현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가 연구모형과는 다른 방향성을

갖는 대안모형(그림 Ⅵ-4 참고)을 설정하여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밝히고

자 하였다.

두 모형의 적합도는 <표 Ⅳ-6>에 제시하였다. 두 모형은 위계적으로

내재되지 않은 관계이므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할 때 χ2차이 검증을 사

용할 수 없다. 또한, 두 모형의 자유도가 다르므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

하는 TLI, RMSEA지수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민규 외, 2009).

두 모형의 TLI와 RMSEA값을 비교해보았을 때, 연구모형이 대안모형에

<표 Ⅳ-5> 연구모형과 비교모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

모형 χ2 df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부분매개모형 110.860 29 .970 .954 .073(.059-.088)

완전매개모형 128.956 31 .965 .948 .078(.064-.092)

Δ 18.096 2 .005 .006 .005

[그림 Ⅵ-3] 연구모형 [그림 Ⅵ-4] 대안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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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더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 또한, 위계적으로 내재되지 않은 두 모형

을 비교할 때, 모형의 비교지수인 AIC, BIC 값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김수영, 2016). AIC값과 BIC값은 작을수록 좋은 모형임을

의미한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AIC값과 BIC값을 비교하였을 때, 연

구모형이 더 작은 값을 가지므로 연구모형을 더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감사 성향 및 표현과 학교생활만족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 완전 매개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

다.

<표 Ⅳ-6>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

모형 χ2 df AIC BIC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연구모형 128.956 31 10677.07 10821.96 .965 .948 .078(.064-.092)

대안모형 162.196 33 10706.31 10842.68 .953 .936 .086(.073-1.000)

최종적으로 선택한 모형을 토대로 한 경로계수의 검증 결과는 <표 Ⅳ

-6>과 [그림 Ⅳ-3]에 제시하였다. 모형에서 설정한 모든 경로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감사 성향 및 감사 표현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서 ‘감사 성향

→ 사회적 지지’의 경로계수(β=.41, p<.001), ‘감사 표현 → 사회적 지지’

의 경로계수(β=.53, p<.001)가 모두 유의하였다. 즉, 감사 성향이 높고 친

구, 교사에게 감사 표현을 많이 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 학교생활만족’의 경로계수(β=.82,

p<.001)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교사와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생활만족을 높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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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모든 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그림 Ⅳ-5]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표 Ⅳ-7>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감사 성향 → 지각된 사회적 지지 .35*** .09 .41

감사 표현 → 지각된 사회적 지지 .51*** .11 .53

사회적 지지 → 학교 만족 1.17*** .07 .82

감사 성향 → 사회적 지지→ 학교 만족 .41*** .12 .34

감사 표현 → 사회적 지지→ 학교 만족 .60*** .13 .4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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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개모형 검증

감사 성향 및 감사 표현과 학교생활만족과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

식을 사용하였으며, 결과는 <표 Ⅳ-8>에 제시하였다. 이 검증은 부트스

트래핑 방식을 이용하여 간접효과의 표준오차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간

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홍세희, 2000), <표 Ⅳ-8>에 제시한 것과 같이

감사 성향 및 감사 표현과 학교생활만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

개 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 모

두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게 함으로써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사 성향은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학교생활만족

에 영향(β=.34)을 주며, 감사 표현 또한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학교생활

만족에 영향(β=.43)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감사 표현이 학교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감사 성향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 간접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경로 추정치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

(Bias-corrected

bootstrap)
하한 상한

감사 성향 → 사회적 지지→ 학교 만족 .34 .09 .18 .63

감사 표현 → 사회적 지지→ 학교 만족 .43 .09 .37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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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녀 집단 간 비교 분석

가. 남녀 집단 간 다집단분석

감사 성향, 감사 표현,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만족 변인들의 구조적 관

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

였다. 첫 번째로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검증을 통하여 남녀

집단의 요인 구조가 같은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형태동일성을 충족

한다는 것은 두 집단 간에 요인 구조가 동일하며, 동일한 측정변수로 설

명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형태동일성이 충족되면, 측정동일성

(measurement invariance)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구조동일성

(structural invariance)을 확인하는 순서로 다집단 분석을 시행한다

(Byrne, 2010). 구체적인 결과는 <표 Ⅳ-9>와 <표 Ⅳ-10>에 제시하였

다.

<표 Ⅳ-9> 남녀 학생 집단별 연구모형 동일성 검증에 대한 합치도 지수

모형 χ2 df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비고

모형1: 형태동일성

(기저모형)
157.530 62 .965 .949 .077(.062-.092) 채택

모형2: 측정동일성 170.785 68 .962 .950 .076(.062-.090) 채택

모형3: 구조동일성 171.370 71 .963 .954 .073(.059-.088)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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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형태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저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

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157.530 (df=62), p<.001, TLI=.949, CFI=.965,

RMSEA=.077(.062 ~ .092)로 나타나 형태동일성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

였다.

다음으로 측정동일성은 두 집단의 요인이 동일한 측정변수에 의해 같

은 방식으로 측정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집단에 동일성 제약을 가하지 않은 형태동일성 모형과 남녀집단 간

측정변수의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

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할 때 χ2차이 검증을 시행하는데, χ2차이 검

증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CFI와 RMSEA

차이 값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손수경 외, 2019).

이때, ΔCFI는 .01(Cheung & Rensvold, 2002), ΔRMSEA는 .015(Chen,

2007)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측정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두 모형의 적합도 차이 값을 <표 Ⅳ-10>에 제시하였다. 두 모형

의, ΔCFI=.003, ΔRMSEA=.001이므로 측정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

단하였다.

다음으로 각 집단별로 경로계수가 동일하다는 구조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동일성 모형과 잠재변수 간 경로계수를 동일하게 제약을 가

한 모형을 비교하였다. 앞선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을 때, CFI와

RMSEA의 차이 값이 측정동일성 모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구조동

일성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경로

계수가 남녀 학생 집단에서 동일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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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녀 집단 간 잠재변인 평균 차이 검증

다음으로, 남녀 집단에 따라 잠재변인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

여 잠재변인 평균 차이검증을 시행하였다. 일반적으로 두 집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t-test의 경우 측정오차를 고려하지 않은 방

법이기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김민규 외, 2009). 따라서 잠재평균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두 집단에서 잠재변인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확

인하고자 하였다.

잠재평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을

충족하여야 한다(Hong, Malik, & Lee, 2003). 각 모형의 적합도는 <표

Ⅳ-11>에 제시하였다. 우선 형태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집단에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기저모형의 적합

도를 확인한 결과 적합도는 χ2=135.547 (df=58), p<.001, TLI =.956,

CFI=.972, RMSEA=.071(.056 ~ .087)로 나타나 형태동일성을 충족하였다

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저모형과 측정변수의 요인

부하량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을 비교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차이

<표 Ⅳ-10> 남녀 학생 집단별 연구모형 적합도 차이

모형 Δχ2 Δdf ΔCFI ΔTLI ΔRMSEA

모형1 vs 모형2 13.255 6 -.003 .001 -.001

모형2 vs 모형3 0.585 3 .001 .004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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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표 Ⅳ-11>에 제시하였다. 두 모형의, ΔCFI=.003, ΔRMSEA=.001

이므로 측정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Ⅳ-11> 남녀 학생 집단별 동일성 검증

모형 χ2 df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비고

형태동일성 135.547 58 .972 .956 .071(.056-.087) 채택

측정동일성 150.075 64 .969 .956 .072(.057 -.087) 채택

절편동일성 194.186 74 .956 .947 .079(.065-.092) 채택

분산동일성 196.644 78 .957 .950 .076(.063-.090) 채택

측정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절편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동일성 모형과 측정변인의 절편이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두 모형의, ΔCFI=.003, ΔRMSEA=.007이므

로 절편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모형이 남녀 집단에서 측정 도구와 절편이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표 Ⅳ-12> 남녀 학생 집단별 검증에 대한 차이

모형 Δχ2 Δdf ΔCFI ΔTLI ΔRMSEA

모형1 vs 모형2 14.528 6 -.003 0 .001

모형2 vs 모형3 44.111 10 -.003 -.009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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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평균 분석에서는 두 집단 중 한 집단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하고,

참조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한 후 나머지 한 집단 잠재평균의 상

대적 차이 값을 추정하여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 집단을 참조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표 Ⅳ-13>에 두 집단의 잠재평균 차이 값을 제

시하였다.

<표 Ⅳ-13> 남녀 학생 집단별 잠재평균 차이 분석결과

잠재변인 남학생 여학생 효과 크기

감사 성향 0 .18** .37

감사 표현 0 .32*** .83

사회적 지지 0 .14* .41

학교생활만족 0 .13 .18

두 집단 잠재변인의 분산이 동일할 경우, 코헨의 효과 크기를 산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요인분산동일성 모형을 절편동일성 모형과 비교하였

는데, ΔCFI=.001, ΔRMSEA=.003이므로 분산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통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효과 크기를 계

산한 값과 추정된 잠재평균 차이 값을 <표 Ⅳ-1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감사 성향, 감사 표현, 사회적 지지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감사 성향, 감

사 표현,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교생활만족에 대해서

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감사 표현의 효과크기가 .83으

로 나타나 감사 표현이 남녀 간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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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격적

요인, 행동적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학교생활만족

과 개인의 성격적, 행동적 특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을 확인하여 그

기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 판단한 성격적 요인 및 행동적 특성으로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을

설정하였으며, 감사 성향 및 감사 표현과 학교생활만족사이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설정하여 이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더불어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가 남녀 학생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감사 성향 및 감사 표현은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간

접적으로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 성

향이 학교생활만족,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Froh,

Yurkewicz, et al., 2009; Tian et al., 201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감사 표현 활동이 긍정 정서,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Peterson & Seligman, 2004), 감사 방문하기 활동이나 감사편지 쓰기와

같은 감사 표현 활동이 청소년의 긍정 정서, 학교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Froh,

Kashdan, et al., 2009; Kashdan et al., 2009).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교

생활만족에 감사 표현이 감사 성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Peterson과 Seligman(2004)이 사람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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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는 활동 중 감사 표현하기 활동이 감사한 일을 떠올려보는 것

에 비해 행복감 증가에 더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 지속기간 또한 오래

유지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감사 성향 및 감사 표현과 학교생활만족의 관계를 사

회적 지지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 성향이 높은 학

생들이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 교사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

다고 느끼며, 그들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결

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Chen & Kee, 2008; Froh, Yurkewicz, et al.,

2009). 이는 Fredrickson(2004)이 제시한 확장-수립가설(broden and

build theory)에서 제시하는 감사가 기능하는 방식으로 설명 가능하다.

확장-수립가설에 따르면 부정정서는 사고와 행동 범위를 제한하지만, 긍

정 정서는 이와 다르게 행동, 사고의 범위를 넓힐 수 있음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넓어진 사고와 행동의 범위는 주변의 육체적, 지적, 사회적 자

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안한다. 확장-수립가설은 여러

가지 경험적 연구를 통해 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성공적인 삶과 긍정

정서와의 관련성을 메타 분석한 Lyubomirsky, King과 Diener(2005)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 정서가 사회적 자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침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경우에도 자신 주변에 존재하는 사람

들의 도움, 주어진 혜택과 같은 것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감사 성향

이 자신 주변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도움, 혜택을 더 높게 지각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되며 그를 통해 학교생활만족도 또한 높게 지각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감사 표현 또한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이 학교생활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교사, 친구에게 감사 표현을 많이 할수록 그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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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지각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감사 표현이 관계의 힘(communal

strength)을 더 높게 지각하게 하며, 상대를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Lambert et

al., 2010; Lambert & Fincham, 2011).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에

게 감사 표현을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더 많이 받

을 수 있고(Grant & Gino, 2010), 친해지려는 의도나 행동을 더 많이 받

았을 수 있으며(Williams & Bartlett, 2015), 자신에게 개방적인 태도

(Algoe et al., 2019)를 보였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감사

표현이 관계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

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 감사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높은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게 하며, 그를 통해 더 높은 학교생활만족을 느끼는 데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는 친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 감사

함을 표현했을 때, 상대를 더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며 관계를 개선하려

는 노력을 보인 선행연구(Lambert & Fincham, 2011)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 중 감사함을 떠

올려보는 것과 감사 표현하기 활동 중 감사 표현하기 활동이 행복감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며, 지속효과 또한 더 오래 유지되었던 선행연구와

도 맥락을 같이한다(Peterson & Seligman, 2004).

마지막으로, 감사 성향, 감사 표현, 지각된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만족

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여학생 집단에서 감사 성향,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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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감사 표현이 가장 두드

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에서

는 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집단 모

두에서 감사 성향 및 감사 표현과 학교생활만족과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

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초기 청소년기 학생들을 대

상으로 감사와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Froh 등(2009)의 연구

에서 여학생의 감사 성향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

생들의 감사와 안녕감의 관계가 남녀 집단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과 유

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의 감사발달을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한 Wu 등(2020)의 최근 연구에서 남녀 학생들의 감사발달 성장 궤

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남녀 성별과

관계없이 감사하는 마음과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심리적 이점을 얻는 데

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는 성별과 관계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학교

현장 및 가정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 연구는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과 행동특

성을 확인하고 그 기제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학생

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

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교육적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 및 행동특

성을 파악하고 그 기제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초등학생들

이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사건, 혜택, 타인의 도움에 대해

감사함의 정서를 느끼고 그것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행동이 상대와의 긍



- 74 -

정적인 상호작용을 지각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

다.

이는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거나 학교생활만족을 낮게 보고하는

학생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천적 방안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표현해 보는 활동을 해보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각 가정과 학교에서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사건이나 타인의 도움에 대해서 떠올려보고 그것들에 대해 행동적으로

표현하는 활동들이 학생들의 만족스럽고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을 구분하고 그 영향력을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감사 성향과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 학교생활만족과 같은 요인들과의 관련성은 살펴보았

지만, 상대적으로 감사 표현의 영향력에 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하

지만 학교생활만족은 학생 개인이 가진 성격특성뿐만 아니라 인지적 특

성, 행동특성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향을 받을 수 있다(King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격적 특성과 행동적 특성이 미치

는 영향력의 크기를 함께 살펴보았으며, 감사 성향과 표현 중 표현의 영

향력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는 감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학급, 가정에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교육 활동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생활만족과 감사 성향 및 표현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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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의 역할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감사 성향과 감사 표

현 모두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나타났다.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인간의 기본심리 욕구에

해당한다(Ryan & Deci, 2001).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주로 관계

를 맺고 있는 교사와 친구로부터의 지지는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에 중

요한 역할을 함을 나타낸다(King et al., 2006).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들

이 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

을 할 수 있도록 학급 및 학교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으

로 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감사 표현의 심리적 이점에 대해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학교에서는 교과 시간을 할애하여 감사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

르치거나 생활지도 차원에서도 감사 표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하지

만 많은 경우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미덕이나 예의의 차원에서 다루어

지고 있을 뿐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심리적 이점에 대

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

이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타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

하게 하고 그로 인해 더 만족스러운 삶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녀 집단에서 감사 성향, 감사 표현, 사회

적 지지, 학교생활만족간의 구조적 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나 기제가 성별과 상관없이 비슷함을 보여준다. 일반적으

로 여학생들이 감사 성향이 높고 감사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지만, 그로부터 받는 관계적, 심리적 혜택은 남학생 여학생에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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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유사함을 뜻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을 위해서 성별과

관계없이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보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교육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감사 성향, 감사 표현, 사회

적 지지, 학교생활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탐색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횡단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시간적 선후 관계를 판단하

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변인들의 관

계를 종단적으로 파악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깊이 있게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식 방법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자기

보고식 방식의 경우 사회적 평판 혹은 긍정적 자아상을 위해 응답을 왜

곡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Paulhus & Reid, 1991). 즉, 감사 성향이

나 감사 표현과 같은 질문들에 실제보다 더 긍정적인 답변을 할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하거나 제3자 보고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이 학교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

이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임성택, 주

동범, & 이금주, 2010), 다양한 환경적 변화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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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이다. 따라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

였을 때도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이 학교생활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감사 성향 및 감사 표현과 학교생활만족과의 관

계를 조절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

서 설정한 변인들이 어떤 학생들에게서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어

떤 학생들에게서는 효과적이지 않은지 추가적인 변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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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설문 분석에 필요한 여러분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사항과,

자신이 평소에 하는 생각이나 행동, 주변 사람들에 대한 생각,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소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골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답한 내용과 그 결과는 순수한 연구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와 응답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응

답 도중에 중단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응답에 거부할

때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제시된 질문들은 정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학교 성적과도 상관이 없습니

다. 이 설문지는 점수를 매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알

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솔직하게 답해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조근주 드림.

Ⅰ. 다음 항목들은 설문 결과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문항입니다. 해당

하는 번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명 초등학교

학년 ① 5학년 ② 6학년

성별 ① 남 ②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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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감사 성향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평소 여러

분의 생각을 잘 나타내어 주는 번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아니
다

가끔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나는 일상에서 감사할 일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만약 내가 감사함을 느꼈던 모든 일들을 적

어본다면, 매우 길게 쓸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세상에는 감사할 것들이 그리 많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나의 인생에서 만났던 사람들, 사건

들, 그리고 상황들에 대해 쉽게 고마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어떤 사람이나 무언가에 대해 금방

고마움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감사 표현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평소 여러

분의 행동을 잘 나타내어 주는 번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친구 (코로나로 인해 올해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못 해 잘 모르겠

다면 작년에 친구들을 자주 만났을 때를 생각하고 응답해도 좋습니다.)

문 항
전혀
아니
다

가끔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나는 내 친구가 나를 위해 해준 것들에 대하

여 친구에게 감사함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친구에게 내가 친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도록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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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생님 (코로나로 인해 올해 선생님을 자주 만나지 못 해 잘 모르

겠다면 작년에 선생님을 자주 만났을 때를 생각하고 응답해도 좋습니

다.)

문 항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선생님이 나를 위해 해준 것들에

대하여 선생님에게 감사함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선생님에게 내가 선생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도록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주었을 때, 선생님에게 감사를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선생님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한

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선생님에게 내가 선생님에게 얼마

나 고마워하는지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Ⅳ. 다음은 사회적지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평소 여러

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나타내어 주는 번호에 ✓표 해주시기 바

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 친구나 선생님을 자주 만나지 못 해 잘 모르겠

다면 작년을 생각하고 응답해도 좋습니다.)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주

었을 때, 친구에게 감사를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친구에게 내가 친구에게 얼마나 고마워

하는지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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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아니
다

가끔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나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친구들이 나를 따돌린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 생각이나 말을 친구들이 잘 들어준

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와 내 친구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가 어려울 때 격려해 줄 수 있는 친

구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친구들이 나를 잘 이해해 준다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친구들 중에 나와 가까이 있기를 좋아

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선생님과 매우 가깝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선생님은 나를 좋지 않게 본다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선생님은 잘 들

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선생님은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

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선생님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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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학교생활 만족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평소

여러분이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을 잘 나타내어 주는 번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 학교 생활을 많이 하지 못했으므로 작년을 생각

하고 응답해도 좋습니다.)

설문에 끝까지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문 항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나의 학교 생활은 내가 꿈꾸는 학교

생활과 비슷하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학교 생활은 아주 좋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나의 학교 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지금까지 학교생활을 하면서 나는 내가 원했던

중요한 일을 이루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시 돌아간다 해도, 학교에 입학하는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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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Dispositional

Gratitude and Gratitude

Expression on School Life

Satisfaction Mediated by Social

Support

Keunjoo Jo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dispositional gratitude

and gratitude express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dispositional gratitude and gra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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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It was also intended to

investigate that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variables vary

depending on gender groups.

For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550 fifth and six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s in Seoul, and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ocial support fully medi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dispositional gratitude and gratitude expression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As a result of the bootstrapping analysis, both

dispositional gratitude and gratitude expression affect school life

satisfaction through social support. In addition, comparing the size of

the influence of dispositional gratitude and gratitude expression on

social support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showed that gratitude

expression had a somewhat higher influence than dispositional

gratitude.

Additionally, multi-group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the path coefficients in the two group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inally, a latent means analysis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means of latent variables in two groups of male and female

students, indicating that the latent means of female dispositional

gratitude, gratitude expression and social support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mal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students' satisfaction in school life and

explored specific mechanisms. Specifically, it revealed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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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ositional gratitude and gratitude expression can affect school life

satisfaction through social support, and that the relationships of

variables can be applied equally regardless of gender.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for educational interventions to promote

appreciation and gratitude expression in order to enhance students'

social support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Key Words: dispositional gratitude, gratitude expression, social

support, school life satisfaction.

Student Number: 2019-2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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