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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지기 위한 대학생의 노력*1)
이윤주(李玧妵)**2)

논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 진입시점에 있는 대학생 15명의 자유기술한 에세이에 대해 ‘합의에 의한
질적분석(CQR)’ 방법으로 이들의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분석하고 선행연구에서 대표적으로 제시된 행복의
요인들과 이러한 노력의 관련성을 탐구하였다. 대학생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으로 보고한 것은 전
형적 사례로 ‘자기만족과 긍정적 사고’, ‘목표 설정 및 실행’이, 변동적 사례로 ‘관계에 대한 노력’, ‘자기 사랑 및
돌봄’, ‘좋아하는 일에의 몰입’이 나타났다. 이들의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 중 ‘자기 사랑 및 돌봄’, ‘좋아하는 일에
의 몰입’과 행복 요인 중 ‘자아존중감’이, ‘자기막족과 긍정적 사고’, ‘관계에 대한 노력’, ‘목표 설정 및 실행’과
‘낙관성’ 요인이, ‘목표설정 및 실행’, ‘자기사랑 및 돌봄’, ‘관계에 대한 노력’, ‘자기만족과 긍정적 사고’와 ‘내외통
제성’ 요인이, ‘자기사랑 및 돌봄’, ‘관계에 대한 노력’과 ‘대인관계’ 요인이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 및 한계와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대학생, 행복,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 행복 요인

Ⅰ. 서론
행복의 추구는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로 선언되어 있는데 행복의 추구가 모든 인간에게 기본
적인 욕구이자 권리임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언은 행복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행복
에 관한 관심은 행복의 구성요소나 행복한 상태의 특징, 행복한 사람의 특성 등에 대한 연구를
가져왔다. 1960년대부터 행복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학자들의 초기 관심은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나이, 성, 민족, 수입, 주거 밀집성, 환경적 공해수준과 같은 지표들에 집중
* 이 연구는 2009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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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행복을 설명하는 변량이 약 15% 정도로 그다지
높지 않으며 행복감은 개인이 생활 속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개인의 주관적 행복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개인의 행복에 영
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권석만, 2004).
행복에 관한 연구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행복과 함께 이와 유사한 다양한 용어들이 다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것들로는 주관적인 삶의 질(subjective quality of life),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등이 있다. 이 중, ‘삶의 질’은 심리적인 부분 이외에도
물질적 안녕, 건강, 환경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개인내의 심리적인 변인을 다루는
주관적 안녕감, 행복 등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또 ‘주관적 안녕’은 부정적 측면의 부재 뿐 아
니라 긍정적 측면을 반영하는 개념이며, 행복은 사전적 의미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국립국어연구원, 1999)로 긍정성을 반영하는 주관적 안녕감의 의미와 유사
하다고 볼 수 있다(Argyle, 2001; Diener, Oishi, & Lucas, 2003).
가장 흔히 행복감과 혼용되는 주관적 안녕감은 세 가지 특징으로 구분되는데, 첫째로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기초해야 하며 개인이 경험하는 것으로 건강, 안락함, 부, 명
예, 육체적 안락 등과 같은 외적 조건은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긴 하지만 그 자체에
행복의 요소가 있지 않다(Diener, 1984). 둘째,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
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하게 부정적인 정서가 없다는 것이 아니며 정적인 정서와 부적인
정서가 서로 독립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주관적 안녕감
은 삶의 전반적인 평가를 포함한다. 비록 삶의 특정 영역에 대한 만족도나 감정 상태가 평가된다
하더라도 행복의 핵심은 한 개인의 삶에 대한 통합적인 판단에 있다고 할 수 있다(조윤주, 2007).
Ryff(1989)는 안녕감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정서적인 안녕감에만 초점을 두어 다양한 측면의
기능을 파악하는데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양질의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한 개인이 사
회의 일원으로서 원활하게 기능하는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심리적 안녕감
(psychological well-being)'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심리적 안녕감은 주관적 안녕감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여러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주관적 안녕감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용
어로 사용하고 있다(김경순, 2006; 설진미, 2006; 조윤주, 2007). 이를 종합해서 보았을 때, 행복에
대해서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개인내의 심리적인 변인을 다루는 주관적 안녕감과
행복 등의 용어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행복감을 심리적 안녕감 및
주관적 안녕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간주한다. 행복은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감정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으로 구분되어 다루어져 왔는데 감정적 측면은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의 쾌/불쾌 수준(hedonic level)을 의미하며 인지적 측면은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졌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행복의 인지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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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과 정의적 측면은 독립적으로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동시에 체험되는 것이며 서로 불가
분으로 연결되어 있다. 행복한 순간의 체험을 회상하는 경우에 행복의 인지적 차원은 더욱 극명
하게 드러나며 행복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정서만 느껴지는 순간에도 행복한 정서 체험의 기
저에는 그러한 정서와 관련된 인지가 함께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의 정의를 '주관적 안녕
감'의 다양한 정의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전반에 대해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내리는 전반적인 긍정적 평가'로 사용하고자 한다.
학술지검색사이트(keris)에서 ‘행복’,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이라는 주제어로 검색
한 후 종교적인 행복과 관련된 연구물을 제외하고, 교육학, 심리학 등에서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을 다룬 연구물들만 선별하여 살펴본 결과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행복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이전에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으며, 2000년도를 전
후해서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는 2000년도를 전후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웰빙에 관심
을 가지면서 행복하기 위한 노력과 방법들에 관심을 집중한 사회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행복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구들은 행복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찾고, 관계성을 확
인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행복에 대한 연구들이 아직 관계성을 확인하는 것에 머
무르다 보니 행복의 연구가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에 대해 더 정확히 이해하고 행복
을 증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행복이 사람들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행복의
연구는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런
요인들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하는 것이 좋은지를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장진우․
이윤주, 2008; Lyubomirsky, 2008).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들은 행복의 요인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론이 된다. 선행연구
들을 통해 행복에 영향을 주는 주관적, 개인적 요인으로 다양한 구인이 제시되어 왔다. 선행연구
를 검토해 볼 때,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자아존중감, 낙관성, 내외통제성, 대인관계로 집
약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하나의 특별한 객체, 즉 자아에 대한 긍
정적, 부정적 태도라고 정의된다(Rosenberg, 1965). 행복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행복과 자아존중
감이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연희․김기순, 2002; 이수애, 2004; Potter & Gosling,
2001; Veenhoven, 1994). 자아존중감과 행복과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들은 첫째, 설문지를 통하
여 특정 대상들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연구(김연희․김기순, 2002; 박경
혜, 2005; 하유진, 2007)와 둘째, 실제 집단 상담을 통하여 자아존중감과 행복을 향상시키는 연구
(박숙경, 2003; 장진우․이윤주, 2008; 정은선, 2006)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자
아존중감이 행복해지는데 중요한 요인이며 문화권의 영향을 받지만 수준이 낮든, 높든지 간에
행복감을 높이는데 유의미함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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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성과 행복의 관계를 다룬 많은 연구들은 크게 낙관성과 행복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
구(김민정, 2006; 김완석․김영진, 1997; 이수경, 2003; 차경호․김명소, 2002)와 낙관성을 증진시
키는 프로그램을 다룬 연구(김홍순․이연수․김천송, 2010; 신현숙․서윤주, 2010)로 나누어진
다. 이 연구들은 모두 낙관성이 자기 행동과 삶의 방향을 긍정적인 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행복에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대인관계와 행복을 다룬 연구들 역시 국내외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대인관계의 원만함이나 만족이 행복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 왔다(박경혜, 2005; 신혜정,
2003; 이수애, 2004; 차경호․김명소, 2002; Argyle, 2001; 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관련 연구에서 소속감과 대인관계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서, 이러한 기본적 욕구의 충족을
통해 삶에 대한 만족감이 향상된다고 보아 원만한 대인관계를 행복의 핵심요소라고 보았다(구
재선․김의철, 2006; Baumeister, Dori, & Hastings, 1998; Diener & Seligman, 2002; Myers &
Diener, 1995).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볼 때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법들
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은 행복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내외통제성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의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개념이다(Rotter,
1966). 즉 자신의 행동과 사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와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의 소재
를 내부에 두느냐 외부에 두느냐의 차원이다. 내외통제성에 대한 연구들은 내적 통제 신념을 가
진 사람이 외적 통제 신념을 가진 사람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내용(이훈구, 1997;
Argyle, 2001)과 내적통제성과 행복과의 관련성을 다룬 내용(김홍순, 2006; 조설희, 2006; 하유진,
2007; Argyle, 2001; Myers, 2002) 등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내적통제성과 행복과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내적
통제성이 강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조설희, 2006; 하유진, 2007; Argyle,
2001; Cummins & Nistico, 2002; Lu, 1999). 그리고 이런 내적통제성은 학습, 일 등 생활적인
면에서 많이 나타나고,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행복해 지기 위해서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을 이끄는 방법의 레퍼토리를 강화
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요법이나 REBT 등의 상담이론에 따르면 정서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통해 가장 쉽게 일어난다. 이러한 행동 변화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정신분석적 상
담에서는 사고의 변화가 나타난 이후의 과정에서 훈습의 과정을 강조하여 왔다. Diener,
Sandvik, & Pavot(1991)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행복을 결정하는 변수는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점을 밝혔다. 행복의 실천이 행복을 증진한다는 점은 또다른 연구에서도 검증되었다(장진우․이
윤주, 2009; Tkach & Lyubomirsky, 2006).
이러한 행복감과 행복 요인의 영향력은 연령에 따라 그 비중이 다르다(김명소․김혜원․차경
호․임지영․한영석, 2003; 임은기․정태연, 2009; 전경숙․정태연, 2009; Heady & Wearing,
1992). 우리나라의 대학생은 청소년기를 입시 위주의 생활환경 속에서 보내게 되면서 자신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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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의미하는 자아정체감 형성의 과업과 환경적 변인들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기제 정립의 어려움 등(Ryff & Keyes, 1995) 청소년기의 근본적인 발달과업의 문제
를 그대로 이어받을 뿐 아니라 취업을 위한 학업과 진로준비의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일반 성인이나 노인, 아동 등과는 다른 행
복의 구성요소와 비중을 가질 것으로 짐작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행복해 지기 위해 어
떠한 노력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그들의 응답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어떠한 영역에서 노력과 실천을 기울이는지 대학생들이 행복
해 지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노력들이 어떠한 영역으로 구성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발달단계별로 행복에 대한 인식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탐구할 적절한 양적 도구가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기술한
내용을 질적으로 살피는 합의적 질적분석(CQR)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또한 이렇게 밝혀진 노
력들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복의 요인과 관련되는 양상을 밝힘으로써 청소년기에서
성인기의 전환기에 놓여있는 대학생들의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조력방법 모색에 있어 의미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대학생들이 제시하는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
들이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행복의 요인들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연구 문제로 진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실천하는 행복해 지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
둘째,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실천하는 행복해 지기 위한 노력은 행복의 요인들과 관련되는가?

Ⅱ. 방법
본 연구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주로 질적 연구방법에 의거하였다. 본 연구의 탐구
문제, 즉 대학생들의 행복에 관련된 경험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이들이 자신의 행복 경험과 행복
해지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경험들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지를 탐구하
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Merriam & Simpson, 2000).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합의에 의한 질적 연구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을 사용하였다. CQR은 Hill, Thompson과 Williams(1997)가 개발하였으며 주로
연구참여자들의 내적 경험을 연구하는 데 많이 사용되어온 것이다. 질적 연구의 여러 방법 중
CQR은 상담 연구의 전통에서 요구하는 양적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성의 문제를 고려한 절충적
인 방법으로 Hill 등에 의해 제안되었다(Hill, Knox, Thompson, Williams, Hess, & Ladan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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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연구문제는 내용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행복의 요인으로 많은
연구들이 지적해 온 자존감, 낙관성, 대인관계, 내외통제성이 대학생들의 에세이 내용에서 나타
나는지 살펴보고 각 요인이 나타난 사례가 제시하고 있는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의 영역을 확인
하였다.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K시 지역 4년제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15명(2학년 6명, 3학년 6명,
4학년 3명)으로서 소속전공별 구성인원은 사범대 5명, 상경대 4명, 인문대 4명, 예술대 2명이다.
이들의 학년은 2학년에서 4학년으로 다양하였으며 이들 중 4학년이 7명으로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약 23.16세(20세-28세)였으며, 전공 특성상 남학생 7명, 여학생 8명으
로 구성되었다.

2. 절차

1) 연구문헌 및 관련자료 검토
연구참여자 선정을 위한 파일럿 설문조사를 위해, 행복에 대한 정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
인,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교육요소 등에 관한 선행연구문헌들을 고찰하여 연구자들
은 질문 항목과 질문의 목적을 중심으로 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2) 파일럿 설문조사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질문의 내용은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행복해지기 위해
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행복해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였
다. 질문지를 2010년 1학기에 개설된 두 개 강좌의 교양과목의 강의지원사이트에 탑재하고 수강
생들에게 간략하게 자유기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총 175명의 수강생 중 응답해 준 수강생은
112명이었으며 질문지 탑재에서 응답 완료까지는 4월 1일-15일 약 2주일이 소요되었다.

3) 연구대상 선정
질문지에 응답한 학생들 중 15명의 에세이와 추가 게시글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참여자
선정의 기준으로는 첫째, 행복이란 자신에게 무엇인지 개인적인 정의를 내렸을 것, 둘째,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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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 위한 노력으로 중요한 것을 작성했을 것, 셋째,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을 것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은 78명이었으며 이 중 더 자세
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에세이 작성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은 24명이었다. 이 중 실제로
에세이를 작성하였으며 작성 내용과 분량이 A4 5쪽 이상으로, 질적 분석을 할 수 있을 만큼 충
실하며 연구자를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서 댓글을 받고 댓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3회 이상 추가로 밝혀 총 18매 이상의 분량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15명의 에세이가 질적
분석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4) 자료준비
에세이는 작성자의 이름 가나다순으로 일련번호가 부여되었고 이후 모든 자료 처리에서 동일
한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작성한 에세이 자료는 두 번의 검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괄호로 넣어
보충하고 잘못된 표현은 < >로 병기하는 등의 수정과 보완을 했다.

5) 영역부호화
영역부호화를 시작으로 한 전체 질적분석 작업은 상담전공 교수 1명과 상담전문가 자격을 가
진 상담자 2인의 총 3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분석자들은 영역부호화에 들어가기 Hill,
Thompson과 Williams(1997)의 연구물과 CQR 방법으로 수행된 국내의 선행연구물 2개(김길
문․정남운, 2004; 이승은, 2003)를 각자 읽고 나서 함께 모여 그 내용에 대해 토론하며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런 다음 1개의 에세이 자료를 함께 읽고 토의하여 영역을 결정하는 연습을
하였다. 그 후에 나머지 사례는 각자 사례를 읽고 영역을 만든 후, 연구자 전원이 모여서 토의를
거쳐서 영역을 합의하였고 그 결과 6개의 영역이 결정되었다. 6개의 영역은 ‘긍정적 사고’, ‘목표
설정 및 실행’, ‘자기애 및 자기돌봄’, ‘좋아하는 일에의 몰입’, ‘관계에 대한 노력’, ‘작은 일에 만
족하기고 감사하기’이다. 이후 교차 분석과 합의를 위한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5개의 영역으로 결정되었다. 최종 결정된 5개의 영역은 ‘자기만족과 긍정적 사고’,
‘목표설정 및 실행’, ‘자기애 및 자기돌봄’, ‘좋아하는 일에의 몰입’, ‘관계에 대한 노력’이다. 영역
이 조정될 때 마다 원자료가 다시 검토되었다.

6) 요약반응구성
모든 사례를 영역별로 정리한 후 분석자 전원이 모여서 각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 학생
들의 진술 속에서 찾거나 이러한 진술을 부분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하여 대표적인 요약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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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였다. 요약을 할 때에는 요약자의 추론을 배제하고 연구참여자의 말에 충실하였으며 사례
의 전체 맥락을 염두에 두었다.

7) 영역과 요약반응 감수 및 교차분석
모든 사례의 요약 반응을 구성한 후 영역과 영역별 요약반응들에 대하여 감수자의 감수를 받
았다. 감수자는 수련감독급 상담전문가 자격을 소지한 상담전공자 1인으로서 사십대 후반의 여
성 상담자였다. 감수한 내용에 대하여 분석자들이 함께 논의하여 감수자의 의견에 따라 요약 반
응을 수정하거나 연구자들의 결정을 유지할 예정이었으나 감수자의 검토후 특별히 더 수정된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 이러한 논의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감수 절차 후 분석자들에 의해 최종
적으로 교차분석이 이루어졌다. 요약반응 내용의 교정 정도의 소폭 수정이 교차분석에 의해 이
루어졌다.

8) 내용분석
먼저, 사례의 모든 내용을 읽고 4개 요인에 해당되는 사례를 찾고 대표적 요약반응을 표시하
였다. 다음으로 각 사례에서 제시된 행복해지기 위한 인식과 노력의 영역을 확인하였다. 마지막
으로 각 요인에 대해 기술한 부분의 분량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부분을 줄 수로 계산하였다.

Ⅲ. 결과
1.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실천하는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
CQR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 Hill 등(1997)에 의하면 모든 사례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일반적'
인(general) 것으로, 전체 사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적'인(typical) 것으로, 30% 정
도까지를 '변동적'인(variant) 반응으로 간주하며 하나 혹은 두 사례에서만 나타난 반응은 결과
로 기술하지 않는다. Elliott(1989)이 발전시킨 기준에 따라 Hill 등(1997)이 제시한 기준에 의거하
여 본 연구에서는 8사례 혹은 그 이상에서 나타난 반응 유목은 전형적, 4-7사례에서 나타난 경우
변동적인 반응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든 사례에서 발견된 반응, 즉 일반적인 반응에
해당되는 유목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밝혀진 5개의 영역과 영역별 대표적 요약반응을 모아 표 1로 제시하였다.
생생함을 살리기 위해, 맞춤법과 띄어쓰기 규칙에 맞춘 임의적인 수정을 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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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5개의 영역에 대해 많게는 12개, 적게는 4개의 반응이 나타났다.

<표 1>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의 영역별 유형과 대표반응
영역

자기
만족과
긍정적
사고

목표
설정
및
실행

관계에
대한
노력

유형

전
형
적

대표적 요약반응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그 자신이 그 상황에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하
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그자신이 그 상황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삶
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내
가 언급한 자기만족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다. 자신에게 힘든 일이나 과제가 주어진다고 해도 자신이 그 일이나 과제를 불평이
나 불만이 아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일이 매우 힘든 일일지
라도 그 사람은 힘든 줄 모르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매사에 어렵고 힘
든 일이 닥치더라도 웃는 얼굴로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복이란 이런 객관적인 수치로 규정하기 보다는 주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의 만족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행복의 잣대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자신의 행복하지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눠집니다. 하지만 이 행복
의 기준점은 바로 우리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긍정적으로
바꾼다면 행복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행복과 직
결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
고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게 된다면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전
형
적

변
동
적

삶의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노력하며 삶의 목표를
설계하여 자기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미래에 무엇을 하며 살아 갈 것인지 파악해
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미래에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파악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 내가 노력해야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끝없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내 삶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을 위한 과정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과 용기가 필요하다, 행복이란 누군가가 자신
에게 마법을 걸어서 행복을 주지 않는다, 즉 행복은 행복을 위한 과정과 노력 등이 필
요 하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시험을 100점 맞기 위해서 우리는 많을 노력과 열정을
투자해야 한다, 그 100점을 맞았을 때의 행복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행복
이란 자기가 하는 만큼의 노력으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난 행복이
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의 승리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항상 수양해야 할 것이다.
나 혼자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 삶이 의미 있어지고, ‘나에게 소중한 나’ 이상으로
타인에게 있어서 내가 소중한 존재로 기억된다면 성공적이고 행복한 내 삶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원만하고 신중하고 진실된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행복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 작은 것에서도 발견하고 느낄 수
가 있다. 주변에 대한 조그마한 관심과 배려 또한 작은 사랑에서 오는 것이기에 사랑
이란 자체를 조금씩만 나누어 줄 수가 있다면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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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기 위해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기
사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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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동
적

좋아
하는
일에의
몰입

이 모든 건 내 삶에서 안정과 여유를 찾아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주위
를 둘러보면 숨돌릴 틈도 없이 바쁘게 살고 싶지 않다. 한걸음 쉬어갈 수 있는 여유
를 갖고 살아갈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주는 나 자신의 선물이다.
내가 좋아하거나 관심있는 분야의 일을 하다보면 그 일에 몰두하게 되고, 그에서 자
기만족이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도 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변
동
적

어디까지나 하고싶은 것들을 하고 하기 싫은 것들은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어떤
매체에도 억눌리지 않고, 강요당하지 않으며, 내 마음이 가는 데로 내 손, 발이 가는
데로 움직이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눈보다 내 마음이 먼저 알아본 것을 행하
면 된다는 것입니다. 전 그 속에서 전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이 진술한 것을 정리한 결과로는 ‘자기 만족과 긍
정적 사고’가 중요하며 스스로 만족하는 긍정적 사고를 하려고 노력하는 학생이 12명으로서 가
장 많아 전형적인 반응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다음으로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이를 위해 실천
한다’고 진술한 학생이 8명으로 역시 전형적 반응으로 분류되었으며 ‘가족과 친구 등 관계의 소
중함을 인식하고 노력’하는 학생이 5명,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진술
한 학생이 4명,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한다’는 학생이 역시 4명으로 모두 변동적 반응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반응은 자신과 세상을 긍정하고 이 속에서 하는 자신의 내외적 경험을 소중히
알아차리고 돌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연구참여자들의 반응을 보면 자기만족과 긍정적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 주변을 돌아보고 소중히 여기는 확장이 일어나기가 더 쉬우며 자
신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노력 역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고 돌
보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한다는 반응을 함께 보여준
경우가 많았다. 그 외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기’,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봉사하기’와 같은 반응이 소수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작은 일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인
‘자기만족과 긍정적 사고’, ‘관계를 위한 노력’과 유사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2.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실천하는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과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관계

다음으로 행복의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자아존중감’, ‘낙관성’, ‘내외통제성’, ‘대인관
계’와 관련된 반응들을 찾아 나타난 사례수와 대표적 요약반응을 <표 2>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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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행복의 요인별 사례수와 대표반응
요인

사례수
(관련 영역별 빈도수)

대표적 요약반응

a. 나를 스스로 사랑하면 내 자신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어질 뿐만 아니
라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도 긍정적으
3
로 바뀐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다른
자아 (자기 사랑 및 돌봄 2
긍정정인 시각을 갖는 것을 연습중이다.
존중감 좋아하는 일에의 몰 b. 내가 소중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입고 하고 산다. 자신만의 스
입 1)
타일은 자신만이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라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내 스타일을 독특하다고 하지만 나는 그런 스타일이 좋고 그런 옷
들은 나에게 기쁨이고 활력소이다.
c. 자신에게 힘든 일이나 과제가 주어진다고 해도 자신이 그 일이나 과
제를 불평이나 불만이 아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해나간다
면 그 일이 매우 힘든 일일지라도 그 사람은 힘든 줄 모르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매사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
3
더라도 웃는 얼굴로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만족과 긍정적 사
d.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살아가
낙관성 고 1
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행복을 접하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관계에 대한 노력 1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친구들과 그저 웃고 떠드는 것 또
목표설정 및 실행 1)
한 작은 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나를 비롯하여 주변에 사람들이 건
강하다는 것 차제로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e.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며 '나는 행
복할 수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노력해 나간
다면 어떠한 상황도 극복 하지 못할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2
(목표설정 및 실행 3
내외 자기 사랑 및 돌봄 1
통제성 관계에 대한 노력 2
자기만족과 긍정적 사
고 6)

대인
관계

f. 행복이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또 행복과 의미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표 또한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g. 행복이라는 것은 개인이 남들과는 다른 객관적 조건을 가졌다한들
그 자신이 느끼는 것일 뿐 우리가 모여서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강
요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소중하다, 나는 소중하다 하고
자신에게 말해 주면 내게 있는 작은 것들도 모두 소중하고 행복해지
는 것 같아요.
h. 이제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할 때 조차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
로 나라는 점을 각인 시키고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할때마다 의식을
하면서 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i. 내가 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진다면 나는 그것을 약
하게 태어나게 한 부모님만 탓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허약한 몸일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더 강한 몸으로 만들려고 노력
하고 조금 더 발전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뿌듯해 하고 주위환경만
을 탓하지는 않을 것이다.

j. 자신에 대한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종교적인 사랑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이다. 어떠한 사랑이라도 상관없다. 만
3
약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다면, 결코 불행하다고 느끼는 일
(자기 사랑 및 돌봄 1
은 없을 것이다.
관계에 대한 노력 2) k. 조그마한 관심과 배려 또한 작은 사랑에서 오는 것이기에 사랑이란
자체를 조금씩만 나누어 줄 수가 있다면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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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 ‘낙관성’, ‘대인관계’와 관련된 반응이 각 3, ‘내외통제성’과 관련된 사례는 12개
가 발견되었다. ‘자아존중감’ 요인은 ‘자기사랑 및 돌봄’, ‘좋아하는 일에의 몰입’과, ‘낙관성’ 요
인은 ‘자기만족과 긍정적사고’, ‘관계에 대한 노력’, ‘목표설정 및 실행’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내외통제성’ 요인은 ‘목표설정 및 실행’, ‘자기 사랑 및 돌봄’, ‘관계에 대한 노력’, ‘자기만
족과 긍정적 사고’와 관련되며 이 중 ‘자기만족과 긍정적 사고’와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요인은 ‘자기사랑 및 돌봄’, ‘관계에 대한 노력’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 중 ‘자기사랑 및 돌봄’은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 ‘대인관계’ 요인
과, ‘자기만족 및 긍정적 사고’의 경우 ‘자아존중감’, ‘낙관성’, ‘내외통제성’과 관련되어 다양한
행복 요인과 관련되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사랑 및 돌봄’과 ‘자기 만족 및 긍정적 사
고’의 노력이 행복에 영향을 주는 가장 많은 요인과 관련되는 영역임을 의미한다.

IV.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실천하는 행복해 지기 위한 노력을 알아보고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행복의 요인과 이러한 노력의 관련을 탐구하였다. 대학생들의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CQR의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전형적 반응으로 ‘자기 만족과 긍정적 사고(12명)’, ‘목표 설정 및
실행(8명)’, 변동적 반응으로 ‘관계에 대한 노력(4명)’, ‘자기 사랑 및 돌봄(4명)’, ‘좋아하는 일에의
몰입(4명)’을 발견하였다.
이중 ‘자기만족과 긍정적 사고’는 자신과 관련된 현실에 대해 현실을 긍정적으로 왜곡하여 지
각하는 경향성으로서 자신의 행복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기고양 편향(Greenwald, 1980; Taylor
& Brown, 1994)으로 설명될 수 있다. 자기고양 편향은 자기존중감이 낮거나 심각한 우울에 시달
리는 사람들에 비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뚜렷이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Taylor &
Brown, 1994)이라는 점에서 가장 많은 대학생들이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으로서 ‘자기만족과 긍
정적 사고’에 주목하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기만족과 긍정적 사고는 임파워먼트와 관련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peland & Harris, 2000; Worell & Remer, 2003).
많은 대학생들이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으로 ‘목표 설정 및 실행’을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독일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행복감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
소로서 삶의 목표를 제시한 Headey의 연구(2008)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 분석을 통해 확
인한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행복지수에 ‘학업성취’가 포함된다고
밝힌 김신영․백혜정의 연구(2008), 학생들이 가장 행복한 성공이라고 여기는 바가 학업성취라
는 점을 보여준 김의철․박영신의 연구(2004) 등의 결과와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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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목표한 바에 대해 노력하여 그 목표한 바를 달성한 것으로서 대학생의 경우에도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학업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청소년 대상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관계에 대한 노력’ 역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 요인에 대해 탐구한 선
행연구결과들(구재선․김의철, 2006; 김의철․박영신, 2004; 임미향․김의철․박영신, 2006)과
일치하는 발견이다. ‘자기사랑 및 돌봄’은 아직까지 국내외에서 행복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발견되지 않은 요소인데, 대학생들이 ‘자기사랑 및 돌봄’과 ‘좋아하는 일에의 몰입’을 행복 증진
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함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여가참여동기와 행복의 관련
성을 밝힌 연구(남인수․남경완․김종철, 2009), 자기돌봄과 취미생활이 기혼 여성의 자존감을
증진한다는 관련성을 보여준 연구(김근식․윤옥화, 2009)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재확인하고 대학
생을 대상으로 노력과 실천의 측면에서 검증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많은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대학생들이 행복
해 지기 위해 노력하는 영역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내외통제성’과 관련된 사례는 12개가,
‘자아존중감’, ‘낙관성’, ‘대인관계’와 관련된 반응은 각 3개가 발견되었다. 선행연구의 행복 요인
중 ‘내외통제성’은 대학생의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 영역 중 ‘목표설정 및 실행’, ‘자기 사랑 및
돌봄’, ‘관계에 대한 노력’, ‘자기만족과 긍정적 사고’와 관련되었다. 선행연구의 ‘대인관계’ 요인
은 대학생의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의 영역 중 ‘자기사랑 및 돌봄’, ‘관계에 대한 노력’과, ‘자아존
중감’ 요인은 ‘자기사랑 및 돌봄’, ‘자기만족 및 긍정적 사고’와 관련되었으며 ‘낙관성’ 요인은 ‘자
기만족과 긍정적사고’, ‘관계에 대한 노력’, ‘목표설정 및 실행’과 관련되었다.
개인이 자신의 성공과 실패의 해석을 의미하는 내외통제성은 본 연구의 가장 많은 사례들과
관련되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내적통제성이 강
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으며(Argyle, 2001; 조설희, 2006; 하유진, 2007), 내외통제성이 자신감,
자존감, 죄책감, 수치감 등의 정서적 경험 및 개인적인 신념과 관련되며 개인의 성격, 자아관,
인생관, 미신에 대한 태도, 사건에 대한 대처, 성취에 관한 태도 및 노력 등 여러 가지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이훈구, 1980) ‘내적 통제성’ 요인이 대학생의 행복해지기 위한 노
력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내적 통제 신념을 가진 사람
이 외적 통제 신념을 가진 사람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이훈구, 1997; Argyle, 2001),
내적통제성과 행복이 정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김홍순, 2006; 이종신·문혁준, 2009;
조설희, 2006; 하유진, 2007; Argyle, 2001)을 지지한다.
‘자아존중감’ 요인이 대학생의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과 관련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행복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행복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행복과 자아존중감 사이의
정적 관계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수애, 2004; Heine & Lehman, 1995; Lyubomirsky, Tka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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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atteo, 2006; Veenhoven, 1994)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 요인과 행
복해지기 위한 노력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노력 중 ‘자기 사랑과 돌봄’, ‘자기 만족과 긍정
적 사고’의 노력과 특별히 관련됨을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낙관성’과 행복해
지기 위한 노력의 관련성 역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낙관성과 행복을 다룬 연구(김민정,
2006; 김완석․김영진, 1997; 이수경, 2003; 차경호․김명소, 2002)들이 낙관성과 행복과의 관계
성을 확인하였다는 점과 맥을 같이 한다. 낙관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이나 경험들의 원인
이 외부적이고 일시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있다고 귀인하는 반면 비관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이나 경험들의 원인이 내부적이고, 포괄적인 사실들에 있다고 귀인하므로(Buchanan &
Seligman, 1995) 낙관성이 높은 사람은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서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더
중요시하게 되고 따라서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더 잘 실천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행복을
증진하기가 더 유리해진다. ‘대인관계’가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과 관련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
역시 많은 선행연구들(박경혜, 2005; 신혜정, 2003; 이수애, 2004; Argyle, 2001; Lyubomirsky,
Tkach, & DiMatteo, 2006)에 의해 지지되는 결과이다.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행복해 지기위해 대학생들은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
기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노력은 ‘자기사랑과 돌봄’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첫째,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해
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를 지닌다. 행복의 요인을 탐색하고 각 요인
들과 행복의 관계를 살핀 연구들은 상당한 정도로 축적되어 왔지만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구
체적으로 탐색하고 행복이 요인과 이러한 노력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
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행복은 노력에 의해 증진되고 유지될 수
있다(Krakovsky, 2007; Seligman, 2004)는 주장이 서구를 중심으로 나타났지만 연구를 통해 이
를 실증한 연구가 드물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기울이는 노
력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노력이 선행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행복 요인들과 관련되
는지를 살펴본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둘째,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및 상담 조력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바람직한
요소들을 확인한 의미를 지닌다. 대학생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행복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요소로 확인된 자아존중감, 낙관성, 대인관계, 내외통제성이 모두 포함되
면서 프로그램 안에서 이들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행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이러한 4가지 요소를 모두 다룬 연구는 한편(장진우․이윤주, 2008)이 발견될 뿐, 자
존감과 낙관성을 다루거나(김경순, 2006; 유상란, 1988; Fordyce, 1983)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내
적통제성을 다루는(박숙경, 2003) 등 부분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또한 활동과 과제를 통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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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학생들이 행복해 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법이면서 행복의 요인들과 많은 관련을 지닌
노력으로 확인된 ‘자기 만족과 긍정적 사고’, ‘자기사랑 및 돌봄’, ‘관계에 대한 노력’, ‘목표 설정
및 실행’이 학습되고 실천되도록 하여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행복해지기 위한 노
력은 행복감과 밀접한 상관이 있으므로(장진우․이윤주, 2008) 대학생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및 상담에서는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으로서 효율성이 있는 방법을 학습하고 이를 실천하
도록 하는 부분이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북의 한 지역 소재 사립대학교의 일부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
학생들의 거주지역의 특성에 따라 재학중인 대학교의 수준과 제반 특성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
과가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특별시 지역 및 대표적 국공립대학교의 학생, 기타 지역의 전문대
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이들의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과 행복 요인과의 관련
성을 탐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약 한달여 동안에 대학생들이 작성한 주 자료로서 에세이와 온라인 토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들을 유형화하고 이러한 노력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행복 요인들과 관련되는 특징을 살펴 보았다. 따라서 이들 대학생들이 행복해 지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면서 이들의 행복감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행복 요인과의 관련성이 어떤 변화의 양상
을 보이는지를 탐색할 수는 없었다. 행복해 지기 위한 노력이 행복감의 증진과 관련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 대학생들의 행복해지기 위한 노
력을 1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추적하여 관찰하고 근거이론의 방법이나 내러티브 탐구방법
을 통해 분석하여 이러한 추이를 밝히는 시도를 해 볼 것을 권장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행복에 관한 에세이를 쓴 78명의 학생들 중 질적 분석이 가능할 만큼
충실하게 작성한 15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65명의 학생의 에세이는 분석에서 제외되어 에
세이를 충실히 작성하지 않은 학생들이 행복해 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연구결과에 반
영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들의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 중 자신의 노력을
인식하고 에세이에 담은 학생들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렇게 될 경우 성실하
고 책임감이 비교적 높은 학생들의 결과에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 행복해 지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인식하고 노력하는 부분을 인터뷰나 포커스
그룹 연구설계를 통해 포착하고 이를 분석한다면 행복해 지기 위한 대학생들의 노력을 더 폭넓
게 밝히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행복에 관심을 두면서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두어 대학생들의
행복감을 손상시키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 중 이들의 행복감 저하가 오래 지속되도록 영향을 주
는 부정적 요인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주식값의 변동, 전 사회적인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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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람들의 행복감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사태들이 있고 이러한 사태들에 의해 사람들의 행복
감은 분명한 영향을 받는다(Gibbs, 2009). 따라서 이러한 사태들에 당면하여 어떠한 행복의 요인
들이 흔들리고 행복하기 위한 노력 중 어떠한 것이 영향을 받는지, 다시 자신의 평균 수준의 행
복감으로 회복되는데 어떠한 요인들이 특별히 관련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대학생들의 행복감
과 행복의 요인들을 보다 명료하게,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행복 증진을 더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역경 극복에 관한 연구들은 긍정성이나
탄력성에 주목하기도 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행복감이 저하되는 순간들에 관
련된 사태, 여기에 작용하는 요인, 행복감 회복에 작용하는 요인들 등 행복 관련 위험요인, 취약
요인, 보호요인들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내적통제성은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에 관한 에세이 중 가장 많은 사례들
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학생 대상 행복증진 프로그램 연구 중 두 개의 연구에서만 다루
어졌다. 또한 이 연구들에서 내적통제성의 경우 프로그램의 효과로서 사전, 사후 검사간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박숙경, 2003), 사전사후 검사간 유의한 변화가 추
후검사 시점까지 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장진우·이윤주, 2008). 이들 연구는 내적통제
성이 행복의 증진과 유지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요인이지만 쉽게 변화하지 않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결과를 해석하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내적통제성이 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내적통제성과 행복의 관련성을 이론적으
로 명료하게 밝혀줄 수 있는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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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orts for becoming happy of college students
Lee, YoonJoo*1)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orts for becoming happy of college student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efforts and happiness factors on previous research findings.
For these, 112 college students' questionnaires were reviewed and 15 college students' essays
about efforts for becoming happy were analysed through CQR. And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factors and efforts for becoming
happy. A qualitative analysis revealed that the students reported 'satisfaction and positive
thinking' and 'goal setting and execution' as typical responses, and 'efforts fo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lf love and care' and 'immersion in self-imposed activity' as variant responses.
Happiness factors were related these efforts. 'Internal control' was related 'goal setting and
execution', 'self love and care', 'efforts fo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atisfaction and
positive thinking'. 'Optimism' was related to 'satisfaction and positive thinking', 'efforts fo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goal setting and execution'. 'Self esteem' was related to 'self
love and care' and 'immersion in self-imposed activ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was related
to 'self love and care' and 'efforts fo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ritical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ollege student, happiness, efforts for becoming happy

* Professor, Yeungnam University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