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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긍정정서와 몰입, 삶의 의미를 통하여 대학생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적 관계로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D광역시 K대학교 1, 2, 3, 4학년에 재학 중인 423
명의 대학생이다. 측정도구는 단축형 행복 척도,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 다차원 몰입 척도, 삶
의 의미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고자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대학생의 긍정정서와 삶의 의미는 각각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몰입은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대학생의 긍정정서가 몰입과 삶의 의미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의 몰입은 삶의 의미를 매개로 행복 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긍정정서에서 몰입과 삶의 의미를 매개로 몰입은 행복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삶의 의미는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섯째, 긍정정서와 행복 간의 매개요인으로 몰입과 삶의 의미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몰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완전매개효과로 추측해
보았을 때, 긍정정서를 시작으로 몰입에서 삶의 의미를 거쳐 행복에 간접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경
로를 볼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핵심변인인 긍정정서가 행복의 요건에
충족됨을 알 수 있었으며, 긍정정서를 향상시킬수록 대학생의 행복을 높이는데 효과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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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물론 사람마다 행복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과
느끼는 정도가 다르지만 자신의 삶에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을 질문했을 때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행복이다(Lyubomirsky, King, & Diener, 2005). 그렇다면 사람
들이 바라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 학자들 간에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Seligman (2004/2006)은 행복한 삶을 즐거운 삶, 몰입하는 삶, 의미 있는 삶의 합산으로 보았다. 하지만
Fredrickson (2001, 2008)의 확장 및 축적이론(broaden and build theory)을 적용해 보면 행복한 삶이 즐거운
삶과 몰입하는 삶, 의미 있는 삶의 합산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Seligman(2004/2006)에 의하면 행복한
삶을 형성하는 즐거운 삶의 핵심이 긍정정서이다. 하지만 Fredrickson(2008)의 확장 및 축적이론은 긍정
정서가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행동 목록을 확장시키며, 나아가 인간의 몰입이나 사고력, 그리
고 심리적 탄력성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자원이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평소 삶에서
경험하는 정서경험의 반응방식이 중요하며, 경험에는 반드시 주관적 해석이 개입된다. Fredrickson
(2009/2009)은 이 순간을 지렛점이라 칭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쫓아내는 최상의 방법은 긍정적인 대상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긍정
적이고 도움이 될 상황을 구축 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또한 긍정정서는 장기적으로 개인의 심리
적 자원을 축적시켜주고 행복과 같은 긍정정서를 다시 재 경험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이는 자신의
강점을 비롯해 긍정성을 확장시킬 때 즐거운 경험을 자주 그리고 잘 하는 사람이 행복해질 가능성이
크다(Fredrickson, 2008).
이러한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긍정정서가 핵심이 되는 즐거운 삶이 가장 선행하는 변인으로 작용한
다. 그리고 즐거운 삶이 몰입하는 삶이나 의미 있는 삶에도 영향을 주며, 다시 이들이 행복한 삶에 영
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긍정정서는 행복한 삶에 가장 선행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동시에
몰입하는 삶이나 의미 있는 삶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긍정정서는
행복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몰입하는 삶과 의미 있는 삶의 매개효과를 통해서 행복한
삶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몰입하는 삶과 의미 있는 삶의 관계에는 연관성이 있는 관련 된 선행연구가 없다. 하지만 학자
들의 주장에 의해 추측해보면 삶의 의미는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하고 획득할 때 얻을 수 있다고 한
다. 이때 가치 있는 삶은 즐거움을 바라는 것 이상으로 진정한 자기와 일치한다. 가치 있는 삶은 어떤
일에 몰입할 때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도 높일 수 있다(Reker & Wong, 1988; Waterman, 1993).
즉 몰입하는 삶에서 가치 있다고 느낀다면 나아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
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하나의 모형을 설정해 볼 수 있다. 긍정정서는 독립변인으로서 모형의 시작점
이 된다. 긍정정서가 종속변인인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긍정정서를 거쳐 매개변인으로 정
한 몰입과 삶의 의미를 통해 행복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정하였다. 또한 긍정정서와 몰입,
삶의 의미를 모두 거쳤을 때 행복에 영향을 주는 모형을 상정해볼 수 있다. 즉 긍정정서를 변인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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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선도 하는 독립변인으로 두고 몰입과 삶의 의미를 매개(간접효과)로 두어 종속변인인 행복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모형을 상정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모형이 경험적으로 타당한지 연구하는 데 있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중간단계인 대학생은 과도기적 시기를 겪으면서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자아정체감
확립, 심리․환경적 변화 등 다양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느낀다. 대한민국 입시 위주의 특수한 환경 속에

․

서 청소년기를 보내며,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생활로 인해 중 고등학교 때보다 대학 입학 후 자아정체
성에 대한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경험한다(박종환, 2008; 이은희, 2004). 하지만 전 세계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자신의 삶에서 행복(69%)과 삶의 만족(62%)이 제일 중요하게 보았고 대다수 학생들
은 돈보다 행복에 더 가치를 둔다고 하였다(Suh et al., 1998). 이는 대학생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마주
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지만 행복한 삶을 원함은 분명하다. 발달단계에서 대학 시절은 매우
중요하며, 이 시기를 적응하지 못한다면 이후 독립된 성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어렵게 된다(김화
자, 1998; 이보라, 김미애, 이기학, 2005). 대학생의 행복은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
과 사회 전반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이수진, 2009).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해야 하는 대학생이
행복한 삶을 위해 어떤 요인이 행복과 관련이 되는지와 그들이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어떤 노력이 필
요한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장진우, 이윤주, 2009; Lyubomirsky, 2007/2008).
지금까지 행복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살펴 본 결과 Seligman(2004/2006)의 행복 요소

․

인 즐거운 삶, 몰입하는 삶, 의미 있는 삶을 Fredrickson(2001)의 확장 및 축적이론에 의해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보았다. 행복을 쉽고 빠르게 느낄 수 있는 긍정정서를 독립변인
으로 두고 몰입과 삶의 의미를 매개(간접효과)로 두어 종속변인인 행복으로 가는 모형을 설정해 볼 수
있었다. 긍정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모형이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경험
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복한 삶의 요소인 즐거운 삶, 몰입하는 삶,

․

의미 있는 삶을 가지고 확장 및 축적이론에 의거하여 대학생의 행복에 직 간접적으로 유의한 구조적
관계가 있는지 타당성을 검증하고자한다.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학자들의 논리적인 주장에 의해 긍정정서가 몰입과 삶의 의미를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긍정정서와 몰입, 삶의 의미는 행복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김희정, 2009; 이미혜, 2013; 이현정, 2008),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정서, 몰입, 삶의 의미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희정,
2009; 이미혜, 2013).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Fredrickson(2008)의 확장 및 축적이론에 의거해 긍정정서가 행복에 가장 선행하
는 변인으로 몰입과 삶의 의미,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긍정정서를 거쳐 몰입과 삶의
의미를 통해 행복에 간접적인 영향까지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는 긍정정서가 몰입을
통해 행복과 연관 될 수 있으며(Csikszentmihalyi, 1990, 1997b, 2000), 긍정정서는 삶의 의미를 통해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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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과 관련되어 있다(King et al., 2006; King & Napa, 1998; Suh et al., 1998)는 주장에 의해 긍정정서와 함께
할 때 행복에 더 큰 의미를 가져 올 것이라고 추측해 보았다. 그리고 몰입과 삶의 의미는 직접적인 관
련 연구는 없으나 학자들의 주장에 의해 몰입 후 가치를 느낀다면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Reker & Wong, 1988; Waterman, 1993).
따라서 긍정정서는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몰입과 삶의 의미를 통해 행복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연구모형을 상정 할 수 있다.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대학생의 긍정정서, 몰입,
삶의 의미와 행복간의 구조적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광역시에 소재한 K대학교의 1, 2, 3,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총 440부를 배
부하여 회수하였으며 회수 된 설문지에서 불성실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17부를 제외한 423부의 설문지
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학년별, 성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학년별, 성별 분포

단위: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1학년

90(21.3)

66(15.6)

156(36.9)

2학년

26(6.1)

81(19.1)

107(25.3)

3학년

19(4.5)

49(11.6)

68(16.1)

4학년

46(10.9)

46(10.9)

92(21.7)

합계

181(42.8)

242(57.2)

4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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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단축형 행복 척도
본 연구에서는 서은국, 구재선(2011)의 단축형 행복 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를 사용하였다. 행복 경험을 이루는 세 가지 요인인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각각 3문항씩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항은 만족감을 측정하는 3개의 문항과 긍정적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긍정적 정서 3문항, 부정적 정서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7점 Likert
척도로 만족도에 대한 문항(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과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에
대한 문항(1점: 전혀 느끼지 않다, 7점: 항상 느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축형 행복 척도의 점수 계산은 만족도 점수와 긍정정서 점수를 더하고 부정정서 점수를 빼는 방
식으로 이루어지며 최고 39점에서 최저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Cronbach’s α)는 <표 2>와 같다.

<표 2> 단축형 행복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척도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만족도

1, 2, 3

3

.844

긍정적 정서

4, 5, 6

3

.851

부정적 정서

7, 8, 9

3

.767

9

.846

계

2)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
본 연구에서는 긍정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Watson과 Clark, Tellegen(1988)이 개발한 정적정서 및 부적
정서(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가 타당화한 한국
판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정적정서와 부적정서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
는 정적정서 경험에 대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정적정서에서 “기민한(alert) 문항”은 번역을 통
해 부적정서로 분류되었다가 정적정서 요인에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 번역 내용의 재검토가 필요하
며, 의미 전달에 있어 어려움이 보인다(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민한 문
항을 제외한 정적정서 9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설문은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이 느끼는
기분의 정도를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많이 그렇다(5점)까지 측정한다. 본 연
구에서 Cronbach's α와 문항구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요인
긍정정서

문항번호
1, 4, 7, 8, 11,
13, 16,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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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수

Cronbach’s α

9

.857

현실치료연구, 제6권 제1호
3) 다차원적 몰입 척도
본 연구에서는 몰입(Flow)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유영달(2000)이 제작한 다차원적 몰입척도를 사용하였
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전혀 없음(1점)에서 매우 많이 느낌(7점)까지 측정하며, 총 범위는 125점
에서 195점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와 문항구성은 <표 4>와 같다.

<표 4> 다차원 몰입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몰입

1 ~ 53

53

.855

4) 삶의 의미 척도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하여 Steger, Frazier, Oishi와 Kaler(2004)이 개발한 삶의 의미
척도를 원두리와 김교헌, 권선중(200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삶의 의미 척도는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는 관점인 의미발견과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지향과 추동인 의미 추구라는 두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 마다 5문항씩 전체 10문항의 7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언제나 그렇다(7점)까지로 이루어진 자기 보고식 검사이며 총점 범위는 10점에서 50점이다. 본 연
구에서 Cronbach’s α와 문항구성은 <표 5>와 같다.

<표 5> 삶의 의미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척도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의미발견

1, 4, 5, 6, 9

5

.921

의미추구

2, 3, 7, 8, 10

5

.912

10

.929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D광역시에 소재한 K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6년 9월 19일에서 22일 사이에 설문지 배부와 회수가 이루어졌다. 먼저 수업을 담당하시는 교수님
께 연락을 드려 사전에 양해를 구한 후 조사의 목적, 방법, 주의사항을 설명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행복, 긍정정서, 몰입, 삶의 의미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설문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소요되었다. 총 440부를 배부하여 회수 된 설문지는 436부이며 그 중 4개의 척도 중 응답하지 않은 척
도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3부를 제외하여 총 423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 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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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빈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변인별 정상분포 조건을 검증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
하였다.
셋째,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구하였다.
넷째, 각 변인들 간 구조분석 모형의 적합도 평가 및 구조경로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각 변인들 간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효과분해를 실시하였다.
여섯째, 긍정정서와 행복간의 관계에서 몰입과 삶의 의미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는 긍정정서, 몰입, 삶의 의미, 행복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변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변인별 정상분포 조건을 검증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잠재변인

측정변인

M

긍정정서

긍정정서

24.90

몰입

몰입

삶의
의미

행복

Skewness

Kurtosis

6.68

-0.13

-0.34

157.32

18.41

-0.36

0.12

의미 추구

26.06

5.83

-0.53

-0.05

의미 발견

23.63

6.76

-0.35

-0.46

만족감

14.64

3.57

-0.51

0.39

긍정적 정서

14.70

3.70

-0.34

-0.20

부정적 정서

10.43

4.01

0.24

-0.37

SD

<표 6>에 따르면, 각 변인들은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정상분포 조건(왜도 < 2, 첨도 < 4)을 고려했
을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정상분포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의 적격성이 가정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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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긍정정서, 몰입, 삶의 의미, 행복 간에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와 같다.

<표 7> 긍정정서, 몰입, 삶의 의미, 행복 간의 상관관계
1
1. 긍정정서
2. 몰입

**

2

3

4

5

6

7

1
.584**

1

3. 의미추구

**

.350

.412**

1

4. 의미발견

.494**

.514**

.627**

**

**

**

1

5. 만족감

.497

.406

.383

.597**

1

6. 긍정적정서

.495**

.333**

.312**

.468**

.641**

1

7. 부정적정서

-.253**

-.150**

-.191**

-.247**

-.300**

-.337**

1

p < .01.

긍정정서와 몰입은 행복의 하위영역인 만족감, 긍정적 정서와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부정적 정서와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 하위영역인 의미추구와 의
미발견은 행복의 하위영역인 만족감, 긍정적 정서와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
적 정서와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행복 관련 변인 연구모형의 구조 분석
1) 행복 관련 변인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긍정정서를 독립변인, 몰입과 삶의 의미를 매개변인, 행복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구조
방정식 모형을 설정한 행복 관련 변인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하여
절대적합지수인   , RMSEA, 증분적합지수인 TLI, CFI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산출된
적합도 지수는 <표 8>과 같다.

<표 8> 행복 관련 변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df

 /df

RMSEA

TLI

CFI

연구모형

19.71

10

1.97

.048

.981

.991

<표 8>에 제시된 결과로는 연구모형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모형이 모집단 자료에 부적합할 가능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RMSEA값은 .048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으며, TLI값은 .981, CFI값은 .991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df, RMSEA, TLI, CFI 지수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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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복 관련 변인 연구모형은 수용가능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2) 행복 관련 변인 연구모형의 구조경로와 유효성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행복 관련 변인 구조경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경로 추정치(estimate)를
산출하였고, 표준화계수(β)와 임계율(C.R.)을 제시하였다. 임계율은 회귀분석에서의 t값과 같으므로, 양측
검증 임계치인 1.96보다 임계율의 절댓값이 크면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행복 관련 변인 연구모형의
구조경로 추정치를 산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행복 관련 변인 연구모형의 구조경로 추정치
Estimate

S.E.

β

C.R.

p

몰입

1.609

0.109

0.584

14.770

0.000

삶의

0.178

0.033

0.307

5.428

0.000

의미

0.079

0.012

0.374

6.388

0.000

0.158

0.025

0.350

6.328

0.000

0.008

0.009

0.048

0.846

0.398

0.430

0.052

0.554

8.227

0.000

경로
긍정정서
긍정정서
몰입
긍정정서
몰입
삶의 의미

→
→
→
→
→
→

행복

<표 9>에 따르면, 긍정정서가 몰입에 대한 경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정서와 몰입이
삶의 의미에 대한 경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에 대한 상대적 예측력은 몰입(β =
.374), 긍정정서(β = .307)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정서, 삶의 의미가 행복에 대한 경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몰입이 행복에 대한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에 대한
상대적 예측력은 삶의 의미(β = .554), 긍정정서(β = .350)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 2]
와 같다.
몰입
몰입
.584***
긍정정서

.350***

.307***

.048

행복
.374***
삶의
.554***

만족감
긍정적정서
부정적정서

의미
의미추구

주.
***

의미발견

→ 유의한 경로, ⤏ 유의하지 않는 경로

p < .001.

[그림 2] 행복 관련 변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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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복 관련 변인 효과분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기여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긍정정서, 삶의 의미가
행복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를 살펴보았다. 행복 관련 변인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계수의
효과를 분해한 결과는 <표 10>와 같다.

<표 10> 행복관련 변인 연구모형의 효과분해
경로
긍정정서
긍정정서
몰입
긍정정서
몰입
삶의 의미
***

전체효과

→
→
→
→
→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몰입

0.584

0.584

삶의

0.525***

0.307***

의미

0.374***

0.374***

0.613***

0.350***

0.263***

0.255***

0.048

0.207***

0.554***

0.554***

행복

0.218***

p < .001.

<표 10>를 토대로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정서의 전체효과는 .525, 몰입의 전체효과는 .374
로 나타났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
인은 긍정정서(전체효과 = .613), 삶의 의미(전체효과 = .554) 순으로 나타났다.
4) 몰입과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긍정정서와 행복 간의 관계에서 몰입과 삶의 의미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몰입과 삶의 의미 매개효과
경로

→ 몰입 → 행복
긍정정서 → 삶의 의미 → 행복
긍정정서 → 몰입 → 삶의 의미 → 행복
긍정정서

계수

표준오차

p

.085

.034

.148

.265

.039

.002

.242

.031

.002

→ 몰입 → 행복 경로에서 몰입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긍정정서 → 삶의 의미 → 행복 경로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와 긍정정서
→ 몰입 → 삶의 의미 → 행복 경로에서 몰입과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에 따르면, 긍정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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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긍정정서, 몰입, 삶의 의미 그리고 행복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42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긍정정서는 몰입과 삶의 의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긍정정서와 삶의 의미는 행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긍정정서와 행복을 매개로 삶의 의미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몰입은 간
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몰입과 행복 간에 삶의 의미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긍정정서, 몰입, 삶의 의미를 모두 거쳤을 때 행복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
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긍정정서, 몰입과 삶의 의미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
과 긍정정서와 삶의 의미는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으나 몰입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긍정정서와 삶의 의미는 이현정(2008), 김희정(2009), 이미혜(2013)의 선행 논문들
과 일치한다. 또한 Seligman(2003/2004)이 긍정정서를 자주 경험할수록 풍요로운 삶(행복한 삶)을 산다고
주장한 점과 Zika와 Chamberlain(1992)이 주장한 삶의 의미는 주관적 안녕감과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
다고 한 점이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몰입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기
보다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 판사 등의 높은 지위의 고수입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이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투자와 노력, 인내가 필요하다. 한 곳에 몰입하여 집중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 순간에는 기쁘고 다양한 긍정정서들이 표현될 수 있지만 이후 지속
적으로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진다. 그 예로 신문기사에서 공무원의 자살에 관한 기사를 접
했다. 2016년이 반년도 채 되지 않아 공무원 3명이 자살을 했고 그 이유는 17일 이상 초과근무와 과로,
불안장애, 체중감소가 원인이었다(남형도, 2016). 이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기회비용을 감수하며 공무
원시험에 몰입한 결과가 항상 행복한 결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대학생의 긍정정서는 몰입 및 삶의 의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긍정정서에 몰입과 삶의 의미는 직접적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Seligman
과 Csikszentmihalyi(2000)의 주장에 의해 몰입 경험은 즐거움이라는 긍정정서와 연관이 되어있다는 사실
과 긍정정서 경험은 삶의 목표를 더 잘 개발하게 하며 의미발견을 촉진한다는 선행연구(Fredrickson et
al., 2003; King et al., 2006)를 통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 대학생의 몰입은 삶의 의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몰입
은 삶의 의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Reker과 Wong(1988)이 주장한 삶의 의미는 가치
있는 삶을 목표로 추구할 때 얻을 수 있다는 점과 Waterman(1993)이 주장한 몰입하는 삶에서도 가치
있는 삶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몰입 할 때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들의 주장에 의거해 몰입하는 삶
에서 가치 있다고 느낀다면 나아가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 의견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
냈다. 또한 대학생의 특성이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걸친 과도기적 특성에 의하여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어떤 무언가에 몰입했을 때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난다면 보다 자신의 삶에 의미를 가질 것이라
추측해보았고 결과와도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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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대학생의 긍정정서는 몰입 및 삶의 의미를 매개로 행복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긍정정서는 몰입을 매개로 행복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삶의
의미는 행복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삶의 의미는 긍정정서가 실제로 우리
목표량을 도와주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도록 하며, 삶의 의미는 행복으로 가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는 학자들의 연구가 있다(King & Napa, 1998; Zika & Chamberlain, 1992). 이는 본 연구와 일치하게
삶의 의미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몰입의 경우 첫 번째에서 언급했듯이 행복으
로 가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다섯 번째에서
자세히 언급 할 내용이지만 몰입이 삶의 의미를 거친다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는 완전매개효과로 추측해본다면 몰입과 행복 간의 서먹한 둘 사이를 삶의 의미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말한다. 즉 몰입과 행복은 직접적으로 가기는 힘들지만 삶의 의미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삶의 의미가 몰입을 통해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
구심이 들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로는 몰입이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하나의 경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몰입은 삶의 의미를 매개했을 때 행복으로 가는 경로
가 더욱 의미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 째, 대학생의 몰입이 삶의 의미를 매개로 행복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몰입이 행복으로 향할 때 삶의 의미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sikszentmihalyi(1997b, 2000)가 주장한 몰입경험은 행복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경험이라 주장하면서 몰입
경험의 누적은 개인의 행복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또한 긍정적인 몰입 경험을 통해 삶을 훌륭하게 가
꾸어주고 개인을 각성시키고 성장시키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본 연구결과가 일치한다(Csikszentmihalyi, 1990). 특히 삶의 의미가 몰입과 행복 안에 간접적인 역
할을 하지만 긍정정서→ 몰입→ 삶의 의미→ 행복으로 가는 경로로 보았을 때 Seligman(2004/2006)이 주
장한 즐거운 삶, 몰입하는 삶, 의미 있는 삶이 어우러지면서 기존의 완전한 행복에 머무른다는 주장과
본 연구결과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행복이 긍정정서와 몰입, 삶의 의미의 변인
들에 의해서 직접적이고 일부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대학생의 행복에 대하여 생각 해 볼 때 한 가지의 심리적 변인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긍정정서,
몰입, 삶의 의미 등 여러 가지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몰입이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으나 완전매개효과로 추측해보았을 때 몰입에서 삶
의 의미를 거쳐 행복에 간접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경로를 볼 수 있었다. 특히 몰입과 삶의 의미가
연관된 선행논문을 찾을 수 없었으며, 몰입에서 삶의 의미를 거쳐 행복으로 가는 경로가 완전매개효과
를 입증하는 추후 연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핵심변인으로 두
었던 긍정정서가 행복의 요건에 충족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대학생의 행복 증진을 목적으로 긍정
정서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 했을 때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D광역시에 소재한 K대학교 1, 2, 3,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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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사전에 교수님들께 양해를 드린 후 수업 시간 전 후로 설문을 배부하는 데 있어 성별 및 학년의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 결과를 전국 대학생에게 확대 해석하여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 학년, 더 넓은 의미에 지역까지 잘 고려하여 표본을 다양하게 하여 공평
하게 표집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성별에 따른 양상이나 남녀를 구분하여 연구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구조적관계를 알아보고자 행복 하위 척도를 구하는데 있어 독립변인과 중복된다.
이는 행복의 하위 척도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같은 구성개념을 측정 하는데 한계점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척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모형에서는 몰입이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만, 긍정정서와 행복의 매개요인으
로는 몰입이 간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많은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몰입이 긍정
정서와 행복에 간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긍정
정서, 몰입, 삶의 의미와 행복 간의 구조적 관계를 완벽하게 이해하기에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여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이 요인으로 긍정정서, 몰입, 삶의 의미를 다루었
지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심리적 요인들이 존재한다. 이에 따른 복합적이고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긍정정서와 행복에서 몰입이 간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지만, 긍정정서, 몰
입, 삶의 의미는 각각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삶의 의미는 긍정정서와 몰입의 매개요인으로
행복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긍정정서와 행복 간에 몰입, 삶의 의미를
매개로 두었을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Seligman(2004/2006)의 주장에도 뒷받침 된다. 이는 대
학생의 행복을 높이는 데 긍정정서가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긍정정서 훈련을 활성화
시켜 이를 통해 행복을 향상시키고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더 나아가 대학생뿐만 아
니라 행복을 원하는 모두에게 각자의 삶에서 생각해보고 실천 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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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Positive Emotion, Flow,
Meaning of Life and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Bo-Ra Lee

Jae-Hwang Park
Kei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positive emotion, flow, meaning of life
and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423 university students of the K
University in Daegu, South Korea. The instruments used were the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Scale,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ale, the Multi-dimensional Flow Scale, and the Meaning of Life Scal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the SPSS 23.0 and AMOS 23.0.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university students’ positive emotion and meaning of life had a direct impact
on happiness, but flow did not have a direct impact upon happiness. Second, positive emotions of university
students did not affect happiness through flow, but influenced happiness indirectly meaning of life. Third; it
showed that flow would have an indirect effect on happiness through the meaning of life. Fourth, positive
emotions were found to affect happiness through flow and meaning of lif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positive emotion would be the most important variable among the three variables, thet is positive emotions, flow,
and meaning of life, for university students’ happiness. This suggests that facilitating positive emotions of university
students should go first to enhance their happiness.

Key words : happiness, positive emotion, flow, meaning of life, university students, structural relations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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