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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감사일지쓰기가 초등학생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감사일지쓰기 프
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유사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2개 학급을
선정하여 각각 실험집단(31명)과 비교집단(29명)으로 배정하고 감사성향과 행복감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4주간 매일 아침 자습시간 10분 동안 감사일지를 쓰게 한 실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비교
집단의 감사성향과 행복감을 사후검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감사일지쓰기가 초등학생의 감사성향과
행복감 증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감사성향 척도와 자존감, 낙관주의,
친구관계, 가정환경의 하위요인들로 구성된 행복감 검사를 사용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
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를 분석한 결과, 감사일지쓰기를 한 실험집단은 사전 감사성향과 행복감
전체와 하위요인 점수들이 사후검사에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비교집단은 사
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의 변화가 없었다. 실험집단의 사후 소감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감사일지쓰
기를 통해 감사대상이 많아지고 긍정적 정서경험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일지쓰기 프로그
램의 긍정적 효과를 바람직한 인성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주제어 : 감사일지쓰기, 감사성향, 행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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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 전반에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화두의 하나로 삶의 질, 행복과 안
녕(wellbeing)이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안녕이라는 말이 보편화 되었으며, 학계에서도 행복, 심리
적 안녕, 주관적 안녕, 주관적 삶의 질, 긍정심리학 등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그러나 행복에 관한 높은 관심과는 대조적으로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
소에 따르면 2013년 대한민국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
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지난 5년간 계속된 현상이라고 하였다(경향신문. 2013. 5. 2).
이러한 현실에서 아이들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핵심주체인 학교에서
는 이들이 행복한 성인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고 하겠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복한 일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Compton, 2005). 긍정심리학자들은 행복이란
외부 조건이나 우연한 행운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잠재된 재능과 특성을 찾아내어 개발하는 것이
므로, 이러한 행복과 관련된 개인의 재능과 특성, 즉 행복을 위한 대표적 강점(signature strength)
을 알아내어 꾸준히 연습하면 행복 수준은 향상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Peterson & Seligman,
2004), 따라서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이나 중재를 위한 노력이 의미있는 것임을 강조하였
다(Seligman, Steen, Park, & Peterson, 2005).
그렇다면 행복을 위한 강점 중에서도 어떤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행복감을 효과적으로 증
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Seligman(2006)은 강점을 활용한 행복증진을 위해서
개인에게 있어 빈도가 가장 높은 대표 강점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활용하기를 제안하는데
그 중에서도 감사와 같은 정서적 강점이 행복과 높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Seligman, Park과
Peterson(2005)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의 경우, 가장 빈번하게 보고하는 강점이 감사인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감사하는 마
음을 습관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행복감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Fredrickson(1998)과 Seligman(2004)이 지적했듯이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는 이후 성
인이 된 이후까지 개인의 삶에서의 행복에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행복감을 경험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의 특
성을 고려한 행복 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속에서 행복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감사일지쓰기를 택하고 이러한 활
동이 초등학교 아동들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즉,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매일 매일의 감사일지를 쓰게 하여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습관을 키우면 아동들이 보다 행복하
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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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초등학교 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감사일지쓰기라는 긍정적인 경험과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글쓰기를 경험한 실험집단의 아동들이 감사성향과 행복감이 유의미하게 증진될 것이라는 가설
을 검증하기 위해 하루에 10분씩 4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일지쓰기를 경험한 실험집단은 감사성향이 높아질 것이나,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
은 비교집단은 감사성향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둘째, 감사일지쓰기를 경험한 실험집단은 행복감이 높아질 것이나,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은
비교집단은 행복감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행복감
행복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Diener(1984)는 일상적인 행복에 대응하는 주관적인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를 사용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안녕감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나 부정적
인 경험을 중재하고 아동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보아야 한
다(Park, 2004). Diener(2000)에 따르면 주관적 안녕감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평가로
삶에 대한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긍정
적 정서를 많이 느끼며, 부정적인 정서를 적게 느끼는 것이 높은 행복의 상태이다. 따라서 행복
감과 주관적 안녕감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맥락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Seligman을 비롯하여 긍정심리학을 주도하는 연구자들은 ‘행복(happiness)’이라는 용어가 과학적
으로 다루기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서 행복은 긍정적인 정서와 기쁨
(positive emotion and pleasure; 즐거운 삶), 참여(engagement; 참여적인 삶), 의미(meaning; 의미있는
삶)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접근해야 보다 잘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Seligman의 견해를
지지한다(Seligman, Steen, Park, & Peterson; 2005). 이 연구자들은 사람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유형에 따라 분명히 구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모
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행복은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원인이 되는 것이며 단순히 기분 좋은 것 이상의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이어서,
행복한 사람은 더 건강하고, 더 성공적이고, 사회적 참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행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을 측정해야 하고 과학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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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위해서는 행복감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 동안 행복을 연구
해 온 심리학자들은 행복의 내용,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행복을 잘 예측하는 요인들을 중
심으로 행복감에 대한 측정을 시도하였다(Seligman, et al., 2005). 이러한 접근들 중에서 심리학자
들의 주목을 많이 받아온 것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서 Ryff와 Keyes(1995)는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의 하위 구성요인으로 자기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숙달,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을 포함시켰다. 한편 Compton(2005)은 긍정적 자존감, 지각된
통제감, 외향성, 낙관주의, 긍정적 대인관계를 행복감 측정에 포함시킴으로써 Ryff와 Keyes(1995)
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은 외향성과 낙관주의라는 성격 특성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자기수용
이나 긍정적 대인관계와 외향성이나 낙관주의는 서로 상관이 있는 특성이므로 두 척도가 유사
한 구성요인을 다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이러한 척도들은 대학생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용된 것으로
아동들에게도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정화(2005)는 초등학생 대상의 행복감 측정도구 개발
과정에서 가정환경, 자아특성, 능력, 대인관계 4가지를 행복감의 주된 요소로 확인하였다. 반면
에 강영하(2008)는 암묵적 접근 방법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행복감의 구성요인으로 자
존감, 낙관주의, 친구관계, 가정환경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후 강영하(2012)는 또 다시 암
묵적 접근을 통해 행복감의 맥락-특수적 특성을 고려한 초등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행복
감을 탐색하였다. 결과적으로 학교 행복감은 자존감, 낙천주의, 친구관계에 대한 긍정적 지각,
배려심, 교사관계에 대한 긍정적 지각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학
교 행복감은 이전 연구에서 제시했던 것과 달리 배려심과 교사관계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 추가
되고 가정환경 요인은 제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생활이라는 맥락 속에서 아동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일반적인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것과는 구별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면 자존감은 행복과 높은 상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예: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Emmons & Diener, 1985; Rosenberg, 1995), 낙관성은 행복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성격요인인 것으로 나타난다(Compton, 2005; Diener, 1984; Diener et al., 1999; Myers
& Diener, 1995;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또한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은 행복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관계성이라
는 기본심리욕구와 관련된 이론에서도 많이 보고되는 사실이다(예: Ryan & Deci, 2002). 따라서
아동들이 학교에서 친밀한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교사와의 관계성에 대한 욕구가 만족되면 행복
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가정환경이 아동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데 영향
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가정은 부모나 형제 혹은 친지들과 함께하는 삶
의 기초 공간으로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가정 속에서의 생활경험은 가장 기본적인
심리적 안녕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실제로 고영미(2010)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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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장 행복했었던 경험으로는 가족과의 활동경험을, 행복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부모님이고, 행복하기 위해 부모님이 가장 필요하다고 대답하여 아동의 행복감에 부모님이 미치
는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2. 초등학생의 행복감 연구
와 Geraghty(2010)의 메타연구에서 지적했듯이 감사와 안녕에 관한 연구는 주로
대학생 및 성인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 진행된 Froh, Kashdan, Ozimkowski와
Miller(2009: Wood et al., 2010에서 재인용)와 Froh, Yurkewicz와 Kashdan(2009: Wood et al., 2010에
서 재인용)의 연구에서 11-13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역시 감사는 희망, 용서, 자
부심, 만족, 낙관성, 영감과 전반적인 긍정적 감정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아동의 권리 신장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내에서도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행복감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연화(2007)의 연구를 보면 아동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정서나 마음이 필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Park(2004)은 행복감이
아동ㆍ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부정적 경험을 중재하고 바람직한 심리적 성격을 형성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며 행복감 증진을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행복감이 낮은 학생은 우울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대인관계 같이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반면, 행복감이 높은 학생은 문제해결력이 높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스트레스에 탄력적
인 경향을 보이며, 신체적ㆍ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고 한다. 행복감은 또한 부모의 비지지적인
양육태도와 또래 관계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중재하며 우울과 자살을 예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인생에 있어서 어린 시기부터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은 이후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아동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교실에서 보내면서 기대와 습관
을 만들어 간다(권석만, 2008). Seligman(2006)은 인생이나 사물을 보는 시각은 어린 시절에 형성
되고, 숙달되면 스스로 유지하는 속성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초등학교시기에 충분한 행복감
의 경험은 아이들의 삶을 보다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효과적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초등학생들의 행복감은 높지 않으며, 아동․청소년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초등학생의 행복감 수준을 학년에 따라 분석한 연구(신명덕,
2007; 조성연, 신혜형, 최미숙, 최혜영, 2009)에 의하면 1학년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그
이후 계속 감소하여 6학년이 가장 낮은 행복감 수준을 나타냄을 보여주었다. 전반적인 행복감
수준은 고학년과 저학년 간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고학년은 모두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
준의 행복감을 나타내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업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가 주요 원인일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Wood, F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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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긍정적 정서에 대한 포괄적 설명과는 대비되는 긍정적인 정서 경험의 확장
및 축적 이론(broaden-and-build theory)을 제안하였다. 그는 긍정적인 정서 경험은 개인이 앞으로
다가올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할 인지적, 행동적 활동을 조장하는
사고를 확장시킨다고 주장했다. Seligman(2006)은 특히 유아기나 아동기에 긍정정인 정서를 증가
시키면 긍정적인 정서가 연쇄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긍정적인 정서는 성격적 강점보다 먼저 나
타나며, 강점 계발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아동기에 형성되어진 행복감이 성인기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가정과 학교 환경을 만들어서 보다
많은 긍정적인 정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Fredrickson(2001)

3. 감사와 행복감
감사(gratitude)의 경험과 표현은 인간의 성격과 사회생활 측면에서 기본적이고 바람직한 것이
며, 다양한 종교에서도 감사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에 유익한 것으로 여긴다
(Emmons & McCullough, 2003). 이처럼 감사에 대한 관심은 보편적이나 감사에 대한 개념화는 학
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감사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도움을 준 대상을 향한
고마움을 나타내는 정서(emotion)로 개념화되기도 하고, 혹은 개인이 세상 속에서 긍정적인 것들
을 인지하고 고마워하는 삶의 지향성(life orientation)으로 개념화되기도 한다(Wood et al., 2010).
후자의 경우는 감사를 개인의 비교적 일반적인 경향성으로 보아 정의적인 특질(affective trait)로
개념화하는 접근으로, 일상적으로 표현되는 고마움의 표시 이상으로 보는 것이다(Wood et al.,
2010).

이러한 접근에서 개인의 감사수준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 연구로 McCullough, Emmons와
Tsang(2002)의 감사설문지(Gratitude Questionnaire-6; GQ-6) 개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자들은 감사
를 정의적인 성격특성으로 보아 감사성향(grateful disposition)이라는 성격으로 개념화하였다. 감사
성향은 비교적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정의적 특질로, 긍정적 경험을 하거나 긍정적 결과를 얻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공헌을 인식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반응하는 일반화된 경향성을 뜻한다
(McCullough et al., 2002). 시간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아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으로 평가되는 감
사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외향성, 성실성, 긍정적 정서, 낙관성과 같
은 긍정적 특성을 더 많이 보이며, 삶에 대한 만족감과 안녕감은 높았으나, 우울감, 불안, 고독
과 스트레스, 정서적 민감성과 같은 부정적 특성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McCullough et al.,
2002). 이처럼 감사성향은 유연한 대인관계 및 친사회적 행동과는 정적인 관계가 있으나 시기심
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는 부적인 관계가 있다. 이런 감사성향을 함양시키기 위한 노력은 어려움
에 대처하여 살아가는 것을 증진시키는데 더욱 효과적(Fredrikson, Tugade, Waugh, & Larki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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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감사성향은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이다.
최근에 Wood 등(2010)이 감사와 안녕감 관련 연구들을 종합한 메타분석 결과에서 감사는 어
떤 식으로 정의해서 연구하든 안녕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이들의 연구결과에서는
첫째, 감사는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고, 둘째, 감사는 높은 긍정적
감정과 낮은 부정적 감정과 높은 삶에 대한 만족과 관련이 있었다. 셋째, 감사는 진정한 삶(조화
로운 삶)과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이 있고 자기-소외감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와 안녕감 간에는 연구에 포함시킨 다른 변인들, 예를 들어, 일반적 긍정적 감정, 성격 5요
인의 30가지 국면 등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도 여전히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행복감 증진을 위한 감사하기 훈련
와 McCullough(2003)는 지난 수년간 긍정심리학이 발견한 여러 가지 긍정성 증진 훈련
방법 중에서 최고의 효과를 지닌 것으로 입증된 것이 감사하기 훈련으로 감사하기는 긍정성 향
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감사의 긍정적 효
과에 대한 연구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Emmoms & McCullough, 2003; Seligman et al., 2005; Watkins, 2004). 또한 McCullough와 Tsang(2004),
McCullough 등(200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습관적으로 감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감사를 덜 경
험하는 사람들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했다. 그리고 감사는 도덕적 행동을 유지하도록 힘을
불어넣어주고, 대인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ligman 등(2005)은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방안들의 효과 검증을 위해 인터넷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행복 훈련(happiness excercises)’에 대한 실험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행복 훈련 방법 중에서 세 가지 방법이 효과가 있었다. 첫 번째 방법은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에게 특별히 친절했던 사람인데 적절한 감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일주
일 동안 감사편지를 써서 전달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일주일 동안 매일 밤, 그 날 하루
동안 좋았던 일 세 가지와 그 이유를 쓰게 하고, 또 각각의 좋았던 일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쓰
게 한 것이었다. 세 번째 방법은 Peterson, Park과 Seligman(2005)이 개발한 성격에 관한 대표적 강
점 설문지를 통해 나타난 개인의 다섯 가지 강점에 대한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받은 후 일주
일 동안 매일 그 중에 하나를 새롭고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요구받은 집단에서 행복감이
향상되고 우울증 증상의 감소에 대한 장기적 효과가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감사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먼저 신현숙과 김미정(2008)은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12회기로 구성된 감사 증진 프로그램을 6주간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 실시
집단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비교집단 학생들에 비해 감사성향과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진 결
과를 얻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감사와 관련된 기초지식에 대한 학습과 감사경험과 표현 방식에
E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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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학습, 감사경험 보고하기, 감사경험 세어보기, 감사 편지쓰기, 감사 수필쓰기와 같은 다양
한 내용들을 포함하였다. 또 다른 연구는 노지혜와 이민규(2011)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로 실험집단의 학생들에게는 일주일 동안 감사일지를 매일 밤 쓰게 하였고, 통제집단의 학
생들에게는 단순히 그날의 경험을 일지형식으로 쓰게 하고 안녕감(인지적, 정서적)과 심리적 자
원(자존감, 일반적 자기효능감, 낙관성, 사회적지지)을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감사일지를 쓴 집단
이 인지적 안녕감과 자기존중감 및 낙관성의 평균이 높았고, 부정적인 기분을 적게 경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한국에서도 감사 증진을 위한 중재가 감사성향과 안녕감 증
진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그러나 신현숙과 김미정(2008)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감사 증진 방안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별적인 방안의 효과는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노지혜와 이민규(2011)의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감사일지쓰기가 초등학생들에서도 효과적인가는 후속 연
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감사일지쓰기의 기능 및 역할
긍정적인 경험 글쓰기는 개인의 긍정적인 경험이나 자원에 주목하는 긍정심리학의 관점을 배
경으로 하고 있다. Seligman(2004)은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면 삶이 충만해지고 부정적 언어를
반복 사용하면 학습된 무기력의 증상을 보이며 오래 연장되면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하
였다. Myers(1992)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
용하면 불만족스러운 감정이 더 커진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긍정적인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
하여 긍정적인 언어습관을 갖게 하고 이것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게 하는 경험을 갖게
해주는 것은 중요하다.
감사일지쓰기 역시 감사라는 긍정적인 경험과 과정을 바탕으로 하는 글쓰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에 경험한 내용들을 나열하는 수준의 감사일지쓰기는 긴 글쓰기와 비교해서 큰 부
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동시에 감사대상을 확인하고 기억하게 하여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게
하는 효과는 동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활동이다.
긍정적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글쓰기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는 앞에서 거론한
Fredrickson(2001)의 정서에 대한 확장 및 축적이론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특정한 긍정
적 정서는 그 정서 고유의 진화적 목적과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부정적 정서는 특정한
문제를 다루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 주의집중의 범위를 좁히는 기능을 하는 반면, 긍정적 정서
는 창의력, 호기심 그리고 자원을 축적하기 위한 계획수립이나 다양한 즐거운 활동과 같은 미래
의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축적할 인지적, 행동적 활동을 자극하기 위한 생각
을 확장시킨다고 한다. 따라서 긍정적 정서를 유도하는 감사일지쓰기는 스트레스가 심할 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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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유대감 형성은 개인의 추가적인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Fredrickson, 2004; Wood et al., 2010에서 재인용).
행복감을 느끼는데 있어서 긍정적 정서의 빈도와 강도 중에 더 중요한 것은 긍정적 정서의
빈도라고 할 수 있다(Froh, Sefick, & Emmons, 2008)고 한다. Seligman 등(2005)의 행복훈련 연구에
서도 매일 밤 감사한 일 세 가지씩 기록하게 한 방법이 행복감을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었고,
또한 그 효과도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정서중 하나인 감사를
바탕으로 일지쓰기를 하면서 감사를 느끼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매일의 생활 속에서 감
사한 경험을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일지쓰기를 통해 감사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표현
함으로써 그것이 가져다주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K초등학교 4학년 2개 학급 60명의 학생들로서 학급 단위로 실험집
단(31명)과 비교집단(29명)으로 배정하였다. 학교를 통해 학급 담임교사가 실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학급을 실험집단으로 배정하였으며 비교집단 역시 학급의 학생들에게 사전과 사후검사 실
시하는 것을 허락한 담임교사의 학급으로 배정하였다. 각 학급의 남녀 비율은 동일하였다. 연구
대상이 된 초등학교는 서울 시내 동대문구에 위치한 공립학교로서 대부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하층으로 볼 수 있으며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성취나 학교생활 적응에서 특이한 사
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설계 및 실험절차
본 연구에서는 학교 장면에서 학급을 단위로 실험을 수행해야 하는 제약 때문에 비동등 통
제집단 설계(nonequivalent control-group design)라고 할 수 있는 유사 실험연구(Campbell & Stanley,
1963)로 진행하였다. 먼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두 학급의 담임교사가 아침자습시간
에 감사성향 검사와 행복감 검사를 사전검사로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4주 동안 매일 아침자습시간에 담임교사의 지도아래 하루에 10분씩 감사일지장에
감사한 일 두 가지를 기록하게 하였다. 실험집단의 담임교사는 실험 시작 전, 요일에 따른 주제
와 구체적인 감사 대상의 다양한 예시가 담긴 안내문을 나누어 주고 감사일지를 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감사일지의 주제는 요일별로 나누어져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에게 감
- 355 -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박선민․김아영(2014)

사하기”, “가족에게 감사하기”, “친구와 내 주변 사람에게 감사하기”, “자연에게 감사하기”, “사
물에게 감사하기”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권장하였다. 나, 자연, 사물에게 감사하기 주제를 설명
할 때는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를 상상해보라”는 지시를 덧붙였고, 가족과 친구 및 주변 사
람에 감사하기 주제에는 어떤 점이 감사했는지를 쓰라고 지시했다. 본 연구에서 아동들에게 지
시한 것은 자세한 내용을 기술해야 하는 일기의 형태가 아니라 단순히 감사한 일을 나열하는
수준의 일지라고 할 수 있다.
총 4주 간의 감사일지쓰기가 끝난 일주일 후 아침 자습시간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사
전검사와 동일한 검사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에는 사후검사와 더불어 감사일지쓰기
에 대한 소감문 쓰기를 함께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가. 감사성향 척도
본 연구에서는 McCullough 등(2002)이 일상생활의 감사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감사성향
척도(Gratitude Questionnaire-6: GQ-6)를 권선중, 김교헌, 이홍성(2006)이 대학생에 맞추어 수정 보
완하여 한국어로 번안한, 총 6개의 7점 Likert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판 GQ-6를 초등학
생들이 보다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실시한 김미정(2009)의 감사성향 척도
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를 보면, “나는 여러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내 삶에는 감사할
일들이 매우 많다” 등이 있다. 채점은 ‘매우 아니다’ 에서 ‘매우 그렇다’는 반응에 대해 1점～5
점으로 점수화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과 비
교집단에서 실시한 사전검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나. 행복감 검사
초등학생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강영하(2008)가 개발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36개의 문
항으로 구성된 행복감 검사는 자존감 관련요인(12문항), 낙관주의(10문항), 친구관계(6문항), 가정
환경(8문항)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존감 요인은 자기수용성, 자기효능감, 능력,
학습활동에 대한 인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낙관주의는 일상생활과 미래에 대한 긍
정적 인식에 관한 내용, 친구관계는 원만한 또래관계 여부에 관한 내용, 가정환경은 가정의 분
위기 및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하위요인 별로
각각 “나는 모든 일에 자신이 있다.”, “내가 하는 일은 해결이 잘 된다.”, “나는 친구가 많다.”,
“우리 집은 걱정거리가 없다.” 등이 있다. 문항유형은 5점 Likert식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
이 높음을 의미한다.
강영하(2008)의 초등학생 대상 연구에서 하위 요인별 Cronbach's α 계수는 자존감 .88, 낙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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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관계 .88, 가정환경 .86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척도는 .94였다.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실시한 사전검사의 Cronbach's α는 자존감 .92, 낙관주의 .88, 친구관계 .87, 가정환
경 .86으로 나타났으며 행복감 전체는 .97로 나타났다.
.87,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감사일지쓰기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 사전, 사후검사 결과에 대한 분
할구획 요인분산분석(split-plot factorial ANOVA; 혹은 혼합설계라고도 함)을 실시하였다. 본 연
구에서와 같은 사전-사후설계에서는 기본 가정에 대한 위배여부를 검증한 후에 공분산분석
(ANCOVA)을 실시할 수 있으나, 분할구획 요인분산분석 방법은 그런 절차가 요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분산분석에 비해 통계적 검증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보다 적절한 통계적 분석방법이다
(Feldt, 1958). 분석결과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경우에 주효과에 대한 해석은 현상을 왜곡할
가능성 때문에 생략하고 사전, 사후검사에서의 증감정도에 대해 종속표본을 위한 t-검증을 통한
단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검증에 따른 감사일지 반응분석 결과가 갖는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해 감사일지쓰기를
마친 일주일 후에 쓴 소감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 절차는 우선 학생들의 소
감문의 핵심주제를 포함한 문장을 중심으로 유사한 내용들로 분류하고 분류된 내용들을 다시
유사성에 기초해서 묶는 부호화 체계를 적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감사일지쓰기의 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감사일지쓰기가 초등학생의 감사성향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아동들에게서 수집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감사일지쓰기의 효과는 집단과 검사실시 시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검증과
단순효과 분석을 통해 사전검사 점수에서의 집단의 동질성과 사후검사 점수에서의 실험처치효
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분할구획 요인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가. 감사성향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감사성향 점수의 기술통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을 보
면 실험집단에서는 사전검사의 M(SD) = 4.47(0.58)에서 사후검사의 M(SD) = 4.75(0.41)로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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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비교집단은 각각 M(SD) = 4.16(0.69)와 M(SD) = 3.95(0.61)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집단
간 차이와 사전-사후검사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감사성향에 대한 기술통계
실험집단(n = 31)
사전
사후

비교집단(n = 29)

M

SD

M

SD

4.47

0.58

4.16

0.69

4.75

0.41

3.95

0.61

표 2>의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집단과 실시시기 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F(1, 58) = 14.515, p < .01, η = .200]. 이와 같은 상호작용효과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사
전, 사후검사 점수의 변화가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요인분산분석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오면 각 독립변인들의 주효과는 현상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
는 한 독립변인의 수준으로 자료를 분할하여 단순효과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각각에서 사전, 사후 검사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집단에서 단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에서는 사후평균이 사전평균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나[D = 0.28, t(30) = 3.50, p < .01, ES = 0.48], 비교집단에서는 사후
평균과 사전평균의 차이(D = -0.2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
고). 이러한 결과는 실험집단에서 감사일지 쓰기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효과크기도 0.48로 Cohen(1988)의 기준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분산원
집단(실험, 비교)
실시시기(사전, 사후)
집단 × 실시시기

<표 2> 감사성향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MSE

F(df)

p

η2

9.259

16.779 (1, 58)

.000

.224

0.040

.325 (1, 58)

.571

.006

1.774

14.515 (1, 58)

.000

.200

나. 행복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행복감 전체와 하위요인 별에 점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을 보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들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
을 알 수 있고, 실험집단의 행복감 전체의 사전 M(SD) = 3.74(0.56)에서 사후 M(SD) = 4.3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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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가하였으나, 비교집단의 사전 M(SD) = 3.80(0.77)이고 사후 M(SD) = 3.85(0.64)로 거의 변하
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하위요인 별로 사전, 사후검사 점수들의 평균을 보면, 실험집단에서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사후검사 점수가 증가하였으나 비교집단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2∼6] 참고).
<표 3> 행복감 전체와 하위요인별 점수들의 기술통계

실험집단
실시시기
M
SD
사전
3.57
0.59
자존감
사후
4.17
0.62
사전
3.92
0.58
낙관
주의
사후
4.48
0.62
사전
3.64
0.67
친구
관계
사후
4.40
0.59
사전
3.94
0.67
가정
환경
사후
4.44
0.58
사전
3.74
0.56
행복감
전체
사후
4.33
0.59
주: 각 하위요인에서 누락된 반응의 수가 달라서 n의 크기는 52∼56의 범위를 보임.
요인

비교집단
M

SD

3.58

0.89

3.69

0.79

3.98

0.70

4.04

0.65

3.98

0.77

3.94

0.82

3.99

0.72

4.06

0.61

3.80

0.77

3.85

0.34

[그림 1] 감사성향 평균 비교

[그림 2] 행복감 전체 평균 비교

[그림 3] 자존감 평균 비교

[그림 4] 낙관주의 평균 비교

[그림 5] 친구관계 평균 비교

[그림 6] 가정환경 평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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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집단 간 차이와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
자존감
낙관주의
친구관계
가정환경
행복감
전체

<표 4> 행복감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집단(실험, 비교)
실시시기(사전, 사후)
집단 × 실시시기
집단(실험, 비교)
실시시기(사전, 사후)
집단 × 실시시기
집단(실험, 비교)
실시시기(사전, 사후)
집단 × 실시시기
집단(실험, 비교)
실시시기(사전, 사후)
집단 × 실시시기
집단(실험, 비교)
실시시기(사전, 사후)
집단 × 실시시기

MSE

F(df)

p

η2

2.084

2.271 (1, 50)

.138

.043

2.412

24.619 (1, 50)

.000

.274

2.263

16.657 (1, 50)

.000

.261

1.013

1.574 (1, 51)

.215

.030

2.544

15.030 (1, 51)

.000

.228

1.656

9.780 (1, 51)

.003

.161

.103

0.125 (1, 50)

.725

.003

3.341

17.833 (1, 50)

.000

.263

4.186

22.340 (1, 50)

.000

.309

.719

1.010 (1, 52)

.320

.019

2.118

16.813 (1, 52)

.000

.248

1.138

9.034 (1, 52)

.004

.150

1.245

1.789 (1, 54)

.187

.032

2.867

24.619 (1, 54)

.000

.313

1.940

16.657 (1, 54)

.000

.236

표 4>의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행복감 전체에서 집단과 실시시기 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F(1. 54) = 16.657, p < .01, η = .236]. 따라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각
각에서 사전, 사후 검사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에서의 사후평균과 사전평균의 차이(D = 0.58)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
였으나[t(29) = 6.24, p < .01, ES = 1.05), 비교집단에서의 사후평균과 사전평균의 차이(D =
0.06)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실험집단의 감사일지쓰기가 행복감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효과크기가 1.05로 매우 큰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그림 2] 참고).
이와 같은 결과는 행복감 하위요인들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그림 3]은 자존감, [그림
4]는 낙관주의, [그림 5]는 친구관계, [그림 6]은 가정환경의 집단과 검사 실시시기별 평균들을
도표화한 것으로 모든 요인에서 사전점수는 거의 동일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없었다. 실험집단에서 사후검사는 사전검사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결과를 보여(자존감, 낙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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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주의, 친구관계, 가정환경 요인에서의 ES는 각각 1.02, 0.97, 1.13, 0.75) 실험집단의 감사일지쓰
기가 아동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과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 성향을 증진시켰으며,
원만한 친구관계와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소감문 내용 분석
실험 참여자들은 4주 간의 감사일지쓰기가 끝난 후 일주일 뒤에 감사일지를 쓰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등 감사일지를 쓰면
서 갖게 된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적는 소감문을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대부분 처음에는
감사를 하라는 것에 생소함을 느꼈고 무엇을 왜 감사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소감을 적었다.
아동들이 작성한 소감문 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많은 내용
은 감사해야 할 대상에 대한 인식과 감사하는 마음 자체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이
것은 사후검사 결과에서 감사성향이 높아진 것과 일치한다. 다음으로 즐거움, 펀안함, 기분 좋아
짐과 같은 긍정적 정서경험이 증가된 것은 행복감 향상의 표현이다. 또한 기타에 포함된 내 가
족과 친구의 소중함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글들에서는 친구관계와 가정 내에서의 긍정적 경
험이 향상된 실험효과를 확인해 주는 것이다.
<표 5> 소감문의 주요 내용과 반응한 학생 수
소감문 주요 내용
감사대상에 대한 인식: 세상, 주변인물, 부정적 상황, 사소한 일
감사 자체에 대한 인식: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됨
긍정적 정서경험: 즐거움, 행복, 편안함, 기분이 좋아짐, 웃음이 많아짐
기타
전체
* 복수 응답을 한 학생 수를 제시하였음.

반응 수
50
15
12
5
82*

Ⅴ. 논 의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감사일지쓰기 활동이 초등학생의 감사성향과 행복감 증진에 효과가 있는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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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 두 학급을 선정하여 한 학급은 실험집단으로 다른 학급은 비교
집단으로 배정한 유사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처치를 시작하기 전과 후에 두 학급 모두에
서 감사성향과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총 4주 간의 실험이 끝난 후 실
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에게 사전검사와 동일한 척도들을 사용해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실
험집단에게는 추가적으로 감사일지쓰기 활동 경험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먼저 감사일지쓰기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감사성향이 높아질 것이나 비교집단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은 지지되었다. 실험집단 아동들의 감사성향 사후검사 점수는 사전
검사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되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감사성향의 사전검사 점수 평균은
4.47이어서 척도의 점수 범위가 1～5이고 중간점이 3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사후검사 평균은 더욱 증가되어 4.75라는 높은 점수로 천장효과를 의심하게 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의 개수를 세는 것(‘counting blessings’)만으로도 중학생들의 감
사하는 마음을 증진시키는 것을 확인한 Froh 등(2008)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며,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동안 매일 아홉 가지씩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감사일지를 쓰게 하여 안녕감, 자
존감, 낙관성의 향상을 보고한 노지혜와 이민규(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감사일지쓰기는 연
령에 상관없이 효과적인 방법인 것을 확인하였다.
감사일지쓰기가 효과적이었던 것은 감사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자신을 포함한 다양
하고 폭넓은 대상에 대한 감사를 인식하고 글로 표현함으로써 인지적, 정서적 측면을 모두 활성
화시켜 감사성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일시적인 것이 아닌 매일의
삶속에서 감사할 내용을 찾고 쓰는 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긍정적 인식의 변화가 감사성향
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Wood 등(2010)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감사명상 뿐만 아니라 감사의 표현들이 더욱 감사성향을 증진시킨다는 보고 내
용과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감사일지쓰기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행복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질 것이나 비교집단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도 지지되었다. 실험집
단의 사후검사는 사전검사에 비해 높은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 전체 행복감 점수와 4개 하위
요인 점수에서 모두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집단의 사전검사 점수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던 것이 자존감, 낙관주의, 친구관계와 가정환경 하위요인의 사후검사에서 급격한
향상을 보인 것으로서 감사일지쓰기의 강력한 효과를 보여준 것이다.
결과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존감의 향상이 나타난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과 관련된
내용을 주지하고 감사함을 느낌으로써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 때문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Lyubomirsky(2008)가 감사의 표현이 자신의 가치와 자존감을 강화시켜 행복감을 증진시킨
것이라는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행복감의 하위요소 중 낙관주의는 아동들에게 가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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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상황을 상상하게 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당연하다 생각되고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긍
정적인 면을 찾아보도록 한 것이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무엇 무엇이 없다면”이라는
가정을 통해 우리 주변에 당연하게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없애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지 상상해 보고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기능들을 생각해보게 하는 연습이다.
이것은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특성인 낙관성을 더 많이 갖게 되어 행복감이 증
진된다는 McCullough 등(2002)과 Seligman 등(2005)의 연구결과와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다.
행복감의 구성요인으로 친구관계는 친구에 대한 고맙고 감사했던 이야기를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친구의 장점과 소중함을 느끼고 친구관계가 좋아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
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친구관계 요인의 비교집단 점수는 사전, 사후에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에 비해,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점수는 비교집단에 비해서 낮았던 것이 사후검사에서는
급격한 향상을 보인 점이다. 이러한 친구관계에서의 향상은 아동들의 소감문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평상시에 감사하는 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던 아동들이 감사일지쓰기를 통해서
친구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인지하게 되어 관계향상을 이룬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인지적 변화는 긍정적 정서유발을 촉진하였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 행복감의 구성요인으로 가정환경은 그동안 고마웠던 가족에 대한 감사를 새롭게 인식
하고 가족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함으로써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가족과 주변을
돌아보고 감사하게 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가정의 화
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실험학급의 교사에 따르면 학부모 상담 시 부모
가 아동의 감사일지를 보고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회복하였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감사가 기존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외향적이고 우호적인 긍정적인 특성을 더
욱 증가시켜 더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는 McCullough 등(2002)의 연구가 가족 관계에
서도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감사일지쓰기의 행복감 증진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의 경험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Fredrickson(2001)의 정서에 대한 확장 및 축
적이론의 맥락에서도 해석이 가능하다.
2. 연구의 의의, 제한점과 제언
본 연구 결과가 갖는 의의는 계획된 훈련을 통해 감사성향이 향상되고 그로 인해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적용한 감사일지쓰기 프로그
램은 하루에 10분씩 두 가지 내용의 감사일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감사성향과 행복감을 증진시
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신현숙과 김미정(2009)에서처럼 여러 가지 활동들로 구성하여 회
기 당 30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한 감사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에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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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0분 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일지쓰기는 일반 학교에서 특별히 프로그램 실시 시간을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장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활동이라는 강점을 가졌다.
또한, 감사일지쓰기는 아동들의 사물에 대한 주의력 향상을 가져오고, 감사가 주는 행복감을
느끼고 아동들 스스로가 감사일지를 주도적으로 쓰게 하여 습관 형성을 용이하게 만드는 방법
이라는 강점을 가졌다. 실제로 실험이 끝난 후에도 실험에 참여했던 아동들은 자발적으로 감사
일지를 계속 쓰고 있으며 감사일지를 쓰면 행복하다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사물에 대
해서도 감사함을 발견하고 학급에서 다툼이 일어나도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사고를 바꾸며 긍
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실험 학급의 교사의 보고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들
의 자율적인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
은 감사일지쓰기 활동이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는 활동이 아니라 즐거운 활동이었다는 점은 모
든 학교에서 쉽게 도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아동들의 행복을 위해 특별한 것이 아닌 감사에 대한 인식 하나만으로도 행복감
을 높였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Wood 등(2010)에 의하면, 최근에 삶에 대한 긍정적인 표
현, 반복적인 감사표현을 통해 감사의 새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에서 감사는 행복을 향상시키는데 여러 방법 중 한가지로 만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정향(life orientation)’으로서 행복을 유도하는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꾸준하면서도 단순한 감사를 통해 개인의 특질로서의 감사성향을 키워나감으로써 행복을 향상
시킨다는 큰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감
사일지쓰기가 갖는 기능과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결과의 의의는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고려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이 연구는 연구대상을 서울시 소재 일개 초등학교 4학년의 두 학급을 대상으로 한 무선
배정이 불가능한 유사 실험연구였으며 학급 담임교사가 진행했기 때문에 실험자 변인의 효과나
참여 아동들의 개인적 환경적 특성의 체계적인 혼입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프로그램 처치효과에 대한 검증을 비교집단과의 비교가 아닌 사전-사후 점수에서의 차이에
대한 단순효과 분석에서 큰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일지쓰기 효과의 항내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대상 학교는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가정이 많은 지역에 위치
하기 때문에 처치에 따른 아동들의 행복감 향상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으므
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신중을 요한다. 둘째, 실험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실험 이외의
아동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변인 및 환경 변인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비교
집단으로 선정된 학급의 아동들과 실험집단의 아동들 간의 교류에 따른 오염효과의 가능성도
결과 해석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은 후속 연구에서 보다 통제된 조건을 갖춘 실
험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측면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후속 연구와 교육적 실천을 위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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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실험에서는 감사의 주제를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었지만, 실험자의 주제 제시 없이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모든 교과
내용과 연결시켜 감사함의 대상이나 주제를 찾도록 하면 교과와 생활지도를 분리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도입할 때는 작은 주제 찾기에서 점
점 거시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진적인 단계적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감사일
지쓰기를 학교에서 실시하였지만 Seligman 등(2005)에서 도입한 것과 같이 이 일지 내용들을 가
지고 감사대상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가정과 교우관계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느낌을 글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쓰기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한 저학년 아동
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그림일지나 말로 발표하기와 같은 새로운 방법의 고안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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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Writing a Daily Log of Gratitude
on the Disposition towards Gratefulness and Feelings of
Happi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un-Min Park (Ewha Womans University)

Ahyoung Kim†(Ewha Womans University)

In this quasi-experimental study, we adopted writing practice of a daily log of gratitude to test two
hypotheses: A daily writing of a gratitude log will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grateful disposition and
on the feelings of happiness of elementary students. Two 4th grade classes from an elementary school
were selected to serve as an experimental and a comparison group(31 and 29 students each). Prior to
the experimental sessions, students in both groups completed a pretest which contained a gratitude
questionnaire and a happiness inventory that had four sub-factors of happiness, namely, self-esteem,
optimism, peer relationship, and perception of home environment. After a 4-week implementation period,
both groups completed the same scales as posttest. The experimental group students wrote two blessings
everyday during 10-minute morning sessions. The results revealed a strong support for both hypotheses, in
that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great increase in the grateful disposition and in the reported feelings
of happiness.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relations to the functional effectiveness of gratitude on the
students’ happiness. In addition, some practical implications to the educational sett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 grateful disposition, happiness, daily gratitude log

*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data from Sun-Min Park's Master's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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