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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 생애목표,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서 생애목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P시와 K지역 소재의 5개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설문을 실시하였다. 회수한 자료 중 428
부(남학생 196명, 여학생 23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부모
의 자율성 지지 척도, 미래지향목표 척도,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생애목표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
성 지지, 내재적 생애목표와 심리적 안녕감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외재적 생애목표는 모의 자율성 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
지 않았다. 둘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내재적 생애목표는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외재적 생애목표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내재적 생애목표가 부모의 자율성 지지
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주제어: 부모의 자율성 지지, 심리적 안녕감, 생애목표

Ⅰ

. 서 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공통적인 삶의 목적 중 하나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 이래로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행위의 궁극적인 동기는 행복의 추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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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왔고, 모든 국가나 사회는 구성원 개인의 행복 또는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하지만 OECD에서
제공한 2015년 삶의 만족도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38개국 중 31위를 차지하였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한국이 OECD국가 중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9위인 점을 감안
할 때(국가통계포털, 2015), 한국인들의 행복 수준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다른 연령대 구성원들에 비해서 삶의 질에
대한 만족 수준이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서경현, 2012). 그 이유는 대학생 시기의 특
징과 관련이 있다.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로,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자율적인 삶을 추구한다(이은희, 2011).
동시에 대학생들은 개인 내적변화(수면 패턴 등), 학업 변화, 대인관계 변화, 환경 변
화(취업 준비 등)등 다양한 유형의 변화를 경험한다(Steinhardt & Dolbier, 2008). 하
지만 급격한 대인관계 증가, 진로 선택, 취업에 대한 부담감, 학업문제, 대학생활 스
트레스 등은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김경민, 임정
하 2012; 이옥형, 2012; 이자영, 최웅용, 2012; 정은이, 2011). 대학생 시기에 심리적
안녕감을 높게 유지하는 것은 개인이 사회에 잘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임전옥, 2003) 자신의 이후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
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심리적 안녕감은 심리적 장애나 고통이 없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강점, 건강한 발
전 등과 관련된 개념으로(Ryff, 1989), Aristotle의 자기실현적 행복(eudemiona)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김덕진, 양명환, 2008). 심리적 안녕감이란 개인이 삶에 잘 적응하
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 가를 의미하며(Ryff & Singer,
1998, 2003), Ryff(1989)는 심리적 안녕감을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표출
되는 행동과 동반하는 감정으로 보았다. 김명소와 김혜원, 차경호(2001)는 심리적 안
녕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자
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고, 주위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있고, 삶에
대한 목적이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동기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고려
해 볼 때, 심리적 안녕감은 자기실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자기결정과 밀
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삶에 있어 자신의 자율적인 결정을 강조하며 Aristotle의 자기실현적 행복에 많은
영향을 받은 이론으로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이 있다. 자기결정
성 이론에서는 자율성을 포함한 유능성, 관계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의 만족
을 강조하며,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은 대학생 및 성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Hahn & Oishi, 2006; Reis et al., 2000; Ryan & Deci, 2000).
Ryan과 Deci(2000, 2006)는 세 가지 욕구 중에서도 자율성을 가장 핵심적인 욕구로
보았다. 자율성 욕구가 만족되었다는 것은 행동의 원천이 스스로에게 있으며,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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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yan & Deci,
2000). Ryan과 Deci(2000)는 자율성 욕구의 만족이 유능성 욕구와 관계성 욕구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실제로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
들이 외적 가치를 더 잘 내면화하고 통합하며, 유능감과 관계성을 지각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아영, 2010).
자율성 욕구의 만족은 부모, 교사 등 유의미한 타인에게 지지받는 것과 관계있으
며 이는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녀의 자율성 욕구는 부모
의 자율성 지지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박정, 2012). 부모의 자율성 지지란 부모
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자녀의 자기주도성을 격려하고 자녀의 자율성을 적극
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이회란, 2012; Ryan et al., 2006). 안도희, 박귀화,
정재우(2008)의 연구에서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으며,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기본심리욕구를 매개하여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에 간
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문은식, 2007; 문은식, 강승호,
2008; Niemiec et al., 2006; Véronneau, Koestner, & Abela, 2005).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대체
로 기본심리욕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박정, 2012; 안도희, 박귀화, 정재우,
2008), 최근에는 중국과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애목표(life goal)와 관련한 연구
(Lekes et al., 2010)가 시작되었다. 생애목표는 개인이 평생의 삶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개인이 속한 사회적 문화적 영향 속에서 수립되며, 미래 삶의 내용과 방
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김성수, 2013; Kasser & Ryan, 1996), 자기실현과
관련 있다. 생애목표에 대한 인식은 삶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발견하고, 심리적 안녕
감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한다(신종호, 서은진, 이유경, 2011; Cantor et al., 1991;
Headey, 2008; Kasser & Ryan, 1993). Deci와 Ryan(2000)은 사람들이 질적으로 다른
목표를 추구할 수 있으며, 추구하는 목표의 내용에 따라 사람들이 상당히 다른 결과
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Kasser와 Ryan(1996)은 목표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생애목표를 내재적 생애목표와 외재적 생애목표로 구분하였다. 내재적 생애목표
는 사람의 자연적 성장 경향성을 반영하는 자기 발전, 건강, 소속감이나 공동체에 대
한 기여 등을 포함하고, 외재적 생애목표는 외적 지향성과 관련된 신체적 매력이나
금전적 성공, 외적으로 드러난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Vansteenkiste, Lens, & Deci,
2005; Williams et al., 2000).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자녀가 내재적 생애목표와 외재적 생애목표 중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지에 영향을 미친다. Williams 외(2000)의 연구는 자율성 지지가 적은 양육
환경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개인적 성장, 의미있는 관계 등 내재적 생애목표를 추구하
기 보다는 물질적 성공, 명예, 매력 등 외재적 생애목표를 추구한다고 보고하였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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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2014)는 부모가 청소년들의 자율성을 지지할수록 자녀들이 내재적 생애목표를
추구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내재적 생애목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김종렬, 2012). 많은 경험적 연구
를 볼 때, 내재적 생애목표는 자율성 지지의 사회 맥락 안에서 설명될 수 있고, 외재
적 생애목표는 자율성을 지지하지 않는 즉, 통제적인 사회 맥락 안에서 설명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Vansteenkiste, Lens, & Deci, 2006).
생애목표는 추구하는 목표의 내용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의 상승 및 감소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 내재적 생애목표는 자기실현을 향한 노력과 동일한 것으로 여
겨지며(Rogers, 1963),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 여부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신의 내적 가치 또는 욕구 만족에 근거를 둔다(김성수, 2013). 따
라서 내재적 생애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심리적의 안녕감 상승, 고통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Kasser & Ryan, 1996). 외재적 생애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은 성취와 외적 확인
을 통하여 자기 가치를 얻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Duriez, Sonens, &
Vansteenkiste, 2008) 타인들의 반응에 의존한다. 외재적 생애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심리적 안녕감 및 정신건강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 활력의 감소, 심리적 질병 등과
관련이 있었다(Kasser & Ryan, 1993; 1996).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
을 미치며 그 사이에서 내재적 생애목표와 외재적 생애목표는 매개역할을 한다. 두
가지 목표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데,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해 줄 경우 자녀
는 내재적 생애목표를 추구하게 되고 이는 심리적 안녕감의 증가로 이어진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지 않거나 통제하는 경우 자녀는 외재적 생애목표를
추구하게 되고, 이는 심리적 안녕감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
모의 자율성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내재적
생애목표와 외재적 생애목표를 매개로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생애목표,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Lekes 외(2010)의 연
구는 중국과 미국 청소년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과 미
국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자율성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내재적 생애목표를 더 추구
하고 안녕감도 증진된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외재적 생애목표의 관계는 중국과 미국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결과에 차이가 있었다.
미국 청소년들은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많이 지각할수록 외재적 생애목표 추구가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청소년들은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많이 지각할수록
외재적 생애목표 추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와 청소년
과 대학생의 시기 차이를 고려해 볼 때, 한국 대학생들의 경우 각 변인들 간에 어떠
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높은 심리적 안녕감은 대학생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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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과 잠재력 발현을 도우므로 유능한 사회인이 되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시기까지
연구의 범위가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내재적 생애목표, 외재적 생애목
표,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내재적 및 외재적 생애목표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지각하는 것이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고,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내재적 생애목표와 외재적 생애목표가 각각 어
떠한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심리
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변인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심리적 안녕감이 낮
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 생애목표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생애목표는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Ⅱ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소재한 5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
상으로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3달간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총 525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일부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
은 97개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428부(81.5%)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성별에 따른 분
포는 남학생이 196명(45.8%), 여학생이 232명(54.2%)이었으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이
261명(61.0%), 2학년이 55명(12.9%), 3학년이 59명(13.8%), 4학년이 53명(12.4%)이었
다.
2.

측정도구
율성 지지척도

가. 부모의 자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전통적인 분리개별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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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Soenens 외(2007)가 개발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척도
를 이회란(2012)이 한국의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Soenens 외(2007)의 연구에서 자율성 지지 척도는 본래 자녀의 독립촉진하기
(Promotion of independence: PI)와 자녀의 의지적 기능 촉진하기(Promotion of
volitional functioning: PVF)라는 2요인 구조로 이루어져있으나, 이회란(2012)이 국내
에 맞게 타당화한 결과 1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원척도의 3번 문
항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총 1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
다. 응답방식은 개별문항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각각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12번 문항은 역채점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인 자녀는 부모가 자율성을 많이
지지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자율성 지지의 전체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부와 모 각각 .86, .86으로 나타났다.
래지향목표 척도

나. 미

대학생의 생애목표 지향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Kasser와 Ryan(2004)이 개발한 미
래열망 지수(Aspiration Index)를 최영미와 송인섭(2012)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미래지
향목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외재적 미래지향목표인 부 지향
5문항, 명성 지향 5문항, 이미지 지향 5문항과 내재적 미래지향목표인 개인성장 지향
5문항, 관계 지향 5문항, 지역사회 지향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에 대한 목표지향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재적 미래지
향목표와 외재적 미래지향목표의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각각 .88과 .90로
나타났으며, 하위 척도별 내적합치도는 개인성장 지향 .88, 관계 지향 .75, 지역사회
지향 .88, 부 지향 .93, 명성 지향 .88, 이미지 지향 .81로 나타났다.
녕감 척도

다. 심리적 안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Ryff, Lee와 Na(1993)가 한국판으로 번
안하고, 이후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가 성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문항분석을
통해 재구성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6문항으로 자율성 8
문항, 환경에 대한 통제력 8문항, 개인적 성장 8문항, 자아수용 8문항, 긍정적 대인관
계 7문항, 삶의 목적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
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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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감이나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척도별 내적합치도는 자율성 .73,
환경에 대한 통제력 .75, 개인적 성장 .70, 자아수용 .83, 긍정적 대인관계 .85, 삶의
목적 .8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자료 분석을 실시
하였다. 첫째, 자료 분석 이전에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측정도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구하였다. 둘째, 주요변인의 기초통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고, 변인들 간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생애목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
증하기 위해 Sobel test(1982)를 실시하였다.

Ⅲ

. 연구결과

1.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의 자율성 지지, 모의 자율성 지지, 내재적 생애목표, 외재적
생애목표,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의 자율성 지지 평균은 46.89, 모의 자율성 지지 평균은 47.84로 나타났다. 내재적
생애목표의 평균은 65.79, 외재적 생애목표의 평균은 59.04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안
녕감의 평균은 161.36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부와 모의 자율성 지지와 심리적 안
녕감 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36<rs<.41, p<.001). 이는 부와 모의 자율
성 지지를 많이 지각하는 대학생일수록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생애목표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의 자율성 지지는 내재
적 생애목표와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고(r=.33, p<.001), 외재적 생애목표와도 유의
하지만 미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r=.11, p<.05). 모의 자율성 지지는 내재적 생애
목표와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고(r=.32, p<.001), 외재적 생애목표와는 유의한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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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지 않았다(r=.08, p>.05). 이러한 결과는 부와 모의 자율성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는 대학생일수록 내재적 생애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의 자율성 지지는 대학생의 외재적 생애목표 추구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며, 모의 자율성 지지는 대학생의 외재적 생애목표 추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
음을 의미한다.
셋째, 생애목표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내재적 생애목표는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고(r=.39, p<.001), 외재적 생애목표는 심리적 안녕
감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r=.03, p>.05). 이는 내재적 생애목표를 지향하
는 대학생일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외재
적 생애목표를 지향하는 것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을 의미한다.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
1 부의 자율성 지지
2 모의 자율성 지지
3 내재적 생애목표
4 외재적 생애목표
5 심리적 안녕감

M
SD
*p <.05 ***p <.001

1
-

2
.70***
-

3
.33***
.32***
-

4
.11*
.08
.38***
-

46.89
8.13

47.84
7.78

65.79
6.44

59.04
8.53

율성

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
향에

있어서 생애목표의 매개효과

녕감에

지지가 심리적 안

5
.36***
.41***
.39***
.03
161.36
21.13
미치는 영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생
애목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첫째,
1단계에서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2단계에서 독립
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
수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독
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의 영향력보다 감소해야 한다. 이 때 종
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이고, 종속변수
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이다. 생애목표 중 외재적 생애
목표는 Baron과 Kenny(1986)이 제시한 절차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생애목표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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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효과 검증에서 제외하였다.
율성

가. 대학생이 지각한 부의 자

재적 생애목표의 매개효과

녕감에

지지가 심리적 안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내

대학생이 지각한 부의 자율성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내재
적 생애목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절차에
따른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단계
에서 부의 자율성 지지는 내재적 생애목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33, p<.001). 2
단계에서 부의 자율성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36, p<.001).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내재적 생애목표는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으며(β=.31, p<.001), 부의 자율성 지지도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이 있
었다(β=.26, p<.001). 이 때, 2단계보다 3단계에서 부의 자율성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
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β=.36 > β=.26), 대학생이 지각한 부의 자율
성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내재적 생애목표의 부분매개효과
가 확인되었다.
앞선 매개효과의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
하였다. Sobel(1982)의 Z 공식에 의하면, Z 의 절대값이 1.96의 절대값보다 클 때, 유의
확률 .05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본다.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학
생이 지각한 부의 자율성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내재적 생
애목표의 부분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Z =5.62, p<.001).
<표 2> 대학생이 지각한 부의 자율성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내재적 생애목표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N=428)
B SE β
t
R2
F

1단계
결과변인 : 내재적 생애목표
예측변인 : 부의 자율성 지지
2단계
결과변인 : 심리적 안녕감
예측변인 : 부의 자율성 지지
3단계
결과변인 : 심리적 안녕감
매개변인 : 내재적 생애목표
예측변인 : 부의 자율성 지지
***p <.001

.26

.04

.33***

7.23***

.11

52.19***

.95

.12

.36***

8.05***

.13

64.87***

1.01 .15
.68 .12

.31***
.26***

6.74***
5.76***

.21

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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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

나. 대학생이 지각한 모의 자

재적 생애목표의 매개효과

녕감에

지지가 심리적 안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내

대학생이 지각한 모의 자율성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내재
적 생애목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3>에 제시
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단계에서 모의 자율성 지지는 내재적 생애목표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쳤다(β=.32, p<.001). 2단계에서 모의 자율성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41, p<.001).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내재적 생애
목표는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29, p<.001), 모의 자율성 지지도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β=.32, p<.001). 이 때, 2단계보다 3단계에서
모의 자율성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β=.41 >
β=.32), 대학생이 지각한 모의 자율성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내재적 생애목표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앞선 부분매개효과의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Sobel 검증 결과, 대학생이 지각한 모의 자율성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내재적 생애목표의 부분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검
증되었다(Z =5.51, p<.001).
<표 3> 대학생이 지각한 모의 자율성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내재적 생애목표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N=428)
B SE β
t
R2
F

1단계
결과변인 : 내재적 생애목표
예측변인 : 모의 자율성 지지
2단계
결과변인 : 심리적 안녕감
예측변인 : 모의 자율성 지지
3단계
결과변인 : 심리적 안녕감
매개변인 : 내재적 생애목표
예측변인 : 모의 자율성 지지
***p <.001

.27

.04

.32***

7.06***

.11

49.85***

1.13 .12

.41***

9.39***

.17

88.19***

.95
.87

.29***
.32***

6.51***
7.20***

.25

69.55***

.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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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생애목표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대학생이 지각한 부와 모의 자율성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내재적 생애목표와 외재적 생애목표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에 대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이 중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순화(2014)가 대학생
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차경호
(2004)의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서구 국가에 비해 삶의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속한다. 따라서 단순한 수치상의 결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
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후속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실질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와 모의 자율성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을 보
였고,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이는 자녀가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높
게 지각할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자율성 지
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문은식,
2007; 문은식, 강승호, 2008; 안도희, 박귀화, 정재우, 2008; Niemiec et al., 2006;
Véronneau, Koestner, & Abela,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생뿐만 아니
라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며, 대학생
역시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지각할 때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상담을 할 때,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경우 부모와의 관계
를 탐색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부모로
부터 정서적 혹은 정신적 독립을 하고 있는지,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해 주는
지 등을 탐색해 볼 수 있다. 대학생인 내담자가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모로부터
의 심리적인 통제를 받는 환경에 있거나 의사결정을 전부 부모에게 맡기는 등의 문
제를 지니고 있다면, 대학생 시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내재적 생애목표는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반면, 외재적 생애목표는 심리적 안녕감과 상관이 나타나지 않
았다. 이는 내재적 생애목표를 지향하는 대학생일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외재적 생애목표를 지향하는 것은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생애목표의 내용이 안녕감에 다르게 영향을

68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5)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김성수, 2013; Kasser & Ryan, 1996), Niemice,
Ryan과 Deci(2009)가 내재적 생애목표는 안녕감과 정적 관련이 있고, 외재적 생애목
표는 안녕감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살아가면서 미래의 삶 속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혹
은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삶의 만족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기 욕구와
자기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내재적 생애목표는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
신의 잠재력 실현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타인의 욕구와 반응에 의존하는 외재적 생
애목표는 자신보다는 타인의 평가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기의 행복에는 별다
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 혹은 상담 장면에서 교육자 혹은 상
담자들은 대학생들의 생애목표를 분석함으로써 대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목표가 누구
를 위한 것인지 자각하게 만들 수 있으며, 타인보다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생애목
표를 새롭게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와 모의 자율성 지지는 내재적 생애목표와 유의한 정적 상관
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성수(2014)가 청소년들이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많이 지
각할수록 내재적 생애목표를 추구한다고 보고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중국과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Lekes et al., 2010). 이는 부와
모의 자율성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는 대학생일수록 개인의 성장, 관계 등 내재적 생
애목표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
해줄 때, 자녀들이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욕구에 초점을 두며, 이를 기
반으로 미래의 삶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생애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의 자율성 지지는 외재적 생애목표에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상관이 미미하게 나
타나 실제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고, 모의 자율성 지지는 외재적 생애목표와 유의
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Lekes 외(2010)의 연구에서 중국 청소년들은 부모의 자
율성 지지를 많이 지각할수록 외재적 생애목표에 대한 추구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반면에 미국 청소년들은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많이 지각할수록 외재적 생애목표에 대한 추구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
와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Lekes 외(2010)는 이러한 결과가 문화에 따라 외재적 생애
목표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으며, Grouzet 외(2005)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보다는 가난한 나라에서 물질적 성공 등이 안전한 목표라는 의미를 내포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한국 대학생의 경우 부의 자율성 지지만이 외재적 생애목표
와 정적 상관이 나타난 점은 한국의 문화와 함께 자녀에 대한 부의 영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부는 자녀와 사회라는 외부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존
재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서희채, 2005) 대학생인 자녀들에게 물질적 성
공이나 명예의 획득과 같은 사회적 위치를 스스로 돌아보게끔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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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재적 생애목표를 설정하도록 돕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생애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보면, 부모와 예비대학생 시기의 자녀들에게 미래를 준
비하는 각자의 생각과 태도를 점검해보고, 청소년기와 달라진 상호간의 관계를 재정
립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한 전환기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와 모의 자율성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서 내재적 생애목표는 부분매개효과가 있었고, 외재적 생애목표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자녀가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할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자녀일수록 내재적 생애목표를 추구
하고 이는 자녀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녀가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지각하는 것이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녀가 외재적 생애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심리적 안녕감 증가에 아
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과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
로 한 Lekes 외(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지각하는 것이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며, 부모의 자율성 지지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내
재적 생애목표를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미
국, 중국, 한국 학생들에게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
다른 문화권에서도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보고하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부모로부터의 긍정적 독립
경험은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부모-자녀 관계 탐
색을 통해 대학생들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잘 독립하였는지에 대해 스스로 이해
할 수 있는 활동이 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재평가와 자기가치에 근거한 생애목표 수립은 대학생의 개인적인 성숙과 성장을 돕
고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들을 분석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하고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목표
를 재수립하는 활동도 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
은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으
며 성별과 학년을 제외하고 연구대상의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
구의 결과를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후속연구에서는 지역을
보다 광범위하게 넓힐 필요가 있으며, 나이를 비롯하여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구성과 부모와 자녀의 동거여부 등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
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대학생들의
자기보고식 검사로 측정하여, 해당 변인에 대한 실제 부모의 자율성 지지 정도를 측

684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5)

정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교에 소재한 학생상담센터나 교수학
습지원센터 등에서 목표내용이론을 적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며 이를 대학생들
에게 적용시켜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복 증진 프로
그램의 경우 내용구성에 있어서 기본심리욕구이론과 목표내용이론을 적용한 프로그
램 개발이 가능하고,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검증 연구
를 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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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diator Role of Life Goal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utonomy-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in South Korea

Kim, WooRi(Pusan National
Kim, JungSub(Pusan National

University)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ed role of life goals on
relations between parental autonomy-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WB) of
college students in South Korea. The research questions were as follows: first, are there
any relations among parental autonomy-support, life goals, and PWB of college students
in South Korea? Second, are there mediation effects of life goals on relations between
parental autonomy-support and PWB? Participants were 428 (male=196 and female=232)
college students in South Korea. Three measurement instruments were employed: the
Autonomy-Support Scale, the Aspiration Index,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is and mediation analysis. The
results show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parental autonomy-support, intrinsic life goals, and PWB. there were no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extrinsic life goals and PWB. Second, through mediation analysis,
there was partial mediation effects of intrinsic life goals(except extrinsic life goals) on
relations between parental autonomy-support and PWB.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trinsic life goals can ply an important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utonomy-support and psychological PWB.
Key words: parental autonomy-support, life goals, psychologic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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