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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이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

로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인천, 화성 등 경기도 내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2년 7월 10일에서 8월 20일까지 2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77부 중 26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28.0과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

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관적 행복감과 공감 능력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정(+)적인 매개효과로 나타났다. 이는 부

모-자녀 의사소통이 중고등학생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측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의 공감 능

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성을 발달하기 위해 주관적 행복감의 수준을 활성화하고, 매개변인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건

전한 성장을 위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및 청소년 상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핵심어: 청소년, 주관적 행복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공감 능력, 매개효과

Ⅰ. 서론

가정은 청소년기 자녀의 일차적 생활공간으로써 최초의 

경험을 하게 되는 사회환경이다. 이 시기는 매우 불안정한 

시기로서 어떤 생애주기보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구, 학교, 지역사회 등 환경체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이 가정환경에서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감

을 가지고 행복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이다. 유니세프의 어린이·청소년 행

복지수를 바탕으로 전국 청소년 대상의 행복지수를 조사

한 결과, 우리나라의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2019년보다 9점 낮아진 79.50으로 22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염유식, 2021). 청소년기 경험하는 행복

감은 이 시기의 정신건강은 물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

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서재욱·

정윤태, 2014; 권용준·윤현정, 2020).

Cohen(2013)은 공감 능력을 상대방의 생각이나 느낌을 알

아차리고 사고와 기분에 적절한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으

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마치 자기 자신의 감정처

럼 지각하는 상태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다(이혜진, 2019; 

최정효, 2022). 또한 Olson(1979)은 긍정적 의사소통은 가족 

구성원의 응집과 적응성을 높여줄 수 있지만, 부정적 의사

소통은 가족 구성원의 응집과 적응력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규련(2012)은 칭찬과 격려, 감사와 같은 긍정적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은 실패

의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해결하려는 의지

력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기 심리적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심리적·사회적 차원의 주요한 변인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공감 능력 향상과 관계성을 

미칠 수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자녀의 공감 능력 학습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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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박선하 외, 2014).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해 유서령(2015)은 환경보다

는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었

고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주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이상록 외, 2015; 신승

배, 2016).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성인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컸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Roberts 

et al., 2005). 이는 다시 말하면, 선행연구들에서 청소년 관

련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라는 의미이다. 본 연구는 청소

년들의 주관적 행복감 및 공감 능력을 깊이 이해하고 가

정에서 부모-자녀의 건강한 의사소통을 통해 청소년의 행

복한 성장 발달의 전인적 역할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연구 발전의 부모교육 필요성을 제안하

고,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 현장에서 기초자료의 

활용에 기여고자 한다.

Ⅱ. 연구 배경

2.1.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은 “개인이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한, 스스로 인생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

는지를 측정하는 의미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삶의 만

족도는 삶에 대한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판단으로, 가족지

지와 가정 화목이 높으면 청소년의 행복도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김서연, 2018), 또한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한

다고 생각할수록 행복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민

정, 2012; 조윤희, 2016). 따라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청

소년기 자녀들은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속에서 건강

하게 성장할 수 있고, 부모의 지나친 보호와 통제는 오히

려 자녀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2. 부모-자녀 의사소통

의사소통이란 감정, 태도, 생각 등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대화를 통해 상호 영향을 주고 이해하는 수단의 모두를 

포함한다(Gross, Crandall & Knoll, 1980).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어머니-청소년 자녀 간 의사소통을 개방적이고 문제

가 없다고 인식한 경우가 의사결정에 있어서 동의하는 경

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hite, 1996). 청소년 초기 나

타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

는 행동들은 청소년기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해서 증가한

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Rueter & Conger, 1998), 개방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공감 능력을 높여준

다고 하였다(이명순, 2013; 신순옥, 2020). 따라서 연구 결

과를 종합하면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주관적 행

복감과 공감 능력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예측할 수 있다.

2.3. 공감 능력

공감이란 타인에게 도움을 줄 때 상대방의 태도를 포착

하여 인지한 뒤 그것을 자신 속에서 상기한다는 의미이다. 

공감 능력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공감의 인지적, 정

서적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Davis, 

1980).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감은 일종의 의사소통 기술

로 언어적 및 비언어적인 표현이 전해지는 공감의 최종적

인 과정이라고 하였다(Gerdes & Segal, 2011). 청소년의 외

향적인 성격유형과 부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

모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인식할수록 주관적 행복감

이 높게 나타났다(김연화, 2007; 서정희, 2017). 기존의 연

구가 주관적 행복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영향을 미치

는 용인에 초점을 두고 인과관계를 밝히는 선행연구가 이

루어졌다면 본 연구는 주관적 행복감과 공감 능력 및 부

모-자녀 의사소통과의 밀접한 관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이 공감 능력에 미치

는 영향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변인 간의 영향을 적용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

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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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은 공감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은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공감 능력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과 공감 능력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매개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3.2. 연구대상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인천, 화성 등 경기도 내 거주 청소년을 대상

으로 2022년 7월 10일에서 8월 20일까지 277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77부 중 26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v.28과 Hayes(2013)에 의해 제안되었던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수집한 자

료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빈도 분석을 실시하

여 연구 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둘째, 

주요 변인인 주관적 행복감, 공감 능력, 부모-자녀 의사소

통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각 변인 간의 관계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

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변인 간

의 영향 관계 분석은 다중회귀분석과 주관적 행복감과 공

감 능력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검증

을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경로 분석과 

사후 검증으로 효과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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