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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find correlation between family abuse experience, family stress, social support, family 

resiliency and happiness in university students, and to explore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support and family resiliency between 

family abuse experience, family stress and happiness. The subjects were 295 university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frequency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SPSS and AMOS. Instruments were 

Lee's(2010) Happiness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Strauss'(1988) CTSP(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 McCubbin's(1981)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Yu's(2004) Family resiliency of Family Health Scale and Park's(1985) Social 

Support Scale.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amily abuse experi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family stress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social support, family resiliency and happiness. Family stres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family 

resiliency. Social support and family resiliency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happiness. Family abuse experience positively 

influenced family stress and negatively influenced social support and family resiliency. Social support positively influenced 

family resiliency and happiness. Family stress negatively influenced family resiliency. Family resiliency positively influenced 

happiness. Thus education program and counseling should be provided to increase happiness and family resiliency, and social 

support should be provide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for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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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은 구나 행복을 꿈꾸며 행복해지기 해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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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 행복에 요한 가치와 비

을 두고 있다. 학생은 학교환경으로의 격한 환과정

을 경험하고, 다양한 도 과 과제가 주어지는 가운데 고군분

투하는 은 시 을 보내고 있으며, 이들도 자신의 꿈에 

한 기 와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어 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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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개인의 독특한 특성 뿐만아니라 청소년이 직  몸

담고 생활하는 가정환경, 학교환경, 지역사회환경과 에 보

이지 않는 사회 반에 걸쳐 있는 가치 , 사회제도와 정책, 

법률, 복지서비스, 이데올로기, 문화 등의 상호작용에 의해 

향을 받기 때문에 총체  맥락하에 포 으로 살펴보는 

것이 요하다. 특히 학생이 행복을 느끼는데 있어 성장기

와 그 이후 삶에 가족생활의 향력은 간과될 수 없다. 청소

년(김의철․박 신, 2004)과 모든 연령층(박 신․김의철, 

2006)이 가정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화목한 가

족 계를 매우 요하게 여겼으며 청소년의 행복에 가정의 

화목이 요한 요소로 작용하 다(허승연, 2009). 

학생의 행복에 다양한 요인들이 향을 미치고 있다. 개

인  요인으로 사랑이나 이성 계(원 재, 2006), 자기효능

감, 계효능감(박 신 등, 2002), 개인목표달성(구재선․김

의철, 2006), 학생활 응요인(한덕웅 등, 1991), 감사(노혜

숙․신 숙, 2008; 조진형 등, 2008; Emmons & Shelton, 

2005; Perterson, 2006), 낙 성(원두리․김교헌, 2006; Diener 

et al., 1999) 등이 작용하고 있다. 한 가족  요인으로 가

족건강성(서하진․김정옥, 2009; Cicchetti & Toth, 1998), 

가족유 나 친 감(구재선․김의철, 2006), 부모양육태도(곽

윤 , 2009) 등이, 사회  요인으로는 사회  지지(구재선․

김의철, 2006; 안지 , 2007; 허승연, 2009; Lyubomirsky et 

al., 2005) 등이 행복에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의 

행복에 개인  요인뿐만아니라 가족  요인과 사회  요인 

등이 복합 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볼 때 행복에 한 다양한 

요인들간의 련성을 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족  사회  요인과 행복과의 계에 해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가족 요인  행복에 치명 인 향을 주

는 가족학 경험은 가족학 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비경험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과 불안 등의 내재화된 문제와 공격행

동이나 비행행동 등의 외 화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

이다(박병 , 2006; Kernic et al., 2003; Toth et al., 2002). 

이들은 자살의 험성이 더 높으며 자살시도를 더 많이 한다

고 보고되고 있다(Garcia et al., 2002; Ryan et al., 2000). 

이 게 가정폭력경험은 개인의 정서  측면 뿐만아니라 사회

생활에도 부정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부

모의 애정 , 자율 , 성취 , 합리 인 양육태도는 학생의 

심리  안녕감을 높이는데 기여하 다(곽윤 , 2009)는 결과

를 볼 때 가족내에서 부모의 정  양육 태도는 학생에게 

추후 삶의 정  기반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족간 불화, 가족의 고통, 가족사망, 계의 부재나 

상실 등 가족안에서의 스트 스는 강한 불행경험으로 여겼

으나, 가정화목, 자녀성장, 경제  수입, 휴식/휴가 등은 빈

번한 행복경험으로 여겼다(구재선․김의철, 2006). 한 학업, 

직업, 가족이나 친구와의 계 그리고 여가생활과 같은 형

인 경험들이 재와 미래의 행복을 측했다(Ryff, 1997). 

즉 가족안에서 발생된 다양한 정 , 부정  경험이 행불행

을 결정하는 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사회  지지체계의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

수록 심리  안녕을 리고 정 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

는 것으로 밝 진 바 있다(Cohen & Wills, 1985). 그 에서

도 특히 타인과의 좋은 인 계가 행복과 한 상 이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친구와의 친 한 계가 행복감

을 높힌다는 것은 일 성있는 연구결과들에 의해 뒷받침되

고 있다(Cohen, 1988; Hotard et al., 1989). 즉 정  인

계를 유지할 때 더 행복을 느 고(구재선․김의철, 2006), 부

모의 지지는 주  안녕감에 향을 주었고(안지 , 2007), 

특히 친구의 지지는 주요한 사회  지지원으로서 행복감의 

요출처가 되었다(허승연, 2009; Lyubomirsky et al., 2005). 

따라서 사회  지지는 학생이 행복을 느끼는데 있어 로

와 격려 등의 내용을 통해 행복에 요한 결정  기반을 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지지의 작용이 행복에 어떻게 

작용되고 다른 요인이 사회  지지를 향상시키는데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결 에서 입각하여 가족의 문제와 역기능 인 

측면을 강조했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최근에는 강

에서 가족의 회복력과 탄력성에 을 두고 가족 응을 설

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은희․구정화, 2009; 정 주, 2008; 

McCubbin & McCubbin, 1993; Roosa, 2000)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부분 가족탄력성이 가족 응을 

돕는데 설득력이 있는 변수임을 입증하고 있다. 탄력성에 근

거한 근은 통 인 결 의 근에서 탈피하여 강

으로 시각을 갖고 가족이 실패하는 것보다는 성공하는 

것에 을 두며 가족들이 어떻게 스트 스와 역경으로부

터 회복할 수 있고 성공하는 지를 보려는 것이다(Luthar et 

al., 2000).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의 부정  특성을 재하여 

행복에 향을 주는 변인들로 사회  지지와 가족탄력성이 

언 될 수 있다. 학생의 가족탄력성이 높을 때 행복의 수

도 높게 나타나 가족건강성 요인  가족탄력성이 행복의 

수 을 결정하는 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서하진․

김정옥, 2009). 탄력성은 부 응을 방지하고 처의 효율성

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Cicchetti & Toth, 1998), 불안에 

한 민감성을 낮추고 삶에 한 정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Block & Kremen, 1996)고 하 다. 송 경(2006)은 탄력성

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상황에 불안해하지 않고 정서 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신뢰감을 주며 인

계에서나 사회  측면에서 응 인 사람들이라고 하여 

행복향상에 탄력성이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 가

족스트 스와 사회 응의 계에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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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났는데, 가족스트 스가 자폐성장애아동의 사회 응

(이주희․정 주, 2009), 만성질환아(이은희․구정화, 2009; 

이은희․손정민, 2008)의 가족 응에 미치는 부정  향이 

가족역량강화 정도가 높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생의 부모의 지원이 있는 경우 스트 스와 

부정  계를 나타내었다(김의철 등, 2010). Lazarus와 Folk-

man(1984)은 사회  지원이 스트 스감소를 한 자원임을 

밝히고 있어 사회  지원은 스트 스만이 아니라 심리  안

녕감  생활만족(박 신․김의철, 2008; 허지연․손은정, 2008) 

등 다양한 상황맥락에서 큰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가족스트 스나 가족문제에 있어 가족탄력성과 

사회  지지가 재역할을 하여 이를 통해 행복에 정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행복에 한 많은 연구들은 행복한 사람들의 개

인 인 특성이나 행복감을 유발하는 개별 인 환경의 향

을 밝히고자 하 다(Lu & Shih, 1997). 행복을 결정하는 객

인 요인과 주  안녕감의 상  향력이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개인의 특성이나 환경요인 등 

단일요인에만 치 했기 때문이었다(Lyubomirsky, 2007). 이

러한 연구들은 학생의 행복에 도달하는데 다양한 변인들 

특히 가족과 사회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행복감을 결

정하는지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학생의 행복에 가족요인의 향을 간과하 다. 특히 행복

이라는 특성에 가족학 경험, 가족스트 스와 가족탄력성 등

의 정 , 부정  요인들이 행복에 작용하는데 있어 구체

인 경로를 분석하지 않았다는 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

기된다. 한 가족학 경험이나 가족스트 스와 같은 가족의 

부정  특성을 완화시키고 정  요인을 강화시키는데 가

족탄력성과 사회  지지가 행복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학생

의 가족학 경험, 가족스트 스, 가족탄력성, 사회  지지와 

행복의 일반  경향을 살펴보고 이들의 계를 악해보며 

궁극 으로 행복에 한 가족탄력성과 사회  지지의 매개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가족생활에 

한 응향상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

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둔다. 첫째, 학생의 가족학 경험, 가족스트

스, 가족탄력성, 사회  지지와 행복과의 계는 어떠한가?, 

둘째, 학생의 가족학 경험, 가족스트 스와 행복과의 

계에 가족탄력성과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를 

분석한다. 

Ⅱ. 선행연구고찰

선행연구들을 토 로 학생의 가족학 경험, 가족스트

스, 사회  지지와 가족탄력성과 행복과의 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  가족학 경험과 행복과의 계를 보면 

가족학 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비경험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

과 불안 등의 내재화된 문제와 공격행동이나 비행행동 등의 

외 화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다(박병 , 2006; Ker-

nic et al., 2003; Toth et al., 2002). 이들은 자살의 험성이 

더 높으며 자살시도를 더 많이 한다(Garcia et al., 2002; Ryan 

et al., 2000)고 보고하고 있다. 자녀들의 정서  문제와 련

하여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의 정서  문제를 표하는 

증상으로는 우울, 불안, 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쉼터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더욱 심각하여 Hughes(1988)

의 연구결과 쉼터에 거주하는 조사 상 55%가 심하게 축된 

상태 으며 약 10%는 자살 험이 있었다. 아동기의 신체  

학 가 성인기의 자아개념에 부정  향을 다고 보고하

고 추후 성인기의 분노와 공격성(Beriere & Runtz, 1990)

과도 연 된다고 하 다. 이 게 가정폭력경험은 개인의 정

서  측면뿐만아니라 사회생활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한 가족학 경험을 안겨주는 부모행동과 달리 바람직한 부

모양육태도는 자녀의 건강한 정신구조형성에 결정  기여를 

하며(Bowlby, 1988), 자신과 타인에 해 정  지각을 하

도록 돕는다(Pierce et al., 1996). 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 , 자율 , 성취 , 합리 일수록 학생의 심리  안녕

감은 높았다(곽윤 , 2009). 반면 부모의 돌  양육태도가 자

녀의 우울감 감소, 행복을 증진시켰지만 그 향력이 7%로 

매우 작은 변량효과를 나타내었고 부모의 과보호는 주  

행복에 향을 미치지도 않았다(정은선․조한익, 2008)는 연

구도 있어 보다 구체 이고 지속 인 심이 필요하다.

아동기 가족학 경험은 개인,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 ․최지 , 2005). 특

히 부모자녀 계(Wisso & Roter, 1994; 오혜정, 2004 재인

용)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과 트 와의 계가 미숙하다

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Carlson, 1990). 가정폭력경험이 

배우자학 나 동료, 형제, 친 한 상 에 한 폭력과 연

된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는데 Daumas 등(1994)은 원가족

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과 경험은 다음세  남성들의 가정폭

력을 측할 수 있다고 하여 가정폭력경험이 가족 계에 부

정  향을  수 있음을 수 있다. 

사회  지지와 가족탄력성의 계를 보면 가족탄력성에 

한 부분의 연구에서 가족탄력성의 하 요인에 사회  지

지를 포함시키고 있다(McCubbin et al., 1997; Walsh, 2002). 

그러나 사회  지지는 가족탄력성의 하 요인이기보다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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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 다(이주희․정 주, 2009). 가족탄력성의 하 요인으

로서 사회  지지는 가족탄력성을 설명해주는 요인의 하나로

서 그 목 은 어디까지나 역량강화이다(이주희․정 주, 2009). 

일반 으로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가족탄력성도 높게 나

타났다(어용숙, 2010; 이선애, 2004). 사회  지지는 역경에 

한 보상, 재라는 소극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역경 

그 자체를 이는 극 인 기능도 함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  지지와 행복과의 계는 학생의 친구

계, 부모와의 계가 행복의 하 역  정  정서, 삶

의 만족도, 부정  정서에 각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친구와의 계는 정  정서, 삶의 만족도에 정  

향을 주었고, 부모와의 계는 삶의 만족도에 정  향

을, 부정  정서에 부정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정 인 인 계를 유지할 때 행복수 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구재선․김의철, 2006). 허승연

(2009)은 가족지지는 청소년의 행복에 향을 주지 않았으

나 래지지가 많을수록 행복해 하여 청소년의 행복에 친구

의 지지가 더 임을 보여주었다.  생애를 거쳐서 친구

는 요한 사회  지지원이 되며 행복감의 요출처가 된다

(Lyubomirsky et al., 2005). 친구 계만족은 행복과 상 이 

높았으며 친구의 수, 만나는 빈도, 화거는 빈도 등도 유의

미한 상 이 있었다(Veenhoven, 1994). 같은 맥락에서 친구

들의 애정과 정서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졌

다(안지 , 2007). 반면 부모의 지원이 많을수록 직업성취도, 

본인이 속하는 사회계층을 더 높게 평가하고 삶의 질과 주

 안녕감을 높게 인식한다고 하 다(안지 , 2007). 

가족탄력성과 행복의 계를 살펴보면 McCubbin과 Mc-

Cubbin(1993)은 뇌손상 환자가족의 응을 설명하는 이론

 모델로서 가족탄력성모델의 유용성을 확인하 다. 한 

McCubbin 등(2002)은 소아암 환자부모 42명을 상으로 질

 연구를 실시하여 가족탄력성 요소들이 가족의 문제를 극복

하고 가족구성원들이 응하는데 도움을 다는 것을 발견

하 다. 학생의 가족탄력성이 높을 때 행복의 수 도 높게 

나타나 가족건강성 요인  가족탄력성이 행복의 수 을 결

정하는 요한 변인으로 언 되었다(서하진․김정옥, 2009). 

탄력성은 부 응을 방지하고 처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Cicchetti & Toth, 1998), 불안에 한 민감성을 낮

추고 삶에 한 정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Block & Kere-

men, 1996). 가족탄력성  신념체계, 조직유형은 불안정, 

부정  정서에 부 인 향을 주고 있어 가족탄력성이 부정

 정서를 감소시키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박진선․박은희, 

2010). 여성한부모가족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모든 스트

스 역과 가족탄력성은 유의한 부  계를 보여주었다(

은민, 2008). 유사한 연구로 가족탄력성개념을 자폐아동가족

에게 용하여 가족탄력성이 가족 응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한 김혜림(2006)의 연구에서도 가족탄력성은 가족 응에 매

우 큰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신념체계의 가족통제감, 조직패턴의 역할안정성, 의사소통

과정의 의사소통과 정서반응이 가족 응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족탄력성의 가족에 한 정  효과

를 확인할 수 있다. 

가족스트 스, 가족탄력성과 사회 응과의 계를 보면 

가족스트 스가 가족 응에 부정  향을 주었으나 가족스

트 스가 있다하더라도 장애에 한 가족의 태도가 정

이고 가족의 역할이 안정 일수록 장애아동가족이 잘 응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김미옥, 2001). 학생을 

상을 한 연구는 아니나 가족스트 스에 한 가족탄력성의 

효과를 다룬 상으로 한 연구들을 심으로 간 으로 유

추할 수 있다. 먼  자폐성 장애아동가족을 상으로 한 연

구(이주희․정 주, 2009)에서 가족스트 스와 사회 응의 

계에서 가족탄력성의 재효과가 나타나 가족역량강화 정

도가 높을수록 가족스트 스가 자폐성장애아동의 사회 응

에 미치는 부정  향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가족탄력성이 

장애인형제가 경험하는 스트 스변인과 가족탄력성변인이 

상호작용하여 장애인형제의 사회 응에 미치는 스트 스의 

부정 인 향을 완충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정 주(2008)

도 가족스트 스가 아동의 사회 응에 가족탄력성이 작용함

을 보여주었다. 즉 가족탄력성은 자폐성아동가족의 스트

스가 자폐성장애아동의 사회 응에 미치는 부정 인 향을 

감소시키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이은희와 손정민(2008)의 

연구에서 만성질환아 가족의 스트 스는 가족 응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고 가족탄력요인을 통하여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은희와 구정화(2009)

는 가족탄력모델의 하 변인인 가족의 내구력, 의사소통유형 

그리고 사회  지지도에 한 변인들이 가족 응과 유의미

하게 높은 상 성이 있음을 보고하 다. 만성질환아동을 둔 

가족의 심리  응에 한 가족탄력성의 모형검증에서 가

족긴장도와 가족 응과의 계에서 가족탄력성이 재역할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화․정남운, 2004). 

다음으로 가족스트 스, 사회  지지와 사회 응과의 

계를 보면 학생의 부모의 지원이 있는 경우 스트 스와 부

정  계를 나타내었다(김의철 등, 2010). Lazarus와 Folk-

man(1984)은 사회  지원이 스트 스감소를 한 자원임을 

밝히고 있다. 사회  지원은 스트 스만이 아니라 심리  안

녕감  생활만족(박 신․김의철, 2008; 허지연․손은정, 

2008) 등 다양한 상황맥락에서 큰 향력이 있다. 자페성 장

애아동가족을 상으로 한 연구(이주희․정 주, 2009)에서

도 가족스트 스와 사회 응의 계에서 사회  지지의 재

효과가 나타나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가족스트 스가 자



5학생의 가족학 경험, 가족스트 스와 행복의 계

- 45 -

페성 장애아동의 사회 응에 미치는 부정  향이 감소한

다는 것이다. 만성질환아 가족도 가족스트 스가 높을수록 

높은 가족내구력과 정  가족의사소통을 통해 사회  지

지가 높고,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가족 응이 높게 나타났

다(이은희․손정민, 2008). 만성질환아동을 둔 가족의 심리

 응에 한 가족탄력성의 모형검증에서도 가족긴장도와 

가족 응과의 계에서 사회  지지가 재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기화․정남운, 2004). 반 으로 사회  지

지, 가족탄력성 등은 행복에 정  향을  수 있고 특히 

가족학 경험과 가족스트 스와 행복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의 가족학 경험, 

가족스트 스, 가족탄력성, 사회  지지와 행복과의 계와 

행복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를 악하여 가족강화

를 통한 학생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 상자의 선정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학생의 가족학 경험, 가족스트 스와 행복과

의 계에서 사회  지지와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악하

기 해 구조화된 설문지조사 방법을 사용하 다. 본 조사의 

표집 상은 서울, 경기, 충청도에 거주하는 학생 295명을 

상으로 조사하 다. 표집은 각 학의 공과 학년에 무 하

게 교양수업과 공수업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조사에 한 

허락을 구한 후 조사가 이루어졌다. 상은 4년제 학생을 

심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를 해 사용한 척도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

하기 해 2개 학에서 남녀 학생 각각 30명 씩을 상으

로 사 조사를 실시하 다. 사 조사의 결과를 토 로 응답

이 없는 문항, 신뢰도를 히 떨어뜨리는 문항 등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 다. 본조사는 2011년 5월 11일에서 6월 

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학생에게 설문을 배포하기  본 

연구의 목 에 한 설명을 하 고 응답이 이루어진 후 바로 

수거하 다. 

2. 측정도구

문항내용의 합여부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남녀 학

생을 상으로 한 사 조사와 이들을 상으로 문항내용의 

이해도와 성을 평가한 후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상황과 

잘 맞지 않은 문항을 수정하거나 제외하 으며 청소년 공 

교수 3인을 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토받은 후 내용을 수

정 보완하 으며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해 Cron-

bach‘s α값을 산출하 다.

1) 행복

학생의 행복감을 알아보기 한 척도는 이수연(2010)이 

개발한 학생행복 척도를 사용하 으며 공만족(4문항), 

사회성(4문항), 가족 계(4문항), 성취지향(4문항), 이성친구

(3문항)로 구성하 다. 공만족에는 ‘나는 지 의 공공부

를 하는 것이 즐겁다’, ‘나는 공선택에 만족한다’ 등이며, 사

회성에는 ‘나는 사람들과 있으면 행복하다‘, ’나는 사람들과 

많은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한다‘ 등이며, 가족 계는 ’

나는 가족들과 화하는 시간이 소 하다‘, ’나는 다시 태어

나도 지 의 가족을 이루고 싶다‘ 등이다. 한 성취지향에서

는 ’나는 계획 로 일이 추진되는 것을 지향한다‘, ’나는 목

표한 일을 해냈을 때 희열을 느낀다‘ 등이며, 이성친구는 ’나는 

이성친구가 행복의 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성

친구로부터 심리  안정감을 느낀다‘ 등 총 19문항 5  척도

로 구성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공만족 .755, 

사회성 .842, 가족 계 .874, 성취지향 .799, 이성친구 .885이

며, 체 행복은 .877로 나타났다.

2) 가족학 경험

학생의 가족학 경험을 알아보기 한 척도는 Straus

(1988)의 CTSPC(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를 

참고로 하여 정서학 (2문항), 신체학 (2문항), 방임(4문항) 

등 8문항으로 구성하 다. 이 척도는 아동기 피학 경험을 측

정하는 도구로 청소년(김은경․이정숙, 2008; 박병 , 2006), 

학생(김연, 2009) 등 청소년과 학생을 상으로 활용되

었다. 내용으로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모욕

을 받은 이 있다’, ‘나에게 때려주겠다고 겁을 주거나 한 

이 있다’, ‘나를 벽에 치거나 멱살을 잡거나 때리거나 

는 나에게 물건을 집어던진 이 있다’ 등으로 구성하 다.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가족학 경험이 많음을 의미하

며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정서학 는 .850, 신체

학 는 .874, 방임은 .872이며, 체 학 경험은 .918로 나타

났다.

3) 가족스트 스

학생의 가족스트 스는 McCubbin(1981)의 FILE(Fa-

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의 척도를 

심으로 구성하 으며 가족 계(6문항), 경제문제(5문항), 학교 

 가정갈등(6문항), 인 계(6문항), 건강  상실(4문항) 

등 총 27문항으로 구성하 다. 가족 계에는 ‘가족모두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여 안타깝다’, ‘나의 미래와 교육에 해 걱정

된다’ 등이며, 경제문제에는 ‘나의 교육비지출이 많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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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다’, ‘ 축을 생각했던 것 만큼 못해서 안타깝다’ 등, 학

교  가정갈등에서는 가정일, 학교일 등 해야 할 일이 많아 

부답스럽다‘, ’해야할 일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여 힘들다‘ 

등이며, 인 계에서는 ’가까웠던 사람들과 계가 멀어져

서 안타깝다‘, ’주변사람들(친구)에게서 괜한 오해를 받은 

이 있어 힘들었다‘ 등이며, 건강  상실에서는 ’친구가 다치

거나 아  이 있어 걱정되었다‘, ’부모님이 다치거나 아  

이 있어 걱정되었다‘ 등으로 구성하 다. 5  척도로 수

가 높을수록 가족스트 스가 많음을 의미하며 이 측정도구

의 Cronbach's α 값은 가족 계 .824, 경제문제 .826, 학교 

 가정갈등 .825, 인 계 .821, 건강  상실 .826이며, 

체 가족스트 스는 .821로 나타났다. 

4) 사회  지지

사회  지지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  지지 척도

로 측정하 다. 즉 일상생활의 경험에 해 기능  속성을 

심으로 사회망 구성원 틀을 통해 받거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서 , 정보 , 물질  지지에 한 지각의 정도

로 조작 인 정의를 하 다. 지지제공자를 부모, 친구 역

으로 나 고 각 출처별로 다차원의 지지정도를 물을 수 있게 

하 다. 본 연구에서 정서  지지, 정보  지지, 물질  지지 

총 3문항으로 각 문항은 5  척도에 따라 측정한다. 구체

인 내용으로는 정서  지지에 ‘나의 일에 항상 심을 가지

고 걱정해 다’, 정보  지지에는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충고해 다’, 물질  지지에는 ‘댓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 다’ 등이다. 각 문항은 5  척도에 따라 측정되었

는데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로 하

며 수가 높을수록 사회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내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 α 계수는 정서  지지 

.901, 정보  지지 .872, 물질  지지 .945이며, 체 사회  

지지는 .874로 나타났다.

5) 가족탄력성 

학생의 가족탄력성을 알아보기 한 척도는 유 주(2004)

가 개발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에서 가족탄력성문항

을 추출하여 사용하 다. 서하진과 김정옥(2009)의 연구에서

도 이 척도를 활용하여 Cronbach's α 값은 .914로 타당도를 

검증받은 바 있다. 문항내용은 ‘우리가족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함께 노력한다’, ‘우리가족은 어려움이 닥치더

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가족은 일상의 문제에 

해서 자신있게 응해 나갈 수 있다’ 등 총 8문항으로 구성

하 다. 수가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도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은 .914로 나타

났다.

3. 자료분석

학생의 가족학 경험, 가족스트 스, 사회  지지, 가족

탄력성과 행복과의 계를 알아보기 해 Pearson의 률상

분석을 이용하 으며 이들 변인들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 다. 각 모형의 합도와 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 다. 한 이들 모형의 합도를 평가하기 해 χ² 

검증과 합도 지수를 이용하 다. 여러 합도 지수 에서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를 사

용하 다. 이 지수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 지수들이 표본크기

에 민감하게 향을 많이 받지 않고, 특히 TLI와 RMSEA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 뿐 아니라 모형의 간명성도 고려하기 때

문이다(홍세희, 2000). 모든 모수치들은 최 우도법 차에 

의해 산출되었으며 잠재변인으로 사용되는 모든 측정변수는 

요인분석에 따른 부하량에 따라 항목을 합산하여 사용하

다. 분석에 앞서 각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이루는지 살펴보기 

해 첨도와 왜도를 살펴본 결과,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료는 PASW 18.0 로그램과 

AMOS 6.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Ⅳ. 연구결과

1. 조사 상자의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 상 학생 295명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  학생의 성별은 남학생이 45.9%, 

여학생이 54.1%로 나타났으며 상자들이 생각하는 경제수

은 류층이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하류

층 22.0%, 상류층 15.0%이고 종교는 기독교가 37.9%로 가장 

많고 종교없음도 43.1%로 나타났다. 연령은 학생인 계

로 24세 이하가 부분을 차지하 다. 

2. 변수들의 상 계

학생의 행복에 향을 미치는 련변수들의 계를 

악하기 해 Pearson의 상 계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

과는 <표 1>과 같다. 가족학 경험은 가족스트 스와 유의한 

정  계(r=.279, p<.001)를, 사회  지지(r=-.304, p<.001), 

가족탄력성(r=-.283, p<.001), 행복(r=-.261, p<.001)과는 유

의한 부  계를 보 다. 즉 가족학 경험을 많이 하 을 

경우 가족스트 스를 높게 인지하고, 사회  지지는 많이 받

지 못하며, 가족탄력성도 낮으며, 행복도 높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스트 스는 사회  지지, 가족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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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1. 가족학 경험 1.000

2. 가족스트 스 .279*** 1.000

3. 사회  지지 -.304*** -.025 1.000

4. 가족탄력성 -.283*** -.137* .613*** 1.000

5. 행복 -.261*** -.058 .657*** .630*** 1.000

평균 1.698 2.980 3.350 3.542 3.465

표 편차 .785 .601 .659 .756  .507

*p<.05, ***p<.001

<표 1> 변수들간의 상 계

행복과 부  계를 나타났는데 가족탄력성(r=-.137, p<.001)

과 낮은 유의미한 부 계를 보여 가족스트 스를 경험할

수록 가족탄력성은 낮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  지지는 

가족탄력성(r=.613, p<.001)과 행복(r=.657, p<.001)과 유의

미한 정  계를 보여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가족탄력성

과 행복을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탄력성은 

행복(r=.630, p<.001)과 유의미한 정  계를 나타내 가족

탄력성이 높을수록 행복을 더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가족학 경험이 가족스트 스보다 사회  지

지, 가족탄력성과 행복과 더 한 련성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 변인에 미치는 향이 더 클 수 있음을 간 으로 알 

수 있다. 한 사회  지지는 가족탄력성과 행복과도 련성

이 높게 나타나 가족학 경험과 가족스트 스를 경험한다하

더라도 사회  지지를 통해 가족탄력성과 행복을 더 경험하

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탄력성도 사회  지지와 유사하게 

가족학 경험, 가족스트 스와 사회  지지를 통해 행복을 

경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변인들(1 -5 )의 일반

 경향을 살펴보면 가족학 경험은 1.698로 간 수보다

는 낮게 나타났다. 가족스트 스는 2.980으로 감 수 3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거의 간 수를 보여 가족스트 스

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사회  지지, 가족탄

력성, 행복은 3 보다 높게 나타나 반 으로 사회  지지

를 비교  많이 받고 있으며, 가족간유 가 좋고 회복력이 

좋은 것을 의미하는 가족탄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

생은 행복에서도 높지는 않으나 반 으로 행복해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3. 연구모형검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해 먼  학생의 가족학 경험, 

가족스트 스, 사회  지지, 가족탄력성과 행복과의 계를 

나타내는 기본 모형을 추정하고 분석하 다(<그림 1> 참조). 

학생의 가족학 경험, 가족스트 스, 사회  지지, 가족

탄력성과 행복과의 경로를 악하기 해 인과모형을 살펴

보았으며 기본 모형의 합도를 보았을 때 모형의 RMSEA

가 .037이고 TLI값과 CFI값이 .914, .917로 모형의 합성이 

좋다고 할 수 있다(χ²=4.538, df=1, <표 3> 참조). 가족학

경험이 가족스트 스에 정  향을 주며, 가족학 경험

에는 사회  지지와 가족탄력성에는 부정  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학 경험이 많을수록 가족스트 스

를 많이 받고 사회  지지는 더 취약하며 가족탄력성도 낮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지지는 가족탄력성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스트 스는 가족탄력성

에 부정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  지지가 높

을수록 가족탄력성이 높고, 가족스트 스가 높을수록 가족

탄력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복에는 사회  지지와 

가족탄력성이 정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  지지와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행복경험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표 2> 참조). 종합해보면 가족

학 경험은 가족스트 스에 직  향을 주지만 사회  

지지와 가족탄력성에는 부정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가족안에서 정 으로 작용하는데 가족학 경험은 방

해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사회  지지는 학생

의 가족탄력성과 행복을 증가시키는데 요한 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족탄력성도 학생이 행복을 경험하는데 정

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가족학 와 가족스트 스를 경

험하여도 사회  지지와 가족탄력성을 통해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  결과라 하겠다. 

이 모형에서 가족학 경험이 가족스트 스, 사회  지지

와 가족탄력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며 사회  지지가 가

족탄력성과 행복에, 가족탄력성은 행복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만 가족스트 스가 사회  지지에, 가족학 경험과 

가족스트 스가 행복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아 직

인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의 합도를 <표 3>에서 분석한 결과, 기본 모형의 

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인들간의 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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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화 경로계수 비표 화 경로계수 S.E C.R

가족학 경험 → 가족스트 스 .279*** .213 .043 4.975

가족학 경험 → 사회  지지 -.321*** -.270 .048 -5.568

가족스트 스 → 사회  지지 .064 .070 .063 1.112

가족학 경험 → 가족탄력성 -.077* -.074 .048 -1.548

사회  지지 → 가족탄력성 .588*** .674 .055 12.327

가족스트 스 → 가족탄력성 -.101** -.127 .059 -2.139

사회  지지 → 행복 .418*** .321 .041 7.934

가족탄력성 → 행복 .368*** .247 .035 7.035

가족학 경험 → 행복 -.033 -.021 .029 -.740

가족스트 스 → 행복 .014 .012 .036 .322

*p<.05, **p<.01, ***p<.001

<표 2> 가족학 경험, 가족스트 스, 사회 지지, 가족탄력성과 행복의 계 모형

<그림 1> 기본모형: 가족학 경험, 가족스트 스, 사회  지지, 가족탄력성과 행복과의 계 

모  형 χ² df p RMSEA TLI CFI

기본모형 4.538 1 .000 .037 .914 .917

수정모형 1.798 3 .000 .000 .987 .992

<표 3> 모형의 합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변인들의 계를 수정한 모형의 

합도는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수정모형의 경

로 계를 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각 경로에서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 경로를 제

외하고 수정모형의 합도를 비교한 결과 합도를 보았을 

때 수정모형의 RMSEA가 .000이고 TLI값과 CFI값이 .987, 

.992로 모형의 합성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χ²=1.798, 

df=3, <표 3> 참조). 가족학 경험은 가족스트 스에 정  

향을 주어 가족학 경험이 높을수록 가족스트 스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 가족학 경험이 낮을수록 사회  

지지와 가족탄력성은 높게 나타나 가족학 경험과 같은 부정  

경험은 사회  지지와 가족탄력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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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화 경로계수 비표 화 경로계수 S.E C.R

가족학 경험 → 가족스트 스 .279*** .213 .043 4.975

가족학 경험 → 사회  지지 -.304*** -.255 .047 -5.464

가족학 경험 → 가족탄력성 -.077* -.074 .048 -1.557

사회  지지 → 가족탄력성 .586*** .674 .055 12.353

가족스트 스 → 가족탄력성 -.101** -.127 .059 -2.143

사회  지지 → 행복 .426*** .328 .040 8.236

가족탄력성 → 행복 .371*** .249 .035 7.188

*p<.05, **p<.01, ***p<.001

<표 4> 가족학 경험, 가족스트 스, 사회 지지, 가족탄력성과 행복의 계 수정모형

기 변인 측변인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 SMC

가족스트 스 가족학 경험 .279 .279 .078

사회  지지 가족학 경험 -.304 -.304 .092

가족탄력성

가족학 경험 -.077 -.206 -.282

.400가족스트 스 -.101 -.101

사회  지지 .586 .586

행복

가족학 경험 -.234 -.234

.514
가족스트 스 -.037 -.037

사회  지지 .426 .217 .643

가족탄력성 .371 .371

<표 5> 행복에 한 측변인들의 효과

<그림 2> 수정모형: 가족학 경험, 가족스트 스, 사회  지지, 가족탄력성과 행복과의 계

사회  지지와 가족스트 스는 가족탄력성에 유의한 향

을 주고 있는데 사회  지지가 많을수록 가족탄력성은 높게 

나타나고, 가족스트 스가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은 낮게 나타

났다. 사회  지지와 가족탄력성은 행복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회  지지와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학생이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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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가족학 경험과 가족스트 스는 사회  지지

와 가족탄력성을 통해 행복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에 한 측변인들의 효과는 <표 5>와 같다. 가족스트

스에 한 가족학 경험의 설명량은 7.8% 으며 사회  

지지에 한 가족학 경험의 설명량은 9.2%로 나타났으며 

가족탄력성에 한 가족학 경험, 가족스트 스, 사회  지

지가 미치는 설명량은 40.0%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학 경

험은 가족탄력성에 직 인 향을 미치지만 가족스트 스

나 사회  지지를 통해 행복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행복에는 가족학 경험, 가족스트 스, 사회  

지지와 가족탄력성이 미치는 설명량은 51.4%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  지지는 행복에 직  향을 주지만 가족탄력

성을 통해서도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복에 가장 많은 향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

생의 행복에 가족요인들이 요하게 작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특히 사회  지지와 가족탄력성의 요성이 부각

되었다. 

Ⅴ. 논의  결론

본 연구는 학생의 가족학 경험, 가족스트 스, 사회  

지지, 가족탄력성과 행복과의 계를 악해보고 궁극 으

로 가족학 경험, 가족스트 스과 행복에 한 사회  지지

와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하 다. 연구

상은 서울, 경기, 충청권에 있는 학생 295명을 상으로 구

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 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상

계, 구조모형방정식을 통한 경로분석을 이용하 다. 본 연구

결과에서 밝 진 결과를 토 로 시사 을 논의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학생의 가족학 경험은 가족스트 스와 유의한 

정 계가 나타났으나 사회  지지, 가족탄력성과 행복과는 

유의한 부  계가 나타났다. 특히 사회  지지와 가족탄력

성은 행복과 유의한 정  계를 나타내 행복증가에 사회  

지지와 가족탄력성 등이 정 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스트 스는 가족탄력성과 유의한 부 계가 있

어 가족스트 스가 높은 경우 가족탄력성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사회  지지는 가족탄력성과 높은 유의한 

정 계를 나타내 가족탄력성을 향상시키는데 사회  지지의 

역할이 작용될 것이다. 한 사회  지지와 가족탄력성은 

학생이 행복을 느끼는데 있어 가족학 경험과 가족스트 스

를 완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 으로 행복에 

가족학 경험과 가족스트 스가 부정  향을, 사회  지지

와 가족탄력성에 정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족학 경험과 가족스트 스는 행복에 유의한 직

 향을 미치기보다는 사회  지지와 가족탄력성을 통

해 행복에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학 경험은 사회  지지를 통해 행복에 향을 주고 있

어 사회  지지는 학생이 행복을 느끼는데 있어 가족학

경험의 향력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부모지지와 친구지지를 포함한 사회  지지가 

학생의 행복에 향을 다(허승연, 2009; Lyubomirsky et 

al., 2005)는 연구와 가정폭력경험이 개인의 정서  측면 뿐

만아니라 사회생활에도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다(박병 , 

2006; Kernic et al., 2003; Toth et al., 2002)는 결과들을 볼 

때 가족학 경험 자체가 삶의 질과 행복에 부정  향을  

수 있으나 사회  지지라는 재요인이 존재한다면 이를 상

쇄시키고 결과 으로 사회  지지가 행복에 기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족스트 스는 가족탄력성을 통해 행복에 향을 

주고 있어 가족탄력성이 가족스트 스를 감소시키고 행복을 

향상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가족스트 스

와 사회 응의 계에서 가족탄력성의 재효과가 나타나 

가족역량강화 정도가 높을수록 가족스트 스가 자폐성 장애

아동의 사회 응(이주희․정 주, 2009), 만성질환아의 가족

응(이은희․구정화, 2009; 이은희․손정민, 2008)에 미치는 

부정  향이 감소한다는 결과들을 토 로 볼 때 가족탄력

성이 가족스트 스를 매개해주는 요요인이며 가족스트

스를 완화시켜 행복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학

생이 가족에서 가족스트 스를 경험하더라도 가족탄력성이 

존재할 때는 자신이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러한 가족스트 스가 학생자신의 행복에 부정  향을 

다는 에서 가족내에서 스트 스에 한 조 과 해결의지의 

요성이 강조된다. 즉 가족스트 스를 감소시키고 가족탄

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질 때 학생의 행

복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족의 강 이자 자원인 가

족탄력성이 담보된다면 학교와 사회의 장에서 이들의 건강

성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 학생의 가족탄력

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족과의 유 와 믿음, 문제해결능

력, 의사소통 등의 내용을 심으로 한 교육과 개입이 있어야 

하겠다. 

셋째, 가족탄력성에 가족스트 스와 사회  지지가 직

 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족학 경험은 가족스트 스를 

통해, 사회  지지를 통해 가족탄력성에 각각 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여주었다. 즉 가족학 경험은 사회  지지에 부정

으로 향을 미치고 사회  지지를 통해 가족탄력성에 

정 인 향이 나타났다. 반면 가족학 경험은 가족스트

스에 유의한 정  향을 주어 가족학 경험이 가족스트

스를 더 가 시키는 결과를 낳고 결과 으로 가족탄력성에 

부  향을 주고 있다. 즉 가족탄력성에 가족학 경험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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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스트 스를 통해 가족탄력성에 부정  향을, 사회  지

지를 통해 정  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지지가 가족탄력성을 설명해주고,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어용숙, 2010; 이주희․정 주, 

2009)는 결과들에서 제시한 것처럼 가족탄력성에 사회  지

지가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가족탄

력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앞서 언 한 것처럼 보다 풍요로

운 사회  계를 형성하고 가족스트 스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이 에 가족내에서 어린 시

부터 학 로부터 보호되고 재 학생자녀가 갖는 학업

과 취업, 학비마련 등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상황에 한 배

려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한 사회  지지는 가족학 경험

이나 가족스트 스의 완충장치이자 가족탄력성을 향상시키

는 기여자로, 이를 한 학생의 사회  계향상에 한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로그램이나 개입방안이 필요하

다고 하겠다. 

넷째, 가족학 경험은 가족스트 스와 사회  지지에 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학 경험 자체는 

부모로부터 부정  향을 받은 결과로 부모와의 계가 좋

지 않고 그 결과 가족내 응도가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

면 가족학 경험을 갖는다 하더라도 충분한 사회  지지가 

주어진다면 부정  경험으로부터 회복과 탈피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학 경험에 한 부정  결과들은 많

은 선행연구들(박병 , 2006; Garcia et al., 2002; Kernic et 

al., 2003; Ryan et al., 2000; Toth et al., 2002)에서 학생

의 가족학 경험이 내외 으로 부정  향을 다는 결과

들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가족내에서 부모의 정  자녀양

육태도와 경험제공은 학생에게 추후 개인과 가족, 사회속

에서 삶의 정  기반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 개인의 행복과 건강한 가족생활을 

해서는 가족환경에서부터 폭력의 무가치함과 치명  결과에 

한 경종이 울려져야 하겠다. 즉 학 경험 학생에게는 이

후 인생여정에 나아가 세 이를 통해 지속 인 향을  

수 있다는 을 볼 때 이에 한 장단기  상담과 치유 로

그램도 시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결 에서 입각하여 가족의 문제와 역기능

인 측면을 강조했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최근에는 강

에서 가족의 회복력과 탄력성에 을 두고 행복을 설

명하 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부분 가족탄력성과 사회  

지지 등의 정  요인들이 행복을 설명하는데 설득력이 있는 

변수임을 입증하고 있다. 탄력성에 근거한 근은 통 인 

결 의 근에서 탈피하여 강 으로 시각을 갖고 

가족이 실패하는 것보다는 성공하는 것에 을 두며 가족

들이 어떻게 스트 스와 역경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고 성공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한 본 연구는 가족학 경험, 가족스트 스, 사회  지

지, 가족탄력성과 행복과의 계에 있어 등 개인, 가족, 사회

 특성까지를 포함하여 개인의 사회 응에 생태체계  입

장을 검증하 으며 가족학 경험과 가족스트 스와 행복과

의 계에서 사회  지지와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통해 

이들 계를 악하 다. 한 본 연구결과를 토 로 학생

의 행복을 한 개인과 가족, 사회환경을 고려한 로그램의 

시행과 지원의 단 를 제공하 다는 이다. 제한 으로는 

일부지역만의 학생을 상으로 하 으므로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본 연구가 일반화되고 구체화되기 해서는 

보다 다양한 집단을 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의 행복에 향을 주는 개인요인 뿐만 아니라 문화  

요인까지를 포함시키지 않아 더 포 인 근이 이루어져

야 함이 후속연구의 과제이자 방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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