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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행복요인과 행복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이 경 옥

지 도 교 수 정 민 자

교육복지대상 청소년의 가정환경은 크게 좋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들의 행

복과 성장을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교육복지대상 중

학생을 대상으로 행복요인을 도출하여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행복도, 자아

존중감, 낙관성, 긍정정서의 효과를 검증하여, 대상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1부에서는 2020년 10월 U시 소재 교

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점학교의 교육복지대상 중학생 총 50명(여: 34명, 남: 16명) 대상,

6~7명으로 구성된 8개의 그룹을 만들어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행복요인은 첫째, ‘평소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둘째,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 셋

째, ‘행복한 사람의 특징’으로 구성하여 직접 조사하고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8

개의 최종범주를 도출하고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작성하였다.

2부에서는 프로그램 모형의 목표 수립단계, 프로그램 구성단계, 예비 프로그램 실시

및 구성단계, 프로그램 실시 및 평가단계 절차에 따라 10회기로 구성하여 개발하였다.

3부에서는 실험집단 20명과 통제집단 20명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추후 검사를 통해

효과를 검증하였다. 2021년 1월에서 2월까지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2회기 씩(90분) 3

주간에 걸쳐 실시하고 프로그램 효과 검증은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행복요인은 평소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

관과 태도에 영향을 받고 가족의 경제력이 실제로 인간관계의 유연성과 사회성을 배

우는 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행복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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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구 1을 기초하여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10회기로 개발

하였다. 프로그램은 행복의 의미 알기(1~2회기), 행복요인 찾기(3~6회기), 행복 만들기

(7~10회기)로 구성하였다.

셋째,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분석한 결과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행복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행복도, 자아존중감, 낙관성, 긍정정서가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되었

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 유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한 만다라 컬러링에 대한 효과도 확인하였다. 질적 평가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은 행복증진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높은 만족도와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첫째,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FGI)를 실시하고 직접 행복요인을 도출함으로써 가족을 둘러싼 외부환경 사이의 상호

작용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척도지나 참고문헌을 통한 이론적 지식을 토대

로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적인 참여자들의 반응을 반영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따라

서 차후 행복요인에 관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행복증진 프로그램 구성내용은 행복의 의미 알기, 행복요인 찾기, 행복 만들기

로 구성되었으며, 행복도, 자아존중감, 낙관성, 긍정정서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실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드게임과 만다라 컬러링 활동을 통해 긍정정서, 몰입, 관계,

의미, 성취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행복의 참 의미를 알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족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써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이 가족 간 상호작용과

친구관계를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에서 심리 및 정서를 지원하는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향후 교육복지대상 중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중학생까지 대

상자를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교육복지대상 중학생, 행복, 행복증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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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청소년기는 심리적 유예기간이라 불리는 기간으로 사춘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

도기에 속하는 시기이다. 청소년이 어른이 되어 자신이 속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심

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신건강은 가족이나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미래 삶의 질과도 관련이 있다. 즉 청소년을 행복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미래의 사회와 국가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출발점이 된다(전기숙, 2016).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8년 아동 종합실태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아

동·청소년의 평균 행복 수준은 향상됐지만 OECD 기준으로는 최하위에 머물러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신우, 2019). 행복감이란 삶의 만족,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같은

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생활감정으로서 만족감, 마음의 평화, 충만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정서이다(박숙경, 2002). 그러나 낮은 행복감은

청소년들의 생활 속 비관이나 우울 등 부정적 정서 상태에 영향을 미쳐 사회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어른이 되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즐거운 경험을 즐기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성격 발달 토대의 마련이 필

요한 만큼 긍정적 정서의 행복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진숙, 김은주, 2013).

Mihaly Csikszentmihalyi(2005)는 “인간은 언제 제일 행복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오랜 연구 끝에 그는 “행복이란 것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다.”라

는 답을 찾았다고 말했다. 행복은 운이 좋아서 어쩌다 생긴 기회의 산물이 아니다.

돈이나 권력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행복과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

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외적인 조건에 압도당하지 않고 내 운명의

주인처럼 느끼며 우리 스스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다. 이때, 우리의 기분

은 매우 고양되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은 오래 기억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이정표가 될 수 있는데 그는 이런 경험을

‘최적 경험’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몰입’이론으로 발전시켰다. Shahar(2007) 또한 자

기실현 관점에서 행복은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들어내는 것’으로 ‘즐겁고

의미 있는 포괄적인 경험’이라고 말하였다. 최인철(2018)은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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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사람은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다르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같은

일상을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서로 다른 일상을 살아갈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행복을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일상을 정리하고 다르게 배열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행복이 단순히 주어지거나 실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노력과 시도로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우리

는 행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만족하지 않아서, 평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장하지 않

기 때문에 불행감을 느끼게 된다(선안남, 2011).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 학

업, 친구관계 등 발달에 따른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의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정서도

많이 경험하지만 다른 연령대들에 비해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삶에 대

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지혜, 2020).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증진을 위해 우선 시급한 과제는 어

느 영역에서든 결핍 없이 고르도록 균형을 맞추어 성장하는 것이다. 이수진(2019)의 연

구에 따르면 인간은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에 있을 때 불행함을 더 느

끼는 반면 그러한 부족함이 해소되었을 때는 더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청소년들

역시 현재의 생활환경에서 무엇을 얼마나 갈망하느냐가 바로 개인이 경험하는 행복과

불행의 출발점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모두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순간순간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만, 행복

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우리 대부분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희망하고 있지만 각자 원하는 행복의 모습이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것

이다(전향신, 2015). 이에 ‘무엇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짓는가?’ 우리가 미

처 알지 못한 청소년 생활의 어떤 특징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이수진, 2019)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행복에 주목하고 심층적인 탐색이 요

구된다.

강신우(2019)는 청소년의 행복도에 대해 가구 형태별로는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

정이 양부모 가정보다 낮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행복 수준이 낮았다고 밝혔다. 이

처럼 교육복지대상 중학생 역시 소득수준이 낮은 생계형 맞벌이로 인한 부모의 부

재와 이혼 및 별거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이라는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어 행복하

지 않은 주요소가 될 수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국의 교육복지대상

학생 수는 81,808명으로 파악되었다(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2019). 교육복지대상은



- 3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특수교육대상자, 학교장추천을 받은 학생으

로 환경적, 심리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정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

험하고 있는 교육복지대상 청소년은 아직 스스로를 돌보거나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부

족해 보호가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고미숙, 2013) 생계유지로 인한 맞벌이 가정

이 많아 부모가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는 현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조임숙,

2017).

가족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 있어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비

록 가족의 규모가 작더라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인간관계의 시작

점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가족의 기본 역할과 기능이 상실되면 청소년들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도 하며 이로써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장춘

옥, 2013). 또한,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부모의 모습 대신, 부정적인 시선으로 부모를 바

라봄으로써 좋은 부모의 바른 자아상을 알아가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류진열, 2009).

그런데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가정과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정

서적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혹은

그 이상의 측면에서 일반 청소년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높다는 것이다(오승환,

2000).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적절한 환경적 개입을 시사한다. 현재 저소득층 청소년은 일

반 청소년에 비해 환경적․심리적 어려움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

움은 물론 심리적․정신적 문제와 갈등까지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서적 개입이 필요

한 실정이다(윤민희, 2013).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자아존중감을 꼽을 수 있다(이경옥, 정민자

2020).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개인행동의 이해, 바람직한 환경적응과 건전한 인성

발달, 긍정적인 자아실현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긍정적인 자아 가

치를 가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와

같은 반 친구, 그리고 친한 친구와 교사가 ‘얼마나 자기를 좋게 생각하는가?’이다(신

명주, 2015). 이는 청소년의 불안정한 가정환경이 학업을 지속하는데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되어(금명자, 2008), 긍정적 정서와 낙관성의 발달을 제약할 수 있다.

Diener(1999)의 연구에서 낙관성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전망을 하는 인

지적 경향을 의미하는데 미래의 긍정적 결과를 예상하게 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그리하여 낙관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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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하였다. 신현숙(2004)의 연구에서도 낙관성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낙관성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긍정적 정서와 긍정적 사고, 사회적 지지, 문제해결에 중심

된 보다 적극적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낙관성 및 긍

정적 사고는 교육복지대상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과거의 심리학회에서는 주로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 변수 중심적 접근

방법으로 시도해 왔으며 연구자가 행복의 요인을 설정하여 참여자들에게 제시하는 방식

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예방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문제행동 제거에만 치중해 학생들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았다. 즉 부정적 정서를 제거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긍정적

인 정서로 변환되어 부적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해왔기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한계성이 있었다(공은미, 2019).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행복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교육

복지대상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가족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써 상호작용이 비교적 오랜 기간 지속

되는 집단인 가족이 앞으로의 가족 변화에 대해서 예측하고 가족 관계에서 보여지는 미

시적인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가족을 둘러싼 외부환경 사이의 거시적인 상호작용을 모두

포착할 수 있도록(유계숙, 최연실, 성미애, 2003) 교육복지대상 중학생들의 심리 및 정서

를 지원하는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를 실

시하고 직접 조사하여 나온 응답을 토대로 행복요인을 도출하고, 행복이 어떤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탐색하였다. 이에 그 결과를 Seligman의 행복이론을 바탕으로 행복감

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게임, 감사일기, 성격강점 찾기, 만다라 컬러링 등의 다양한 활동

으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는 행복도, 자아존중감, 낙관성, 긍정정서를 증

진 시킬 수 있는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

육복지대상 중학생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 개발, 프로그램 제안 등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연구를 3단계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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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행복요인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행복증진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연구문제 3. 행복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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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행복

1) 행복의 개념

행복이란 ‘삶에 만족하여 기분이 좋은 상태’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목적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복은 인류가 탄생부터 오늘날까지 학자들에 의해 연구

중에 있지만 행복에 대한 개념은 합의되지 못하고 다양하게 밝혀지고 있다(박선주,

2017). 행복에 대한 적절한 정의나 해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은, 행복은 물질적 개념과

는 달리 무형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그리스 시대부터 행복의 본질을 밝히려는 노력은 쾌락주의적이고 자기실현적 관점에

서 논의되어왔다. 쾌락주의적 관점은 행복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생기는 인지적

인 만족감과 긍정적인 정서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행복의 욕구가 충족되

고 긍정적인 정서가 유발된 상태로 정의된다(오윤선, 2014).

Nettle(2005)은 행복을 3단계로 정의하였다. 1단계는 기쁨, 즐거움 같은 감정이나 느낌

을 표현하는 것이고, 2단계는 삶에 대해 흡족함과 만족에 관계된 것으로써 생애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사이에서 긍정적인 감정이 삶 전체에 걸쳐 우세하

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3단계는 최고의 삶에 대한 더 넓은 의미의 행복으로 자신의 진

정한 잠재력을 깨닫고 실현하는 단계이다. 이에 네틀(Nettle)은 3단계 행복이 철학에 가

깝다고 믿고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1단계 상태,

또는 감정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2단계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

것은 1단계의 기쁨만 유지하는 것 또한 피곤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기쁨이 유지되는

상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삶 전체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하는 정도를 행복으로 정의하였

다(명수정, 2011). 이경열(2009)의 연구에서도 네틀(2005)의 행복 3단계와 더불어

Diener(1984)의 행복의 특징에 대해 첫째, 행복은 객관적 조건과 구별되는 개인의 주관

적 내면의 경험으로써 둘째, 행복은 부정적 요소의 부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삶을 더

긍정적인 측면을 반영하였으며 셋째, 행복은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하여 통합된 종합적

판단으로 정의됨을 언급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행복은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삶에서 긍정정서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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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자신이 행복하다고 깨닫는 것이라고 하였다. 교육복지대상 중학생들은 경제적 위

기와 가족 간 갈등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 및 정서적인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발달과업에 중요한 행복 요소에 주목하고 기

쁨과 즐거움을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복을 경험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건

강한 성장을 돕는다고 할 수 있다.

2) 긍정심리

최근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로 강점과 긍정적 정서에 대해 연구하고 그러한 요소

들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 주된 관심이 있는 심리학에서 새로운 학문적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인간의 긍정적 특성을 계발하고 극대화함으로써 자신

과 사회의 건강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긍정심리학이다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Seldon과 King(2001)은 ‘American Psychologist' 특집호에서 긍정심리학은 보통 사

람의 강점과 덕목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개인이 가진 자연적 적응력과 기술을 잘 활용

하여 역경 속에서 잘 살고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과 삶을 심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탐구라고 하였다(한정미, 2017).

Seligman(2011)이 긍정심리학을 처음 발표한 ‘진정한 행복(Authentic Happiness)’이론

에서는 행복의 핵심 요소를 긍정정서, 몰입, 삶의 의미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긍

정정서(positive emotion), 몰입(engagement), 관계(relationship), 의미(meaning), 성취

(accomplishment)의 5가지 핵심 요소로 이를 보완하였다. 5가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

다.

첫째, 긍정정서는 기쁨, 희열, 따뜻함, 자신감 등과 같이 우리가 느끼는 것을 말한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으로 살아가고 이러한 긍정정서를 이끌어내는 삶

이 바로 ‘즐거운 삶’이다. 둘째, ‘몰입’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삶을 살아간다

는 것과 일치한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발적으로 어떠한 일에 전념하고 일상생활에

서 자신이 추구하는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성격적 강점을 찾

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셋째, ‘관계’란 바로 타인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행복

했던 순간과 성취의 순간에 타인과 함께했음을 깨달음으로써 혼자가 아닌 타인과 ‘좋은

삶’을 지속하는 것이다. 넷째, ‘의미 있는 삶’이란 자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 어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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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속되어 있고 그것이 기여하는 것에 기초한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혼자서는 이

기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없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으며 즐거운 삶을 영위하더라

도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 긍정심리학에서는 개인이 삶

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할 때 행복이 증진될 수 있고 타인과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

다. 다섯째, ‘성취’는 일시적인 상태의 업적이 아닌 확장된 형태의 성취를 말한다. 성공,

승리, 정복 그 자체가 좋으므로 그것을 추구하며 성취에 집중하는 것이 ‘성취하는 삶’인

것이라고 밝혔다(장윤아, 2016). 우문식(2012)의 연구에서도 행복의 핵심요인을 언급하였

으며 기쁘고 좋은 일은 장시간 지속하고 나쁘고 힘든 일은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

법을 과학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긍정심리학이라고 하였다. 또한, 권석만(2008)의 연구에

서도 행복 핵심 요인과 더불어 인간이 근본적으로 행복과 성장을 추구한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개인의 창의성과 자기실현 특성에 대한 이해와 강점 및 잠재

력을 찾아주고 인간의 긍정적인 심리학적 측면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행복도가 향상될수록 긍정정서, 몰입, 관

계, 의미, 성취도를 높이는데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3) 행복에 관한 선행연구

행복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영애, 이영자(2015)의 청소년의 행복감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또래 관계, 학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 의하

면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지각한 청소년일수록 자신감과 자기통제, 긍

정적 정서가 높아 전반적으로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관계의 하위영역은

행복감에 대한 거의 모든 하위영역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래 관

계에 대한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도가 높을수록 자신감

과 자기통제, 긍정적 정서가 높아 전반적으로 행복도 총점이 높게 나타났다. 도경진

(2015)은 한국 청소년의 행복 체험 연구를 통해 한국 청소년 행복 체험의 6가지 본질적

주제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는 주어진 여건에 감사, 자신의 삶에 타협과 순응, 어려움 극

복, 미래의 기대 및 소망, 꿈의 선택과 몰입을 통한 성취, 소통을 통한 자아 확장이다. 또

한 체험의 본질에 대해 내적으로 주어진 여건에 감사, 외적으로 자신의 삶에 적응, 자신의

강점을 살려 어려운 상황을 극복, 미래에 대한 소망을 에너지 삼아 꿈을 선택하고 몰입을

통한 자아실현, 타인과 소통하며 자아를 키워가는 과정임을 밝혀 주었다. 조수진(201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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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인식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행복과의 관계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Grit과 행복의 모든 하위 요소(자신감, 긍정정

서, 자기통제)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은

한국 청소년의 행복: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 성취의 영향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 학업 성취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행복을 연구한 이수진(2019)은 청소년의 방과 후 생

활시간 활동 패턴 8가지 유형과 그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해 제시하였

다. 연구 결과 같은 활동 패턴으로 살아가더라도 실제 빈곤 청소년과 비빈곤 청소

년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은 상당히 다르고 행복에도 큰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생활 패턴은 빈곤 지위에 따라 행복 수준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

으로 나타났다.

유미숙, 정계숙, 박수홍, 차지량, 홍광표(2013)는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행복 인

식연구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모두 몰입, 건강과 외모, 여가, 대인관계 변수에 대해

행복감을 느낀다. 비교해보면 아동들이 청소년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목표와 미래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높고 여러 행복의 필요조건을 높게 인식한 상 집단이 하 집단에 비해 공통적

으로 많은 요인에서 행복을 더욱 크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박상미와 박응

임(2019)은 부모 애착과 그릿(Grit)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에서 부 애착과 모 애착을 포함한 부모 애착이 남녀 전체 청소년의 행복감에 직접

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 애착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부 애착, 모 애착 모두

그릿에 영향을 미쳐, 청소년들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그릿이 높게 나타났

다. 즉 그릿은 남녀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쳐, 그릿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행

복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경민, 이난, 양경화(2018)는 초등학생의

이타성과 행복감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연구에서 초등학생 고학년의 이

타성은 행복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타성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 수준도

높아졌고 이타성과 사회적 지지는 서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이타성 수준이 높

을수록 사회적 지지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행복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가족, 친구,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행복을 느끼는 정도도 높게 나타난

다고 하였다. 명수정(2011)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행복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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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 및 낙관성의 효과에 대해 중학생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부모지지, 친구지지)

는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부모의 이해와 보살

핌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

를 맺고 격려와 응원을 받을 때 행복하다고 했다. 전향신(2015)의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기대와 인식 차이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기대 수준은

목표 추구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학업 성취,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

안전, 가족관계 순서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행복하기 위해 목표나 미래 준비를 해

야 한다는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행복에 관한 선행연구는 <표 1>과 같다.

<표 1> 행복에 관한 선행연구

저자

(연도)
연구제목 주요연구내용

장영애

이영자

(2015)

청소년의 행복감과 청소

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또래 관계,

학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

구

부나 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지각한 청소

년일수록 자신감과 자기통제, 긍정적 정서가 높아 전반

적으로 행복감이 높고 또래 관계의 하위영역은 행복감

의 거의 모든 하위영역과 정적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남. 또래 관계에 대한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도가 높을수록 자신감과 자

기통제, 긍정적 정서가 높아 전반적으로 행복도 총점이

높게 나타남.

도경진

(2015)
한국 청소년의 행복 체험

한국 청소년 행복 체험의 6가지 본질적 주제는 주어진

여건에 감사, 자신의 삶에 타협하고 순응, 어려움을 이겨

내고 극복,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 꿈을 선택하고 몰입하

여 성취해 감, 서로 소통하여 자아를 확장해 감으로 도출

됨. 체험의 본질은 내적으로 주어진 여건에 감사, 외적으

로 자신의 삶에 적응하고 자신의 강점을 살려 어려운 상

황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에너지 삼아 꿈을 선

택하고 몰입하여 자아실현을 이루고 타인과 소통하며 자

아를 키워가는 과정’임을 밝힘.

조수진

(2017)

중학생이 인식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행복에 미

치는 영향: 그릿의 조절효

과

중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행복과의

관계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

졌음. 그릿과 행복의 모든 하위 요소(자신감, 긍정정

서, 자기통제)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남.
박영신

김의철

(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 심

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

원과 학업 성취의 영향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서적 지원, 자기

효능감, 학업 성취의 중요성을 밝혀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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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함

이수진

(2019)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행

복: 빈곤과 비 빈곤 청소

년의 비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패턴에는 8개 유형이 존재하

고 이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행복감은 서로 달랐으며

같은 활동 패턴으로 살아가더라도 실제 빈곤 청소년

과 비빈곤 청소년이 살아가는 일상의 구체적인 모습

은 상당히 다르고 두 집단 간 행복에도 큰 차이가 나

타남. 청소년의 생활 패턴은 빈곤 지위에 따라 행복

수준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음.

유미숙

정계숙

박수홍

차지량

홍광표

(2013)

아동 및 청소년이 지각

하는 행복에 대한 인식

연구

아동과 청소년은 모두 몰입, 건강과 외모, 여가, 대인

관계의 변수에 대해 행복감을 느끼고 아동들이 청소

년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행복

하기 위해 자신의 목표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높고 공통적으로 여러 행복의 필

요조건을 높게 인식한 상 집단이 하 집단에 비해 많

은 요인에서 행복을 더욱 크게 인식함.

박상미

박응임

(2019)

부모애착과 그릿(Grit)이

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부 애착과 모 애착을 포함한 부모 애착이 남녀 전체

청소년의 행복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애착

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부 애착, 모 애착 모두 그

릿에 영향을 미쳐, 청소년들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그릿이 높게 나타남. 또한 그릿은 남녀 청

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쳐, 그릿이 높을수록 청소

년의 행복감이 높게 나타남.

이경민

이난

양경화

(2018)

초등학생의 이타성과 행

복감의 관계: 사회적 지

지의 매개효과

초등학생 고학년의 이타성은 행복에 유의한 정적 영

향을 미쳤으며 이타성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 수준도

높아졌고 이타성과 사회적 지지는 서로 유의한 관계

가 있었으며 이타성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도

높게 나타남. 사회적 지지와 행복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가족, 친구,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행복

을 느끼는 정도도 높게 나타남.

명수정

(2011)

중학생의 행복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학업 성

취 및 낙관성의 효과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부모지지, 친구지지)는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그들의 격려와 지지를 얻을수록 더 행복해

지고 낙관성이 향상된것으로 나타남.

전향신

(2015)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기대와 인식 차이 분석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기대수준과 인식수준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기대수준에서는 목표추구

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고 자신의 목표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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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첫째, 대인관계의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과 자기통제,

긍정정서를 높이고 둘째, 주어진 여건에 감사하고 자신의 강점을 살려 어려운 상황 극

복과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셋째, 몰입하여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자아를 키우는

정서적 지원이 넷째, 행복을 더욱 크게 인식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점은 본 연

구에서 개발한 행복증진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행복증진 프로그램

1) 행복증진 프로그램의 특성

1960년대 초기 행복 연구는 나이, 성별, 민족성, 소득, 주거환경, 환경오염 수준과 같은

지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심리 상담이론의 이론적 근거 없이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규명된 행복이나 행복한 사람의 특성을 근거로 연구자의 임의로 대부분의 행복증진 프

로그램을 구성하고 적용하였다(신정택, 김학덕, 김정모, 김찬룡, 2012). 이에 권석만

(2004)은 행복은 개인이 삶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학적, 사회학적

변인 외에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행복은 사람들이 삶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지만,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적인 노력은 상대적으로 거의 시도되지 않아 최근 Seligman, Steen, Park과

Peterson(2005)은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리학적 기법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하

였다(전기숙, 2016).

Lyubomirsky(2007)는 행복 수준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의도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춰

노력하면 행복의 수준은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행복을 이렇게 강조하

는 이유는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을 더 사랑하고 긍정적 정서를 가지기 때문에 근

본적으로 행복감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Hoggard, 2006). 또한

가족관계와 친밀한 친구관계의 우정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고 행복한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의 관계 면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Diener & Diener, 2008).

이에 행복증진 프로그램은 행복요인을 인식하고 자신의 노력에 의해 행복해지는 방법

을 익혀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행복을 증진 시키고 만족한 삶을 지향하

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할 수 있다(장진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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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행복감이 미치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교육복지대상 중학

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리 및 정서적인 개입을 통한 활동으로 구성된 행복증진 프

로그램을 제공하여 행복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라 기대해 본다.

2) 행복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

행복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영애(2007)의 여중생

대상 행복증진 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행복증진

프로그램에 의해 행복 지각과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채영

(2020)의 중학생 정서행동 군을 중심으로 보드게임을 활용한 행복증진 프로그램에

서 보드게임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서행동 학생 집단의 행복도가 높아진 것이 확인

되었다. 전기숙(2016)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격강점에 초점을 둔 행

복증진 프로그램의 구성 및 효과는 성격강점을 강화하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 행복

을 증진시킴으로써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희숙(2013)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복증진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는 청소년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환경에 대한 통제력, 개인 성장 향상에 효과가 있고, 일반적 자

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공은미(2019)의 연구

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중심으로 실시한 긍정심리학을 기

반한 행복집단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는 행복감,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

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고영미(2010)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긍정심

리학 기반의 행복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행복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서 아동의 행복감 증진과 더불어 우울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음을 시

사하였다. 김수연(2013)의 연구에서 성격강점 기반 행복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에서 초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효과가 있었으며 실

생활에서 대표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데 기여하였다. 탁진국, 임그린, 정재희(2014)의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복증진을 위한 긍정심리기반 코칭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은 대학생의 생애 만족, 정신건강, 낙관성, 주관적 행복감에서 집단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 프로그램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경옥, 정민자(2020)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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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성격강점 카드를 활용한 자아존중감, 행복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학생이 친구, 가족에 대한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알고 성격강점을 찾음으로써 자

신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자아존중감과 행복도가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성격강점 카드를 활용해 성격강점을 찾는 활동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상호작

용하는 과정에서 만족도가 높아졌음을 시사하였다. 서숙희(2020)는 마음챙김을 긍정

심리치료에 도입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생활하면서 겪어야 할 우울이나 부정정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고 긍정정서를 상승시켜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통합적 프

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에 우울 및 부정정서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고, 긍정적 요소

에 대해서도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긍정적 효과의 지속성을 갖기 위

해서는 행복 실천 10개명 낭독하기, 강점활용 경험 나누기, 친절대화, 감사편지 등

의 활동을 도입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강조하였다. 행복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는 <표 2>와 같다.

<표 2> 행복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

저자

(연도)
논문제목 주요연구내용 대상 척도지

김영애

(2007)

여중생 대상 행복증진

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

행복증진 프로그램에 의해

청소년들의 행복지각과 주관

적 안녕감이 높아짐.

중학생

20명

(10회기)

-행복도

-주관적 안녕감

김채영

(2020)

보드게임을 활용한 행

복증진 프로그램 연구

–중학생 정서행동 군을

중심으로-

보드게임 프로그램에 참여

한 정서행동 학생 집단의

행복도가 높아진 것을 확

인함.

중학생

24명

(12회기)

-행복도

전기숙

(2016)

성격강점에 초점을 둔

행복증진 프로그램의

구성 및 효과 검증

성격강점을 강화하는 훈련

과 연습을 통해 행복을 증

진시킴으로써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확

인함.

고등학생

76명

(8회기)

-행복요인탐색

-긍정 및 부정

정정서

- 삶의만족도

-긍정심리치료

-심리적안녕감

-청소년용 성격

강점



- 15 -

*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함

고희숙

(2013)

행복증진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

감과 자기효능감에 미

치는 효과

청소년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

계, 자율성, 삶의 목적, 환

경에 대한 통제력, 개인 성

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고,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함.

고등학생

22명

(10회기)

-심리적안녕감

-자기효능감

공은미

(2019)

긍정심리학을 기반한

행복집단 프로그램 개

발 및 효과 검증 –지

역아동센터 아동을 중심

으로-

행복감, 회복탄력성, 자아존

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

가 있음이 검증됨.

초등학생

14명

(10회기)

-행복감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고영미

(2010)

긍정심리학 기반의 행

복 증진 집단상담 프로

그램이 아동의 행복감

과 우울 에 미치는 영

향

아동의 행복감 증진과 더불어

우울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가져왔음을 시사함.

초등학생

29명

(10회기)

-행복감

-우울

김수연

(2013)

성격강점기반 행복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

는 효과

초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

에 효과가 있었으며 실생활

에서 대표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데 기여함.

초등학생

48명

(10회기)

-성격강점

-주관적 안녕

감

탁진국

임그린

정재희

(2014)

행복증진을 위한 긍정

심리기반 코칭 프로그

램 개발 및 효과성 검

증

희망을 제외한 생애만족,

정신건강, 낙관성, 주관적

행복감에서 집단 간에 상

호작용의 효과가 나타나

프로그램 효과가 검증됨.

대학생

12명

(8회기)

-생애만족

-정신건강

-희망

-낙관성

-주관적행복감

이경옥

정민자

(2020)

성격강점 카드를 활용

한 교육프로그램이 중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

성격강점이 필요한 상황이

나 경험했던 사례를 나누

고 친구, 가족에 대한 사랑

과 고마운 마음을 알고 긍

정적인 부분에 대해 인식

하게 되면서 자아존중감과

행복도에 대한 효과가 검

증됨.

중학생

24명

(10회기)

-자아존중감

-행복도

서숙희

(2020)

우울한 대학생을 위한

마음챙김 도입 긍정심

리치료 프로그램의 개

발 및 효과

우울 및 부정정서에서 우

수한 효과가 있었으며, 긍

정적 요소에 대해서도 긍

정적 효과가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남.

대학생

21명

(7회기)

-우울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삶의 만족도

-심리적 안녕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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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행복증진 프로그램 내용에 다음과 같

이 반영하고자 한다. 첫째, 행복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격강점 강화 훈련, 감사일기 쓰기

활동을 통한 행복요인 탐색과 긍정정서 향상, 긍정적 대인관계의 의사소통 훈련과 상호

작용을 통해 자아존중감, 낙관성이 실생활에서 활용되어 향상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한다. 둘째, 프로그램 경력이 있는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며 소집단 교육프로그램으로 겨

울방학에 실시한다. 셋째,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개발한다.

3. 교육복지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란 학교 체계 속에서 학교가 중심이 되어 취약계층 청소년의 행복한 삶 유지

와 더불어 동등한 출발점 제공과 환경, 문화생활 등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복지

제도라 정의할 수 있다(김명숙, 202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는 관내 교육 취약계

층 학생이 밀접한 지역에 시·도교육청에서 선정한 기준에 따라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울산광역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계획에 따른 대상 학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수급권자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인 한부모가족

의 자녀 ,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장애인 등에 대

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 교육대상자,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사업

학교장이 정하는 학생이다(울산광역시교육청, 202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단순한

자선사업이 아니라 경제적, 제도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바른 인격을

가지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 내외의

조직변화, 학교장과 교사들의 변화,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학교 교육의 질

을 개선(조임숙, 2017)하고 삶의 질과 교육 성취 수준 제고 및 능동적‧전인적 성장발

달 도모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학생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를

파악하여 개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여 교육 현장에서 실현

되고 있다(울산광역시교육청, 2021).



- 17 -

 2) 교육복지 지원 대상 유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는 2003년에 서울과 부산의 저소득층이 밀접한 8개 지

역 45개교(초 29개교, 중 16개교)에서 시작하여(한국교육개발원, 2014) 2019년 전국

에서 실시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조사 결과 총 학교 수는 3,513개였으며 전

체 대상 학생 수는 333,290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유형에 따라 유형별로 중복되

는 경우가 있어 유형별 합계가 우선지원 학생 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예: 기

초 대상이면서 다문화 학생인 경우가 일부 포함되었음) 유형별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전국 평균을 살펴보면 학교별 우선지원 대상 학생이 94.9명으

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수급 학생이 3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저소득 대상 26.2명, 담임 추천 13.4명, 다문화가정 13.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중앙교

육복지연구지원센터, 2019). 시 ·도별 대상 학생 유형별 학생 수는 <표 3>과 같다.

<표 3> 시 ·도별 대상 학생 유형별 학생 수(평균) (단위: 명, %)

시·도명

대상 학생 유형

우선지원

학생수
기초

수급
차상위 한부모 탈북 다문화

특수

교육

기타

저소득

담임

추천

(교장)

서울
32.3

(44.8)

4.3

(5.9)

3.6

(5.0)

0

(0)

0

(0)

0

(0)

17.9

(24.8)

14.0

(19.4)
72.0

부산
29.0

(36.7)

3.4

(4.3)

3.6

(4.6)

0.1

(0.2)

9.5

(12.0)

3.9

(5.0)

22.2

(28.0)

7.7

(9.7)
79.2

대구
30.3

(25.8)

4.9

(4.2)

2.6

(2.2)

2.7

(2.3)

8.1

(6.9)

0

(0)

43.7

(37.2)

27.7

(23.6)
117.4

인천
50.8

(37.2)

5.0

(3.7)

6.0

(4.4)

5.0

(3.7)

22.9

(16.8)

9.3

(6.8)

41.3

(30.3)

25.9

(19.0)
136.6

광주
53.7

(39.5)

8.0

(5.9)

4.8

(3.5)

0.3

(0.2)

15.5

(11.4)

12.4

(9.1)

34.9

(25.6)

6.8

(5.0)
136.2

대전
56.0

(43.3)

5.2

(4.0)

4.7

(3.6)

0.5

(0.4)

10.6

(8.2)

5.3

(4.1)

38.8

(30.1)

8.1

(6.3)
129.1

울산
21.9

(22.2)

2.8

(2.9)

12.1

(12.2)

0.8

(0.8)

11.6

(11.7)

12.8

(12.9)

32.1

(32.5)

5.2

(5.2)
98.9

세종
17.5

(27.0)

3.0

(4.5)

3.3

(5.1)

0.3

(0.4)

8.2

(12.6)

3.5

(5.4)

11.3

(17.5)

17.9

(27.5)
64.9

경기
47.2

(33.0)

3.8

(2.7)

5.6

(3.9)

0.4

(0.3)

25.6

(17.9)

7.6

(5.3)

41.7

(29.2)

11.4

(8.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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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복지대상 청소년의 특성

교육복지대상 학생이란 일반적으로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을 지칭한다. 인지적

발달 측면에서 Piaget는 아동기가 구체적 경험에 의존하는 것과 비교하여 청소년기

를 형식적 조작기로 보고 대체로 형식적 조작기에서는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체계를 형성한다고 보았다(윤철수, 2006). 복지대상 청소년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으로 성장하면서 필요한 자원을 지원받지 못하고, 불안정한 환경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 정서적 문제에 노출되기 쉽다(이대성, 2013). 중학생 시기는 아동기와 달리 활

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

써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관계에서도 다양한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한다는 특징이 있다(권남행, 2013).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지

역사회의 열악한 환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정신적인 열등감, 패배감, 상충하는

가족관계, 정서 발달장애 등 다양한 어려움과 복잡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근종, 2005). 그리고 가족의 해체와 불행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불

안정을 유발할 수 있으며 부모와의 불만족스러운 관계는 십대들의 인격 발달에 부

강원
24.5

(36.1)

2.5

(3.7)

3.4

(5.0)

0.2

(0.3)

8.5

(12.6)

3.2

(4.7)

20.0

(29.5)

6.2

(9.2)
67.8

충북
32.6

(31.3)

10.0

(9.6)

4.8

(4.6)

0.6

(0.6)

15.1

(14.5)

5.7

(5.4)

20.2

(19.4)

17.2

(16.5)
104.1

충남
35.9

(32.9)

2.3

(2.1)

3.9

(3.6)

0.5

(0.1)

13.7

(12.5)

6.8

(6.2)

31.5

(28.9)

17.8

(16.3)
109.1

전북
31.6

(59.1)

4.9

(9.1)

2.0

(3.8)

0.1

(0.1)

3.1

(5.9)

0.9

(1.7)

5.5

(10.3)

5.4

(10.1)
53.5

전남
38.0

(47.9)

4.7

(5.9)

3.7

(4.6)

0.3

(0.4)

20.5

(25.8)

5.8

(7.3)

0.2

(0.2)

7.7

(9.6)
79.4

경북
42.0

(31.3)

5.2

(3.9)

4.5

(3.4)

0.2

(0.1)

16.7

(12.5)

5.3

(4.0)

42.1

(31.4)

18.1

(13.5)
134.1

경남
36.9

(23.0)

5.8

(3.6)

5.6

(3.5)

1.1

(0.9)

23.0

(14.4)

6.9

(4.3)

64.0

(40.0)

20.7

(12.9)
160.1

제주
25.2

(40.3)

2.4

(3.9)

3.9

(6.2)

0.5

(0.8)

21.9

(35.1)

20.0

(32.0)

36.5

(58.4)

3.2

(5.1)
62.5

평균
35.2

(37.1)

4.5

(4.7)

3.9

(4.1)

0.3

(0.4)

13.2

(13.9)

5.4

(5.7)

26.2

(27.6)

13.4

(14.1)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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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충동 조절 상호관계 등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이러한

요소들은 학교 부적응의 원인이 될 수 있다(이은주, 2000). 또한, 경제적 어려움은

양육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양육 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

과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의 교육적 성취와 자아존중감 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방진희, 2005). 즉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은 보통의 십대들과 비

교해 열등감과 부정적 정서, 낮은 자아존중감 등의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4) 교육복지대상 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

교육복지대상 청소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은경(2015)에 의하면 저

소득층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요인 중 교사의 지지, 급우의 지지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김명숙(2021)

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중학교 학생의 진로 결정수준 연구에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진로 결정수준이 높고,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중 부모의 지지가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진선(2013)은 교육복지대상 학생을 중심으로 정서․행

동발달에 미치는 독서치료의 효과연구에서 독서치료가 교육복지대상 학생의 불안, 걱

정, 열등감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조임숙(2017)에 의하면 교육복지대상 청소년의 심리

적 긍정감 향상을 위한 푸드아트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에서 각 활동

별 만족도와 낙관성, 자기효능감, 희망, 자아탄력성,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

였다. 이인자(2014)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계 중심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 학교적응을 높인 것으로 보고되

었다. 이동훈(2015)은 저소득층 청소년의 긍정적 사고와 양육자의 양육 태도가 진로

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저소득층 청소년의 진로 성숙도는 주 양육

자가 양(兩)부모일 경우가 더 높았다고 하였다. 또한, 긍정적 사고와 양육자의 양육 태도,

진로 성숙도의 관계는 부의 양육 태도와 모의 양육 태도가 긍정적 사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 사고 역시 진로 성숙도에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종운, 장인

영(2015)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초기 청소년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학교

생활 적응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자아 탄력성, 정신건강의 매개효과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주요변인 세 가지는 자아 탄력성, 심리적 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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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정신건강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심리적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 탄력성과 정신건강 모두 부분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 주석진(2012)의 도시 저

소득층 가정 자녀의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우울이 높을

수록 자살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 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자살 수준이 낮다고 하였다. 양경선(2019)은 빈곤이 청소년의 또래 관

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위생 습관은 빈곤과 청소년의 또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생 습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정은희(2013)의 연구에 의하면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연극 놀이를 통해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각 하

위요소 중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의 개방성에 대한 과제 난이도 선호도가 크게 개

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복지대상에 관한 선행연구는 <표 4>와 같다.

<표 4> 교육복지대상 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

저자

(연도)
논문제목 주요연구내용

정은경

(2015)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

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 요인 중 교사의 지지, 급우의 지지

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김명숙

(202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중학

교 학생의 진로 결정수준 연구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진로 결정수준이 높고,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 중 부모의 지

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장진선

(2013)

교육복지대상 학생을 중심으로

정서․행동발달에 미치는 독서치

료의 효과연구

독서 치료가 교육복지대상 학생의 불안, 걱정,

열등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조임숙

(2017)

교육복지대상 청소년의 심리적

긍정감 향상을 위한 푸드아트심

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각 활동별 만족도와 낙관성, 자기효능감, 희망,

자아탄력성,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나타

남.

이인자

(201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계중심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의 학교적응을 높인 것으로 나타남.

이동훈

(2015)

저소득층 청소년의 긍정적 사고

와 양육자의 양육 태도가 진로의

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층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는 주 양육자가

양(兩)부모일 경우가 더 높았고 긍정적 사고와

양육자의 양육 태도, 진로성숙도의 관계는 부의

양육 태도와 모의 양육 태도가 긍정적 사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 사고 역시 진로

성숙도에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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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함

교육복지대상 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행복

증진 프로그램에 반영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에 대한 신념체계를 이해하고 주어진 환경

에 감사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으로 인해 나타나는 심리적 불안과 열등감을 긍정정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의사소통 훈련을 통하여 자기조절 능력과 상호 협조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

록 한다.

김종운,

장인영

(201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초기 청소년의 심리적 가정환경

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

아탄력성,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

세 가지는 자아탄력성, 심리적 가정환경, 정

신건강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심리적 가정환

경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과 정신건강 모두 부분 매개함.

주석진

(2012)

도시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우울

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생

태학적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검

증을 중심으로

우울이 높을수록 자살사고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 보호 요인 수준이 높

을수록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자살사고 수

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양경선

(2019)

빈곤이 청소년의 또래 관계에 미

치는 영향: 부모의 방임과 청소

년 위생습관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의 위생습관은 빈곤과 청소년의 또래 관

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생습관의 중요

성을 확인함.

정은희

(2013)

연극놀이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에 미치는 효과

연극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층 청소년

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능력에 효과가 있었

으며 자기효능감의 과제 난이도 선호와 대인관

계의 개방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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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를 위하여 2020년 10월 U시 관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점 중학교 5곳

의 교육복지대상 중학생 총 50명(여: 34명, 남: 16명)을 6~7명으로 구성된 8개의 그

룹을 만들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FGI를 이용한 집단 면담을 통

해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행복 관련 하위요소를 추출하여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방법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행복증진 프로그램 구성단

계로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프로그램에 포함될 활동 등을 수집하고

프로그램을 일차적으로 구성 후 검사 도구를 선정하였다. 2020년 12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단계별 학사 운영 일정에 따라 예비 프로그램은 교육복지대상 3학년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 프로그램은 첫째 주 3회(월, 수, 금) 둘째 주 2회

(수, 금)로 2회기 씩(90분) 2주간에 걸쳐 방과 후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총 10회기

로 구성하여 진행하고 전체 회기 종료 시 실시한 프로그램에 관한 종합적인 설문

조사와 참여자들의 반응을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1

월 초에 3학년 졸업식이 실시됨에 따라 한 개 교의 1학년~2학년 대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육복지대상 학생 수가 부족하였다. 이에 연구대상 학교에서 500

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교육환경과 생활환경의 특징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한 교육복

지우선지원사업 중점학교인 M중학교 교육복지사의 협조를 구해 교육복지대상 학생

들의 자발적 참여 동의를 구한 후 한 개교 당 20명을(총40명) 모집하였다. 이후 코

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인해 학교에 외부인 출입이 금지됨에 따라 연구자가 근무하

는 U중학교 학생 20명을 실험집단으로 M중학교 학생 20명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

고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2021년 1월~2월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은 행복도, 자아존중감, 낙관성,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통제집단은 M중학교 교육복지사의 협조를 받아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전달하였다. 실험집단은 집단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영

상과 음향 장비를 갖춘 별도의 교실에서 코로나 19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10명씩 두

집단으로 나누어 10회기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2회기 씩(90분) 5회기로 3주간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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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진행되었다. 2021년 2월 프로그램 종결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행복도, 자아존

중감, 낙관성,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통제집단은 M중학교

교육복지사의 협조를 받아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전달하

였다. 2021년 3월 프로그램 종결 4주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행복도, 자아존중감,

낙관성,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통제집단은 M중학교 교육복

지사의 협조를 받아 추후검사를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전달하였다.

2021년 3월~4월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절차를 제시하면 <표 5>와 같

다.

<표 5> 연구절차

연구절차 진행내용 대상 시기

계획수립
-연구계획수립

-프로그램 목표설정
-

2020년

9월

행복요소

탐색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실시

교육복지대상

중학생 50명

2020년

10월

프로그램

개발
-행복증진 프로그램 구성 및 검사 도구 선정 -

2020년

11월~12월

프로그램

검토
-행복증진 프로그램 예비실시, 수정 및 보완

교육복지대상

중학생 6명

2020년

12월

집단의

구성

-M중학교 교육복지사와 행복증진 프로그램 관련

협의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모집

-연구 대상자 선정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구성

실험집단

20명,

통제집단

20명

2020년

12월~

2021년

1월

사전검사

-프로그램실시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행복도,

자아존중감, 낙관성,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사전

검사

실험집단

통제집단

2021년

1월

실험처치

-10회기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2회기 씩(90분) 5회

기 진행

* 집단 1 (10명)

-2021.1.18.(월), 1.21(목), 1.25(월), 1.28(목), 2.1(월)

* 집단 2 (10명)

-2021.1.19.(화), 1.22(금), 1.26(화), 1.29(금), 2.2(화)

-진행장소: 집단 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영상과

음향 장비를 갖춘 별도의 교실

실험집단
2021년

1월~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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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연구단계

1)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FGI는 집단 심층 면접 기법으로 포커스 그룹을 이용한 집단 면담을 통해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동시에 정보를 얻는 빠르고 편리한 방법으로 종종 사용되며, 이것은 정보 획

득 방법의 일부로서 그룹 간 상호작용을 의미한다(Kitzinger, 1995).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관점에서 ‘살아 있는

경험(the lived experience)’에 대한 이해를 얻으며, 그들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도출

하고 싶은 경우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이는 자신이 연구하려는 현상을 깊고 완전

한 자연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는 질적연구가 주를 이루며 참여자들의 인식, 태도,

변화의 과정을 더 잘 이해하려는데 크게 기여한다(안혜준, 2008).

교육복지대상 학생들의 대부분은 생활고에 따른 가정불화나 가족 해체의 경향이

커지면서 부모의 심신이 지쳐있고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자라고 있다는

점과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해 행복에 관한 질문을 던졌

을 때, 자연스러운 답변이 바로 나오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여 FGI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는 행복증진 증진 프로그램의 선행 단계로서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행복

에 대한 요인을 탐색하고 분석하여 이를 통해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다

음과 같이 연구하였다.

사후검사

-프로그램 종결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행복도,

자아존중감, 낙관성,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사후

검사

실험집단

통제집단

2021년

2월

추후검사

-프로그램 종결 4주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행복

도, 자아존중감, 낙관성,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추후검사

실험집단

통제집단

2021년

3월

결과해석 -결과분석 및 통계처리 및 관찰 내용 분석
실험집단

통제집단

2021년

3월~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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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U시 소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점학교인 중학교 5곳의 교

육복지사 협조를 구하여 교육복지대상 학생 총 50명(여: 34명, 남: 16명)을 6~7명으로 구

성된 8개의 그룹을 만들어 심층 인터뷰(FGI)를 실시하고 행복 관련 항목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이 격주로 진행되고

학생들의 등교가 원활하지 못하여 외부인이 학교에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

시한 인터뷰로 각각의 그룹마다 구성과정에 차이가 있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룹은 본 연구자가 교육복지사로 근무하는 중학교의 복지대상 학생을 6명씩 3그룹으로

형성하였는데 첫 번째 그룹은 2학년으로 구성되어 모두 서로 친밀한 관계였다. 두 번째

그룹은 1학년과 2학년을 섞어서 그룹을 형성하였는데, 1학년이 입학 후 등교한 횟수가

많지 않아 2학년들과 참여자 개인들이 서로 잘 모르는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세 번째

그룹 역시 1학년과 3학년을 섞어서 그룹을 형성하였는데 개인들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네 번째 그룹은 남구 소재 중학교에서 실시하였는데 교육복지 동

아리 활동을 하는 7명으로 구성된 서로 친밀한 관계였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룹은

중구 소재 중학교에서 실시하였는데 다섯 번째 그룹은 방과 후 수업을 신청한 학생으로

구성된 6명이 서로 친밀한 관계였으며, 여섯 번째 그룹은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좋고 역동이 일어났다. 일곱 번째 그룹은

북구 소재 중학교에서 교육복지 밴드동아리로 구성되었음에도 서로 어색한 사이에서 6

명을 실시하였다. 여덟 번째 그룹은 군 소재 중학교에서 남학생 7명으로만 구성되었는

데 한 동네에서 8년 넘게 우정을 쌓아온 사이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연구 참여

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6>과 같다.

<표 6>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그룹 이름 나이 성별 가족형태 소득수준 인터뷰 날짜

첫 번째

(6명)

1 15 여 모자가정 한부모

2020.10.12

2 15 여 양부모 중위소득30%
3 15 여 양부모 중위소득30%
4 15 여 모자가정 기초수급
5 15 여 양부모 중위소득16%
6 15 여 양부모 중위소득0%

두 번째 7 14 여 모자가정 기초수급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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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수준은 U시 교육청 업무포털, 나이스 교육비 지원 학생 자료를 참고함.

(6명)

8 14 여 모자가정 한부모
9 15 여 모자가정 한부모
10 15 여 양부모 중위소득20%
11 14 여 모자가정 중위소득0%
12 15 여 양부모 중위소득5%

세 번째

(6명)

13 16 여 모자가정 기초수급

2020.10.20

14 14 여 부자가정 중위소득10%

15 14 여 모자가정 한부모

16 14 여 부자가정 중위소득12%

22 16 여 부자가정 기초수급

34 16 여 조손가정 중위소득16%

네 번째

(7명)

17 16 여 모자가정 한부모

2020.10.22

18 16 여 부자가정 기초수급
20 16 여 양부모 중위소득38%
21 15 여 양부모 차상위
23 15 여 모자가정 기초수급
31 16 여 양부모 기초수급
33 16 여 부자가정 한부모

다섯 번째

(6명)

24 16 여 양부모 중위소득35%

2020.10.23

25 16 여 모자가정 한부모
26 15 여 양부모 중위소득0%
27 15 여 양부모 중위소득0%
28 15 여 양부모 중위소득0%
29 15 여 모자가정 기초수급

여섯 번째

(6명)

30 15 여 부자가정 중위소득40%

2020.10.26

32 14 여 양부모 기초수급
35 16 남 부자가정 중위소득0%
36 16 남 부자가정 중위소득25%
37 16 남 양부모 중위소득20%
38 15 남 양부모 중위소득0%

일곱 번째

(6명)

19 14 여 양부모 중위소득5%

2020.10.28

39 16 남 모자가정 기초수급
40 14 남 부자가정 기초수급
41 15 남 양부모 중위소득0%
43 15 남 모자가정 기초수급

49 15 남 모자가정 기초수급

여덟 번째

(7명)

42 15 남 양부모 중위소득0%

2020.10.30

44 15 남 부자가정 기초수급

45 15 남 부자가정 중위소득0%

46 16 남 부자가정 한부모
47 16 남 양부모 기초수급
48 15 남 양부모 기초수급
50 15 남 모자가정 중위소득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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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

이 행복에 대해 느끼고 경험한 것에 대해 자연 언어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그대로

기술하고 그 경험의 이미지와 본질을 이해함에 목적이 있다. 질적 연구방법은 정량

화할 수 없는 가치, 태도, 인식 등을 도출하면서 연구주제에 대한 개인 혹은 그룹,

단체, 사례 등의 심층적인 견해와 인식을 수집하는데 적합한 연구 방법(Cresswell,

1998/2005)으로 적용하여 시행하였다. 동질성 확보를 위해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생활환경과 나이, 성별 등을 적절하게 그룹별로 구성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절차

① 연구 참여자선정

본 연구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점학교 교육복지사의 협조를 받아 복지실 게시

판에 홍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 날짜와 장소를 정

하여 공지하고 연구의 목적과 자료 활용, 비밀유지 등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소규모의 집단 형성은 참여자의 의사 표현의 기회가 많고 좀 더 편안한 분

위기에서 토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집단별 6~7명 크기로 구성되었다. 참

여자들은 같은 학교의 교육복지대상 학생으로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서로 이미 알

고 있는 참여자들이 행복에 관한 주제에 대해 개인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주고 서

로의 경험이나 생각에 대해 충분히 공유하면서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인식을 편하

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

질문지 작성

및 수정
⇛

그룹 인터뷰

사전준비
⇛
포커스 그룹

인터뷰
⇛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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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질문지 작성 및 수정

교육복지대상 중학생 연구 참여자를 선정한 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위한 질문

지 작성 작업을 시행하였다.

포커스 인터뷰 사용에 활용도가 높은 Krueger & Casey(2009)의 설문지 형식을

참조한 개방형 질문으로, 도입 질문, 전환 질문, 주요 질문, 마무리 질문으로 작성하

였다. 인터뷰에 활용될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전기숙(2016)의 고등학생 대상으로 실시

한 질문에 준거하여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포커스 그룹 연구 경험이 있고 대학에서 긍정심리를 가르치는 교수의 조언으로

설문지에 대한 구성과 수정작업을 거친 뒤 중학생인 참여자들이 가볍게 이해하고

편안하게 대답하기 쉬운 질문으로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다른 질문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최종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구체적인 질문은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

③ 그룹 인터뷰 사전준비

인터뷰 장소는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해 연구 참여자들이 소속된 중학교 교육복지

실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를 시행하기 전 녹음기 성능을 점검하고 참여자 전원의

질문유형 질문내용

소개 및 도입
- 집단에 대한 소개 및 목적 설명

- 나는 누구입니까? (자기소개)

전환 질문
- 많은 키워드 중에 행복이 있습니다.

-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주요질문

* 여러분들이 생각하거나 경험한 행복에 대해 나누기를 하고자 합니

다.

- 평소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내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무리
- 지금까지 행복에 대한 경험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 혹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 29 -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는 곳에 배치하였으며 토의가 끝난 후 녹음을 점검해 작업

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인터뷰 시작에 앞서 참여자들에게 연구주제, 목

적, 진행 과정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은 전 과정이 기록되며 인

터뷰 과정에서 언급된 정보는 본 연구에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 결과 보고 시 개인정보에

대한 참여자 간 익명성과 비밀유지에 관해서도 설명하였다. 참여자의 인터뷰 참여 의사는

자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도중 참여가 어려울 때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④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진행

본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총 8회의 그룹 인터뷰를 일관성 있게 진행하였으며 적극적

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참여자들도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인

터뷰 진행 동안 연구자는 사회자인 동시에 중재자로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위한 질문지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전달하여 연구문제에 대해 알고 가능

한 많은 내용을 작성하여 인터뷰에 참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인터뷰는 자신

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고 인터뷰에서 나오는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 후 동의

하기 어렵거나 추가하고 싶은 의견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자유롭게 참

여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또한, 인터뷰의 공통적 질문 외에도 인터뷰가 자연스럽게 진행

되도록 참여자들의 코멘트를 중심으로 유연하게 질문 순서를 바꾸어 질문하기도 하였으

며 추가로 나오는 질문과 의견에 대해서도 연구주제에 부합되는 것은 유연하게 채택하였

다. 인터뷰 도중 단어나 문장이 불분명하거나 연구자의 입장에서 의도가 제대로 파

악되지 않은 경우, 메모하고 해당 답변에 대해 다시 질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인터뷰 진행 과정 중 개인정보와 비밀유지를 다시 강조하고 연구 자료 활용에 대한 안

전감을 확보해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현장

노트와 자료수집과정에 활용된 자료는 분석과정에서 녹음자료와 통합하였으며, 포커스 그

룹 인터뷰 시간은 1회 90분 정도 소요되었다.

⑤ 자료 분석

첫째 자료 분석 작업에서 본 연구는 인터뷰의 전 과정을 통해 수집된 현장 노트를

인터뷰 후 24시간 이내 작성하였으며, 녹음 전사는 48시간 이내에 연구자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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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자료는 NVivo R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내용 분

석을 하였다. 1단계는 FGI 자료를 한글파일로 전사하고 NVivo로 불러들인 다음 소주제

별로 코딩하였으며, 2단계는 소주제를 같은 아이디어의 단위로 묶어 나가면서 많은 하

위범주의 Node를 상위범주의 Node로 묶어 가는 과정을 거쳐 하위범주에서 상위범주를

만들었다(박종원, 2020).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통하여 연구 대상자들이 토론한 교

육복지대상 학생의 행복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원 자료는 392개로 코딩하였다. 코딩한

392개를 관련된 것끼리 묶어 43개의 하위범주를 만들었다. 하위범주 중에서 관련된 것

끼리 묶어서 12개의 중간범주를 만들었다. 중간범주를 또다시 다음 단계에서 8개의 최

종 범주를 도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질적연구는 정보에 근거한 동의, 자발적인 참여, 연구 참

여에 의한 피해, 비밀보장 등 엄격한 윤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연구자는 연구 참

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연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참여 의

사를 밝힌 대상자만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했다. 또한, 신원을 밝힐 수 있는 정보는

이 연구에서 숫자를 부여하였으며 학교와 이름 등 신분을 노출할 만한 정보는 사용

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연구 참여자들에 의한 정서적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문지 작성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명확한 질

문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확인 과정을 거쳤고 연구 결과에 대해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과

보완해야 할 부분은 전사된 자료를 토대로 연구 참여자들이 소속된 교육복지실로 재

방문하여 한 명의 대표 학생을 통해 확인하였다. 자료 분석에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질적연구 경험이 풍부한 교수의 자문을

통해 질적 자료의 분석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

다.

2)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1) 프로그램 개발의 절차

본 단계는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행복증진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이다.

연구방법, 연구절차,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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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여대상

본 프로그램은 U광역시 소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점학교로 도보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U중학교와 M중학교의 교육복지대상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연구

자가 교육복지사로 근무하는 U중학교 20명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고 한 집단에 10명씩

두 집단으로 분리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행복증진 프로그램에 투입하였으며 M중학교 20

명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고 무 처치 집단으로 배정하였다. 연구 종료 후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하

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8>과 같다.

<표 8>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성별 여자 20 100 20 100

학년
1학년 (14세) 10 50.0 10 50.0

2학년 (15세) 10 50.0 10 50.0

성적

상 2 10.0 2 10.0

중 8 40.0 7 35.0

하 10 50.0 11 55.0

가족형태

부모 7 35.0 9 45.0

부 4 20.0 2 10.0

모 8 40.0 8 40.0

조손 1 5.0 1 5.0

출생순위

첫째 6 30.0 12 60.0

둘째 9 45.0 6 30.0

셋째 5 25.0 2 10.0

기타 0 0.0 0 0.0

생활정도

좋음 1 5.0 8 40.0

중간 19 95.0 11 55.0

나쁨 0 0.0 1 5.0

가족관계

좋음 8 40.0 10 50.0

중간 12 60.0 10 50.0

나쁨 0 0.0 0 0.0

친구관계

좋음 6 30.0 7 35.0

중간 13 65.0 13 65.0

나쁨 1 5.0 0 0.0
소득수준 기초수급 7 35.0 8 40.0

한부모 7 35.0 6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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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수준은 U시 교육청 업무포털, 나이스 교육비 지원 학생 자료를 참고함.

② 측정 도구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이 행복증진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행복의 의미를 알고, 자신이 가진 능력과 가치를 인정하는

활동과 즐거움을 경험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척도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은 <부록 3>에 구성되어 있다.

행복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행복 측정 도구로는 Argyle(2001)이 개발하고, 권석만(2008)

이 번안한 옥스퍼드 행복 척도-개정판(The Revised Oxford Happiness Scale;

OHS-R)을 사용하였다. 옥스퍼드 행복척도는 정서 경험과 삶의 만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여 행복의 수준을 측정하고 현재 행복지수를 나타낸다. 설문지는 행복을 평

가하는 29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척도는 Likert식 4점 척도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시는 ‘나는 행복하다,

나는 미래에 낙관적이다, 산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등이다. 선행연구에서 이경옥,

정민자(2020)는 강점카드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도 향상의 효과를 검증하

였다. 신뢰도(Cronbach' α)는 .94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신뢰도

(Cronbach' α)는 .94로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가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써 자아에 대한 긍

정적 및 부정적 태도라고 정의하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불안과 우울 및 낮

은 성취 수준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에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효과 검

증을 목적으로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전체 10문항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요구하는 5개의 질문과 5개의 부정

차상위 0 0.0 1 5.0

저소득 (0%~50%) 6 30.0 5 25.0

전체 20 100 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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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진술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부

정적 자아존중감 질문은 역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시는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다,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등이다. 선행연구에서 이

경옥, 정민자(2020)는 강점카드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존중감 효과를 검증

하였다. 신뢰도(Cronbach' α)는 .88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신뢰도

(Cronbach' α)는 .88로 높게 나타났다.

(*는 역채점 문항 )

낙관성

Scheier & Carver(1985)가 낙관성을 나쁜 일보다는 미래에 좀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일반화된 기대와 인생 전반에 대해 안정된 성격적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낙관성 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Scheier, Carver와 Bridges(1994)

가 제작한 삶의 지향성 검사(Life Orientation Test-Revised: LOT-R)를 신현숙, 류

정희, 이명자(2005)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전체 총 10개의 질문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질문 3개는 낙관성을 측정하며, 질문 3개는 비관성을 측

정한다. 나머지 질문 4개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삽입된 문항으로 채점에서

제외된다.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점수로 환

산하여 채점된다. 문항의 예시는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 늘 낙관적이다. 내게 나쁜 일

이 일어날 것 같을 때는 결국 나쁜 일이 일어난다’ 등이다. 선행연구에서 명수정(2011)

은 부모와 친구의 격려와 지지를 얻을수록 낙관성 향상에 효과를 보인 것을 검증하

였다. 신뢰도(Cronbach' a)는 .75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

a)는 .63으로 나타났다.

(*는 역채점 문항 )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낙관성 1, 4, 9 3
비관성 *3, *7, *10 3

비채점문항 2, 5, 6, 8 4
전체 10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긍정적 자아존중감 1, 2, 4, 6, 7 5
부정적 자아존중감 *3, *5, *8, *9, *10 5

전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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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Campbell, Converse, & Rodgers(1976)의 연구에서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를 주관

적인 행복의 정서적 요소로써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인 측면으로, 자신이

경험하는 즐거운 감정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에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긍정정서

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Watson 등(1988)이 공동으로 개발한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사용 하였다. 긍정

정서 및 부정정서 척도는 긍정정서 10문항과 부정정서 10문항, 2개 하위요인 총 20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양식은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긍정점

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경험함을 의미하며 부정정서가 높을

수록 응답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경험함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시는 즐거움, 신

이 남, 화를 잘 냄, 괴로움 등이다. 선행연구에서 서숙희(2020)는 긍정심리치료를 통해

부정정서를 능동적으로 다루는 경험을 하였고 부정정서와 긍정정서의 효과를 검증

하였다. 긍정정서 신뢰도(Cronbach' a)는 .96, 부정정서 신뢰도(Cronbach' a)는 .96

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긍정정서 신뢰도(Cronbach' a)는 .80, 부정정서

신뢰도(Cronbach' a)는 .83으로 높게 나타났다.

만다라 컬러링 효과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5인이 검토한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해야 할 사항을 근거하여

셀리그만의 행복 5가지 요소(긍정정서, 몰입, 삶의 의미, 관계, 성취)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다라 컬러링을 프로그램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행

복증진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포함된 만다라 컬러링 활동에 대한 효과 확인을 위해 사

전과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만다라 컬러링 척도지는 송경옥, 정민자(2020)의 연구에

서 심리적 안정감, 스트레스, 자아정체감 효과를 검증한 23문항 척도를 사용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문항의 예시는 나는 나에게 집중한다,

나는 집중력이 있다, 나는 내적 에너지가 있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

a)는 .92로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긍정정서 1, 4, 5, 8, 9, 12, 14, 17, 18, 19 10
부정정서 2, 3, 6, 7, 10, 11, 13, 15, 16, 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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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개발의 단계

프로그램은 특정한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험이나 활동을 조직적으로 목적

에 맞는 계획을 수립, 내용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편성하고 효과성 평가 및 수정

을 위한 실제 수행과정 전반에 걸쳐 개발된다(전명순, 2012). 상담학에서 프로그램 개발

은 문제분석 및 요구 사정을 통하여 상담체제와 관련된 문제와 요구를 밝혀내고 이를

기초로 한 상담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를 위한 일련의 전략적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

로 프로그램 개발의 정의도 다양하다(이형득, 1998). 비교적 체계적인 상담 및 심리교

육 프로그램 개발모형 연구로는 변창진(1994), 박인우(1996), Sussman(2001), 김창대

(2002) 등이 있다(손유림, 2015 재인용). 김창대(2002)에 따르면 프로그램 개발은 심

리적 및 사회적 성숙도와 정신건강에 관련된 목적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활동내용을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조직 및 편성하는 것이라고 하

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프로그램 개발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활용내용 및 방법과 평가 등을 구성하는 과

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구성할 때는 변화의 원리를 고려해

구성해야 한다. 개발하려는 프로그램과 가장 관련성이 높고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야 한다. 더불어 프로그램 활동 시 그 대

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의도된 영향을 미칠지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창대, 김

형수, 신을진, 이상희, 최한나, 2011).

본 연구는 상담 프로그램 모형으로 주로 사용되는 김창대 등(2011)의 프로그램 개

발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목표 수립단계, 프로그램 구성단계, 예비 프로그램 실시 및 구성

단계, 프로그램실시 및 평가단계로 구성된다(조주현, 2020; 이혜미, 2018). 상담 및 프로

그램 개발자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 4단계를 염두에 두고 각 단계별 하위 순환 과

정은 프로그램 목적과 성격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김주용, 2011). 프로그램

의 개발과정은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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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프로그램의 개발과정

① 목표 수립단계

1단계는 목표 수립 단계는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의 전체 과정을 보여주는 단계

로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에 대한 탐색과 행복도, 자아존중감, 낙관성, 긍정정서 및 부

정정서에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를 정립하고 행복

요인 탐색을 위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하

였다.

② 프로그램 구성단계

2단계는 프로그램 구성단계로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목표가

잘 실현되도록 프로그램의 활동을 선택하고 조직하는 단계이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행복요인을 도출하고, 선행연구 및 기존의 프로그램 검토 및 분석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하고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개발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목표 수립 프로그램 구성
예비 프로그램

실시 및 수정

프로그램 실시

및 평가
⟱ ⟱ ⟱ ⟱

프로그램

개발

하위단계

관련 문헌 검토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에 대한

탐색,

행복감, 자아존중감,

낙관성, 긍정정서

행복요인 도출
예비 프로그램

실시
프로그램 실시

⟱ ⟱ ⟱ ⟱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의 정립

선행연구 및

기존프로그램

검토 및 분석

프로그램

타당도 검증

다양한 평가

⟱ ⟱ ⟱ ⟱
행복요인 탐색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실시

프로그램

내용선정 및

구성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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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비 프로그램 실시 및 수정단계

3단계는 예비 프로그램 실시 및 수정단계로써 이론적 요소를 현실적으로 구현하도록

설계된 활동으로 예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5인의 전문가로부터 받은 자문결과와 예비

프로그램 참여자의 소감과 만족도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

비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④ 프로그램 실시 및 평가단계

4단계는 프로그램 실시 및 평가 단계로써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단

과 실제 운영과 개입의 과정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효과 검

증과 평가를 위하여 양적 분석하고 질적 분석 방법으로 보완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종료 4주 후 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3) 프로그램 실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사전-사후-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사를 실시하였고, 4주 후 추후검사를 실시해 프

로그램 완료 후의 지속 효과를 확인하였다. 설계 도식은 <표 10>과 같다.

<표 10> 실험설계

구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

개 입
무작위

할당

실험집단 O 1 X O 2 O₅
통제집단   O₆

O₁: 실험집단 사전검사 O₂: 실험집단 사후검사

O₃: 통제집단 사전검사 O₄: 통제집단 사후검사

O₅ : 실험집단 추후검사 O₆ : 통제집단 추후검사
X 행복증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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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프로그램 평가

본 연구의 프로그램 평가는 검사지 반응평가와 프로그램 내용 및 만족도 평가로

이루어졌다. 검사지 반응검사에서는 행복도, 자아존중감, 낙관성, 긍정정서 및 부정

정서의 반응에 대한 통계적인 양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 및

만족도 평가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만족도 평가 및 연구자의 관찰,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감문 등을 통해 질적분석이 이루어졌다.

① 검사지 반응평가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검증

을 통한 척도의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비모수적 방법으로 맨휘트니 U검정(Mann-Whitney U)을 실시하였다. 교육복

지대상 중학생의 행복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검사와 사후검사, 사전검사와 추후검사, 사후검사와 추후검사의 평균점수를 비교하

였다. 또한,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행복증진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포함된 만다라 컬

러링 활동에 대한 효과 확인을 위해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에 만다라 컬러링 척도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은 소규모 표본 분석에 적합한 비모수적

방법으로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s signed-ranks test)을 실시하였다.

② 만족도 평가

행복증진 프로그램의 회기가 끝날 때마다 연구 참여자들이 작성한 소감문과 마지

막 회기에 작성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관찰 내용을 근거로 한 결과를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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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행복요인

본 연구의 핵심적인 주제는 50명의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이 생각하는 행복요인을 도출

하는 것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통해 첫째, 평소에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며 둘째,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 셋째, 행복한 사람의 특징

을 어떻게 생각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부록 5>를 근거로 행복요인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하였다.

1) 행복에 대한 구성요소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고 도출한 행복에 대한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내용

은 <표 11>과 같다.

<표 11> 행복에 대한 구성요소

구성요소 최종범주 하위 구성요소
응답자 수

(N)
코딩 수

평소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것

가족, 친구 및

인간관계

가족이 화목할 때 17 22
엄마와 함께 할 때 4 6
이성교제 6 7
친구하고 놀 때 20 22

경제력
사고싶은거사기 1 1
용돈 받을 때 4 4

긍정적사고 행운 1 1

생리적욕구 충족
맛있는 음식 먹을 때 14 15
수면 6 6

성적 및 성취 성적이 오를 때 1 1

여가생활

숙제가 없을 때 1 1
여행 6 6
외모가꾸기 3 3
자유 6 7
취미생활 11 22
학원 땡땡이 쳤을 때 4 4
혼자 있을 때 10 12

타인 및 자신의

인정

관심 받을 때 4 4

선물받을 때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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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란 자신이 처한 환경, 자기특성, 능력, 대인관계 등 생활 전반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인지적 해석과 평가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감정을 의미한다(김수영,

칭찬을 들었을 때 11 14

내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

가족, 친구 및

인간관계

가족 14 14

인간관계 1 1

친구 22 23

경제력
돈 36 37
집 2 2

긍정적사고 긍정적인 마음 5 6

생리적 욕구 충족
맛있는음식 8 8
수면 4 5
옷 1 1

성적 및 성취

노력 1 1
성적향상 1 1
실천 1 1
지식 2 2

여가생활

내방 1 1
시간 3 3
엄마의공간 1 2
자유 1 1
취미 3 3
핸드폰 8 8

타인 및 자신의

인정

관심 1 1
사랑 3 3
자신감 7 7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1 1
칭찬 1 1

건강 운동할 때 4 4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사람

특징

가족, 친구 및

인간관계

엄마가 있다 1 1
인간관계 1 1
친구 6 6
화목한 가족 3 3

경제력 돈이 많다 7 8

긍정적 사고
긍정적인 마음 19 21
밝은웃음 21 21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좋은 1 2

성적 및 성취
꿈이 있다 1 1
전문직업 1 1

여가생활
자유 2 2
취미가 있다 2 3

타인 및 자신의

인정

감정이 솔직한 사람 2 2
야단안맞기 1 1
자신감 10 10
자신을 사랑함 4 5
책임감 1 1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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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이 지각하는 행복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첫째, ‘평소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통해 1순위 친구하고 놀 때(20명),

2순위 가족이 화목할 때(17명), 3순위 맛있는 음식 먹을 때(14명) 순으로 응답을 하였다.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이 생각하는 행복은 관계적 측면에서 친구관계가 좋으면 학교생활이

즐겁고, 가족관계가 좋으면 가족이 화목하다는 것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라는 것을 확

인하였다. 둘째,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을 통해 1순위 돈(36명), 2순위

친구(22명), 3순위 가족(14명)순으로 응답을 하였다.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은 부모의 경제

적 지위가 자신의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한 환경에서 상실감과 낮은 자아존중감

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돈이 행복의 필요조건 1순위로 선택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행

복에 가족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게 나타난 것은 부모의 낮은 경제력이 스트레스와 함께

심리적인 불안을 유발하고 문제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행복한

사람의 특징’에 대한 질문을 통해 1순위 밝은 웃음(21명), 2순위 긍정적인 마음(19명), 3

순위 자신감(10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Lyubomirsky(2007)는 행복한 사람의 특징을 활

기차고, 사교적이고, 협조적이고 관대하다. 또한, 우호적인 교우관계와 풍부한 사회적 지

원을 확보해 타인의 호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은 행복

할수록 밝은 표정을 짓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소통하는

당당한 사람이라고 인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 행복에 대한 코딩 빈도

본 연구에서 행복에 대한 코딩 빈도는 1순위 친구, 2순위 돈, 3순위 가족, 4순위 취미, 5

순위 긍정적인 마음, 6순위 맛있는 음식, 7순위 밝은 웃음, 8순위 자신감, 9순위 칭찬, 10

순위 혼자 있을 때 등으로 나타났으며 <표 12>와 같다.

<표 12> 코딩 빈도 순위별 행복요인 하위범주, 최종범주 코딩 수
코딩 빈도

순위
하위범주 최종범주 코딩 수

1 친구 가족, 친구 및 인간관계 51
2 돈 경제력 49
3 가족 가족, 친구 및 인간관계 39
4 취미 여가생활 28
5 긍정적인마음 긍정적 사고 27
6 맛있는음식 생리적 욕구 충족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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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대상 중학생들은 저소득층의 자녀로 가족구조 및 가족관계, 생활 환경문제, 경

제적 빈곤 상태에서 파생되는 정서적 불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복에 대한 빈도를 살펴보면 1순위가 친구로 나타났는데 청소년기에 친구관계는 상

호관계를 통해 사회적·정서적 또는 수단적 요구를 얼마나 충족되는지에 의미가 있으며

(김미란, 2002)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태도 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받는다(현다경, 2016). 따라서 이들에게 친구는 고민을 털어놓고 비

7 밝은웃음 긍정적사고 21
8 자신감 타인 및 자신의 인정 17
9 칭찬 타인 및 자신의 인정 15
10 혼자있을 때 여가생활 12
11 수면 생리적 욕구 충족 11
12 자유 여가생활 10
13 선물 타인 및 자신의 인정 8
13 핸드폰 여가생활 8
15 이성교제 가족, 친구 및 인간관계 7
16 여행 여가생활 6
16 엄마와 함께있을때 가족, 친구 및 인간관계 6
16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타인 및 자신의 인정 6
19 관심 타인 및 자신의 인정 5
20 학원 땡땡이 여가생활 4
20 운동 건강 4
22 사랑받기 타인 및 자신의 인정 3
22 시간 여가생활 3
22 외모가꾸기 여가생활 3
25 집 경제력 2
25 솔직함 타인 및 자신의 인정 2
25 성적향상 성적 및 성취 2
25 지식 성적 및 성취 2
25 인간관계 가족, 친구 및 인간관계 2
25 엄마의공간 여가생활 2
25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좋은 긍정적 사고 2
32 실천 성적 및 성취 1
32 옷 생리적 욕구 충족 1
32 사고싶은거 사기 경제력 1
32 노력 성적 및 성취 1
32 행운 긍정적사고 1
32 엄마가 있다 가족, 친구 및 인간관계 1
32 내방 여가생활 1
32 꿈이 있는 성적 및 성취 1
32 전문직업 성적 및 성취 1
32 야단안맞는 타인 및 자신의 인정 1
32 책임감 타인 및 자신의 인정 1
32 숙제가 없을때 여가생활 1
합계 43개 8개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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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을 공유하며 의사소통을 하는 관계로써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2순위가 돈으로 3순위 가족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교육복지대상이 빈곤

층이거나 소득수준이 열악한 그룹으로써 학생들에게 돈이 더 중요하게 떠오른 것으

로 보인다. 이것은 결국 부모의 영향인 측면에서 가족의 관계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쾌적한 환경의 집을 비롯해 성장 욕구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친구관계 시 꼭 필요

한 용돈이 가족의 수익과 관련되어 돈이 가족 자원이고 가족 배경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어른들의 돈타령이 어느새 학생들에게 이어져 돈이 곧 행

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경험으로 인해 행복에 대한 필수 요소가 된 것으로 보

인다. 이는 가족의 경제적 맥락에서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압박감이 부정적인 부모

의 양육 태도나 부부 갈등과 이혼 등과 같은 가정 내 위험요인에 작용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에게는 가족의 문제로 인식되면서(신인순, 홍나미, 2014) 가족에

앞서 돈이 우선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순위는 가족으로 나타났다. 교육복지대상 학생들의 가정은 대부분 빈곤으로 인한 생계

유지형 맞벌이와 가족 내 갈등으로 인한 부모의 이혼 및 별거 상태로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가족의 결손 자체는 청소년의 부적응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첫 번째 친구와 두 번째 돈에 비교했을 때 빈도수가 낮기는 하지만 가족 간의 친밀

도와 응집력을 가지고 있어 행복의 필수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소년이 성장하

는데 가족은 심리 및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며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최종 범주별 코딩 빈도

본 연구에서 최종 범주별로 코딩된 빈도를 중심으로 백분율을 살펴보면 <표 13>과

같이 나타났다.

<표 13> 행복요인의 최종 범주별 코딩 수와 백분율

순위 최종범주 코딩 수 백분율 (%)

1 친구, 가족 및 인간관계 106 27.04

2 여가생활 78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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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행복과 관련 있는 1순위로 친구, 가족 및 인간관계(27.04%)에

대해 가장 많이 거론하였다. 다음으로 2순위 여가생활(19.90%), 3순위 타인 및 자신의

인정(14.79%)로 나타났다. 그 외 경제력(13.27%), 긍정적 사고(13.01%), 생리적 욕구

(8.93%), 성적 및 성취(2.04%), 건강(1.02%) 순으로 나타났다. 행복의 요인으로 가족,

친구 및 인간관계에 대해 가장 많이 거론하였다. 청소년들은 가족 간의 애정보다 우정

이 더 중요한 시기이므로 평소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태도에 영향

을 받고 인간관계의 유연성과 사회성을 배우며, 가정은 최초의 사회집단으로서 가

족이 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

째로 여가생활을 거론하였는데, 교육복지대상 중학생 중에는 핸드폰과 TV, 컴퓨터의

사용이 늘어 여가생활로 지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불건전한 정서를 경험하게 됨

으로써 부적응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은 부모의 부재로

인한 심리적 지원과 지도를 어려서부터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차별감과 열등

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집에서 소극적으로 보내

는 여가생활에서 벗어나 밖에서 친구들과 활동하며 즐기는 여가생활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이들이 칭찬과 관심을 받음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싶어 하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돈에 대한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

다.

4) 선행연구의 최종범주별 코딩 수와 백분율 비교

선행연구인 전기숙(2016)의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1순위

친구, 가족 및 인간관계(30.00%), 2순위에 여가생활(20.00%)로 거론한 것으로 보아 이들

에게도 친구 및 가족이 삶에서 중요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과 스트레스 해소

3 타인 및 자신의 인정 58 14.79

4 경제력 52 13.27

5 긍정적 사고 51 13.01

6 생리적 욕구 35 8.93

7 성적 및 성취 8 2.04

8 건강 4 1.02

합계 39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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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학업생활의 조화를 위해 여가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복지

대상 중학생과 달리 3순위로 성적 및 성취(16.92%)를 선택하였다. 고등학생인 이들이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학업에 대한 열정을 거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자신의 삶에 중요

한 가치관 형성과 진로 설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교육복지

대상 중학생은 학습 습관의 어려움과 흥미 부족 등의 이유로 성적 및 성취(2.04%)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가 성장함에 따라 성숙해지는 단계인 고등학생은 경제력에 대

한 행복 지수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4>와 같다.

<표 14> 행복요인 최종범주별 코딩 수와 백분율 비교

Lyubomirsky(2007)는 행복한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가족과 친구들과 보내면서

관계를 강화하고 즐긴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상상하고 삶의 즐거움을 음미하며 현재에 충실하

려고 노력한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이 있고 평생 목표에 깊이 전념하고, 스트

레스와 시련, 슬픔에 대처할 때 균형을 잃지 않고 단호하다. 그리고 행복은 삶의 모

든 영역에 수많은 긍정적인 부산물을 안겨준다. 행복해지는 과정에서 기쁨, 사랑,

만족, 경외감, 자부심을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과 사회 전반에 걸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행복은 비장한 전투에서 얻어내는 승리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연히 찾아와준 것들

최종범주

교육복지대상

중학생

(50명)

백분율

(%)
순위

(전기숙 2016)
일반계 고등학생

(37명)

백분율

(%)
가족, 친구 및

인간관계
106 27.04 1 1 117 30.00

여가생활 78 19.90 2 2 78 20.00
타인 및 자신의

인정
58 14.79 3 5 36 9.23

경제력 52 13.27 4 6 33 8.46
긍정적 사고 51 13.01 5 4 40 10.26

생리적 욕구 충족 35 8.93 6 - - -
성적 및 성취 8 2.04 7 3 66 16.92

건강 4 1.02 8 8 9 2.31
성장 - - 7 10 2.56
종교 - - 9 1 0.26

392 100 3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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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발견이다(최인철, 2018). 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 봄으로써 현

재 청소년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를 알고 시각 전환을 꾀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키워 균형 잡힌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행복증진 방안을 모색

해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Seligman의 행복이론 5가지 핵심요소 ‘긍정정서, 몰입, 관

계, 의미, 성취’를 바탕으로 한 행복감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에 자아존중감과 낙관성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키워 가족관계, 친구관계 개선

에 대해 마음을 문을 열 수 있도록 게임, 감사일기, 성격강점 찾기, 만다라 컬러링 등

의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한다.

2.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행복증진 프로그램 개발과정

본 연구는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행복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본 연구의 행복증진 프로그램 개발과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그림 2]

와 같다.

기획

개발의 타당성 검토
-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확인

- 잠재적 대상 분석

요구분석
- 잠재적 대상자 집단 심층 면접 기법으로 포커

스 그룹(FGI)을 이용한 집단 면담

이론적 모형개발
- 문헌 연구 및 선행프로그램 검토

- 프로그램 이론적 모형개발

목적 및 목표 수립 -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수립

구성

활동요소 수집 및

개발

- 프로그램 구성 준거 마련

- 활동요소 수집 및 개발

활동요소 선정 및

조직

- 활동요소 선정 및 조직

- 프로그램 초안 개발

예비 프로그램 실시 - 안면 타당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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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행복증진 프로그램 개발과정

1) 기획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요구분석을 실시

하여 집단 심층 면접 기법으로 포커스 그룹(FGI)을 이용한 집단 면담을 통해 행복요인을

도출한 이후 프로그램의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며, 목적과 목표를 정하였다.

(1) 프로그램 개발 타당성 검토

본 프로그램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부

분은 선행연구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행복감이란 삶의 만족, 긍정적인 사고

방식과 같은 생활 전반에서 연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생활감정으로서 만족감, 마음의

평화, 성취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정서이다. 그러나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가정환경은 부모의 저소득으로 인한 물질적 혜택과 심리적, 인지적, 신체적인

면에서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청소년들이 발달에 따른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 학업, 친구관계 등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서 특히 사춘기의 한가운데에 있는 중학생들은 불행한 감정을

느끼는 일이 많다.

청소년기에 가족과 부모는 자아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구조적으로나 기

능적으로 열악한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거나 보살피지 못하고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 자녀는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감을 경

험한다. 그리고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낮은 자아존중감이 형성될

- 예비 프로그램 실시 및 수정

- 최종 프로그램 확정

지침서 작성 - 회기별 프로그램 지도안 및 활동지 작성

실시 실행
- 실험집단, 통제집단 동질성 확보

- 프로그램 실시

평가 효과 검증
- 검사지 반응검사

- 프로그램 내용 및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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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희망하고 있지만 각자 원하

는 행복의 모습이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접 조사하여 나온 응답을 토대로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행복요

인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Seligman의 행복 이론에 바탕을 둔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요구분석

첫째,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을 6~7명으로 구성된 8개 그룹을 만들어 집단 심층면접 기법

으로 포커스 그룹(FGI)을 이용한 집단 면담을 통해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행복 관련 하

위요소를 추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방법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질문내용은 전기숙(2016) 선행연구의 질문에 준거한 행복요인에 대한 문항으로 1.

평소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2. 내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3. 내가 생각하

는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에 대한 내용이었다. 셋째, 포커스 인터뷰는 2020년 10월 12

일 ~ 10월 30일 U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점중학교 중구 2개교(5개 팀), 남구 1개교(1

개 팀), 북구 1개교(1개 팀), 군 소재 1개교(1개 팀)의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을 대상으로 8

개의 그룹을 구성하여 90분 실시하였다. 넷째,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행복에 대한 코딩

빈도를 살펴보면 1순위 친구, 2순위 돈, 3순위 가족, 4순위 취미, 5순위 긍정적 마음, 6순

위 맛있는 음식, 7순위 밝은 웃음, 8순위 자신감, 9순위 칭찬, 10순위 혼자 있을 때 등으로

나타났다. 범주별 코딩 수를 보면 친구, 가족 및 인간관계(27.04%)에 대해 가장 많이 거

론하였다. 다음으로 여가생활(19.90%), 타인 및 자신의 인정(14.79%), 경제력(13.27%),

긍정적 사고(13.01%), 생리적 욕구(8.93%), 성적 및 성취(2.04%), 건강(1.02%) 순으로 나

타났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교육복지대상 중학생들은 저소득층의 자녀로 경제적 빈곤 상태에서

오는 불안감과 생활 환경문제, 가족구조 및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으로 파생되는 정서적

불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이론적 모형개발

프로그램의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 및 선행연구 프로그램을 검토 후



- 49 -

프로그램 가설적 모형을 개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김영애(2007), 김채영(2020), 전기숙(2016), 공은미(2019), 고희

숙(2013), 고영미(2010), 김수연(2013), 탁진국, 임그린, 정재희(2014), 이경옥, 정민자

(2020), 서숙희(2020) 등의 시사점을 토대로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을 위한 행복증진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에 행복증진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한 이론에 근

거하여 구현된 프로그램의 가설 모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프로그램 가설 모형

(4)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수립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적 잠재력

을 발휘해 행복하고 자기실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춘 행복증진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낙관성과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는 첫째, 연구 1의 결

과를 통해 분석한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행복요인을 프로그램 내용에 반영한다. 둘째,

자신의 강점을 찾아 개인의 독특성과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미래의 꿈과 비전을 탐

색함으로써 희망적인 정서를 함양하도록 한다. 셋째, 가족과 친구의 의미를 생각하고 긍

정적인 정서를 다지는 활동으로 구성한다. 넷째, 타인의 말에 공감하고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며 대인관계의 기술과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상호 성장할 수 있도록 구

성한다. 다섯째, 감사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경험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

립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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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구성

첫째, 본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론적 모형에 따라 구성하며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행

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본 프로그램의 내용은 연구 대상자의 발달 수준과 특성

을 고려하여 연구 1에서 실시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교육복지라는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활동이 포함

되어 있어,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0명 내외의 소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넷째, 본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시 개별적인 생

각이나 느낌을 정리하기 좋은 반 구조화된 형태의 학습지를 활용하여 구성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구성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요소

를 수집 및 개발, 선정 및 조직하여 초안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후 프로그램의 회기

별 지침서를 마련하고 예비 프로그램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확정

하였다.

(1) 활동요소 수집 개발

행복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선행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구

성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인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기법을

추출하거나 새로이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추출 및 개발된 행복증진 프로

그램의 기법은 <표 15>와 같다.

<표 15> 개발된 행복증진 프로그램

회

기
활동주제 활동내용 목표

행복

의미

알기

1 행복한 만남 별칭으로 자기소개 행복의 의

미를 알고

자기 개방
2 행복은 나의 것

긍정정서, 부정정서의 경험을 떠올려 그

림으로 표현하고 발표하기

행복요인

찾기

3 성격강점 찾기 대표강점 발견
행복도, 자

아존중감 ,

낙관성, 긍

긍정정서 향

상

4
내 꿈은 내가

만든다
희망 직업에 적합한 성격강점 찾기

5
행복은마음먹기

나름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기, 행복과 돈의 관계

이해

6 소중한 나의 가족의 의미를 알고 가족관계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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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요소 선정 및 조직

활동 요소의 추출 후 회기별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는 활동 및 내용

을 선정하여 조직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10명 내외의 소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상담

으로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회기는 10회

기로 구성하였으며, 2회기 씩 연이어 실시할 수 있도록 조직하였다. 운영시간은 중학생

수업시간 45분 기준으로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3단계로 구분하여 첫 번째 단계는 ‘행복

의 의미 알기’(1~2회기), 두 번째 단계는 ‘행복요인 찾기’(3~7회기), 세 번째 단계‘ 행복

만들기’(8~10회기)로 구성하였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회기에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규칙을 알고 내용을 이해하며 별칭으로 자신을 소개하

고 자신을 개방하여 팀원들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참여 동기를 높인다. 2회기에는 긍

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이해하고 친구들의 감정을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익힌다. 3회기에는 성격강점 빙고 놀이를 통해 성격강점 이름을 익히고, 자신의

대표 강점을 찾아서 이해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증진 시킨다. 4회기에는 자신이 가진 대

표 강점을 활용하여 희망 직업을 찾아보고 직업과 성격강점의 연관성을 이해한다. 5회

기에는 관점을 바꾸며 자신이 정한 기준에 의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고 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습관을 기른다. 6회기에는 가족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가족 개개인의 특징

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여 강점으로 가족을 소개함으로써 가족의 소중함을 안다. 7회기에

는 친구에 대한 정의를 발표하고 친구와의 행복했던 경험을 돌아보고 친구의 의미와 소

중함을 이해한다. 8회기에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

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얻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실제 생활에서 일

어날 수 있는 자기주장과 갈등 해결 전략을 연습한다. 부탁 vs 거절 게임을 통해 자

가족

7 내 인생의 친구
친구에 대한 정의, 친구와의 사이에서 생

겼던 경험 나누기

행복

만들기

8
효과적인 대화와

갈등 해결

평소 자신의 표현방식을 찾아보고 주장

하는 표현 연습하기, 갈등 해결 5단계 실

천하기
9 감사와 행복 감사의 중요성 이해하기

종결 10
나는 행복한

사람

행복증진 프로그램 돌아보기, 변화의 동기

강화

재구조화 ,

10단계 목

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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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방법을 익히고 갈등에 대한 사례를 통해 긍정적인 결

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비교해보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방법을 익힌다. 9회기에는 나

의 성장에 도움을 준 사람을 떠올려보고 감사편지 쓰기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함

으로써 바른 인성을 함양한다. 10회기 종결 단계로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프로그

램을 통해 익힌 기법들을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 행복증진 프로그램의 개요는 <표 16>

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6> 행복증진 프로그램의 개요

회

기
활동주제 활동내용 목표

행복

의미

알기

1
행복한

만남

- 프로그램 목적 및 규칙 알기

- 별칭으로 자기소개

프로그램 이해 돕기,

자기소개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

2
행복은

나의 것

-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

- 긍정정서의 경험을 떠올려 그림

으로 표현하고 발표하기

- 부정정서의 경험을 떠올려 그림

으로 표현하고 발표하기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경험

을 떠올려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익힘

행복

요인

찾기

3
성격강점

찾기

-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

- 성격강점 카드를 활용한(팀별

카드)

* 성격강점 빙고 놀이

* 자신의 대표강점 발견

24가지 성격강점에 관심을 가지

고 성격강점 이름을 알고 자신

의 대표강점 발견을 통해 흥미

를 이끌어냄

4

내 꿈은

내가

만든다

-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

- 성격강점 카드를 활용한 (팀별

카드)

* 희망직업에 적합한 성격강점 찾

기

자신의 희망 직업을 정하고

직업에 필요한 성격강점을

이해함

5

행복은

마음먹기

나름

-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

-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기

*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장점

으로 바꾸는 연습하기

- 행복과 돈의 관계 이해하기

관점을 바꾸며 자신이 정한

기준에 의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고 말할 수 있는 긍정

적인 습관을 기름

6

소중한

나의

가족

-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

- 가족의 의미 알기

- 가족관계 돌아보기

- 가족 나무 그리기

* 가족의 강점 소개하기

가족과 함께했던 경험을 통

해 가족을 이해하고 소중함

을 알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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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 프로그램 실시

➀ 안면 타당도 평가

본 프로그램 내용의 안면 타당도 검증을 위해 5인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자

문을 위한 전문가 구성은 상담에 대한 풍부한 학식을 갖추고 대학에서 긍정심리를

가르치는 교수 1명, 가족학 박사 3명, 중학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교육복지사 1명

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집단의 정보는 <표 17>과 같다.

7

내

인생의

친구

-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

- 친구에 대한 정의 발표하기

- 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겼던 경험

나누기

* 가장 웃겼던 사건

* 가장 행복했던 순간

* 가장 슬프거나 감동했던 일

친구들과의 경험을 돌아보고

친구의 의미와 소중함을 알게

됨

행복

만들

기

8

효과적인

대화와

갈등

해결

-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

- 평소 자신의 표현방식을 찾아보

고 주장하는 표현 연습하기

* 부탁을 잘하려면

- 효과적으로 거절하는 방법

* 무엇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지

알아보기

* 가능한 많은 해결책 찾기

* 찾아본 해결책 평가하기

*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하기

* 선택된 해결책을 실천하기

공격적, 수동적, 주장적 표현

을 구분하고 대표적인 주장

행동으로 부탁하기와 거절하

기를 알게 됨

갈등 해결 방법을 이해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하는

방법을 익힘

9
감사와

행복

-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

- 감사의 중요성 이해하기

- 감사의 대상 떠 올리기

-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편지쓰기

나의 성장에 도움을 준 사람

을 떠올려보고 감사의 마음

을 전함

종결 10

나는

행복한

사람

-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

- 행복증진 프로그램 돌아보기

- 감사 편지쓰기

- 소감문작성 후 발표하기

- 마무리

이전보다 더 행복해진 나를

느끼고 함께 나누며 행복을

위한 실천을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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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예비 프로그램 검증 전문가 정보

전문가가 검토한 내용은 본 프로그램의 회기별 단위 활동이 프로그램 목표에 부

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에 대한 것이다. 프로그램의 검토 형태는 프로

그램 전체 시안을 보고 구두로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 향상을 위하여 몇 가지 수정

및 보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은 <표 18>과 같다.

<표 18> 수정 및 보완할 사항

내용

예방 및 안전

수칙 준수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전국적인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으니

예방 및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개인별 활동

도구 배치

*코로나 19 예방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성격강점 카드 및 활동 도

구는 개인별로 배치한다.

긍정단어

카드 활용

*감정표현이 어색한 중학생들이 매회기 긍정단어 카드를 활용해 자신이 느

끼는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연구1에서

실시한 (FGI)

행복요인 도출

*행복요인에 대한 하위범주로 돈에 대한 욕구가 2위로 높게 나타나 교육복

지대상 학생들이 돈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돈에 대한 갈망은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열악한 가정의 학생들이 마음이 허하고 자신의

꿈이 확실하지 않은 데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구

로서 돈에 대한 욕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돈에 대한 가치를 바꾸

는 활동보다는 매 회기 심리적인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정서로 전환 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갈망에 대한 문제가 완화 될 것으로 보인

다.

*의사소통 연습하기를 통해 가족 및 친구관계에서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치지 않고 소통하는 힘을 기르고 갈등 해결과 긍정정서를 키울 수 있도

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감사일기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에 대한 경험을 떠올리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평소

에 긍정정서를 자연스럽게 키워갈 수 있는 활동으로 감사일기 쓰기 방법

구분 성별 연령 학력 소속 전문분야

긍정심리전문가 1 여 60대 박사 대학교 긍정심리학

긍정심리전문가 2 여 50대 박사 상담소 소장 가족학,상담

긍정심리전문가 3 여 50대 박사 상담소 소장 가족학,상담

전문상담사 4 여 50대 박사 초등학교 가족학,상담

교육복지사 5 여 40대 석사 중학교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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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예비 프로그램 실시 및 수정

본 연구에서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예비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한 뒤 수정 및 보완하였다. 프로그램 참여대상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점중학교 3학

년 6명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에 참여하기도 했다. 예비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모집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중학교 교육복지사 경

력 9년으로 집단상담 진행 경험이 다수 있으며, 박사과정 4학기 과정을 이수하였다.

예비 프로그램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단계별 학사 운영 일정에 따라 2020년 12

월 첫째 주 3회(월, 수, 금) 둘째 주 2회(수, 금)로 2회기(90분) 씩 2주간에 걸쳐 방과 후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총 10회기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전체 회기 종료 시 프로그램

에 관한 종합적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설문 내용을 분

석한 결과 첫째 프로그램이 행복증진에 도움이 되었다(100% 만족 이상), 둘째 프로그램

이 이해하기 쉬웠다(100% 만족 이상), 셋째 프로그램이 재미있게 구성되었다(100% 만

족 이상), 넷째 프로그램 진행 방법이 적절했다(100% 만족 이상), 다섯째 프로그램에 사

용된 자료가 적절했다(100% 만족 이상), 여섯째 프로그램이 실생활에 도움을 줄 것 같

다(100% 만족 이상), 일곱째 프로그램 진행시간이 적절했다(100% 만족 이상), 여덟째

프로그램에 참여가 많이 이루어졌다(100% 만족 이상), 아홉째 프로그램 내용에 전반적

으로 만족한다(100% 만족 이상) 로 나타났으며 <표 19>와 같다.

익히기 활동을 통해 행복의 의미를 이해하고 긍정정서에 대한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구성한다.

셀리그만의

행복 5가지

핵심요소

(긍정정서,

몰입, 삶의

의미, 관계,

성취)

*셀리그만의 행복 5가지 핵심요소 (긍정정서, 몰입, 삶의 의미, 관계, 성

취)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다라 컬러링 활동과 보드게임 놀이를

회기별 간헐적으로 구성한다.

-색칠 활동은 생각을 멈추고 색칠에 집중함으로써 몰입으로 이어지고 불

안한 감정이나 갈등을 밖으로 발산해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다. 만다라

컬러링 활동 과정을 구성한다면 학생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할 것으

로 보인다.

-보드게임은 놀이로 인식하고 흥미를 가지는 활동이다. 보드게임 놀이 과정

을 구성한다면 게임을 통해 재미있는 경험을 공유하고 규칙과 문제 해결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되어 성취감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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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예비 프로그램 평가지

번호 문항의 내용 구분 학생수 비율(%)

1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행복증진에 도움이 되

었습니까?

➀매우불만족 0 0.0
➁불만족 0 0.0
➂보통 0 0.0
➃만족 3 50.0
➄매우만족 3 50.0

2 프로그램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었습니까?

➀매우불만족 0 0.0
➁불만족 0 0.0
➂보통 0 0.0
➃만족 2 33.3
➄매우만족 4 66.7

3 프로그램이 재미있게 구성되었습니까?

➀매우불만족 0 0.0
➁불만족 0 0.0
➂보통 0 0.0
➃만족 2 33.3
➄매우만족 4 66.7

4 프로그램 진행 방법은 적절하였습니까?

➀매우불만족 0 0.0
➁불만족 0 0.0
➂보통 0 0.0
➃만족 1 16.7
➄매우만족 5 83.3

5 프로그램에 사용된 자료는 적절하였습니까?

➀매우불만족 0 0.0

➁불만족 0 0.0
➂보통 0 0.0
➃만족 3 50.0
➄매우만족 3 50.0

6
프로그램이 실생활에 도움을 줄 것 같습니

까?

➀매우불만족 0 0.0
➁불만족 0 0.0
➂보통 0 0.0
➃만족 4 66.7
➄매우만족 2 33.3

7 프로그램 진행 시간은 적절했습니까?

➀매우불만족 0 0.0
➁불만족 0 0.0
➂보통 0 0.0
➃만족 4 66.7
➄매우만족 2 33.3

8 여러분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➀매우불만족 0 0.0
➁불만족 0 0.0
➂보통 0 0.0
➃만족 2 33.3
➄매우만족 4 66.7

9
프로그램 내용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➀매우불만족 0 0.0
➁불만족 0 0.0
➂보통 0 0.0
➃만족 1 16.7
➄매우만족 5 83.3

전체 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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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비 프로그램 참여자의 소감을 근거로 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표 20>과 같다.

<표 20> 예비 프로그램 참여자의 반응

➂ 최종 프로그램 확정

다음과 같이 최종 프로그램을 확정하였다. 프로그램은 행복 의미 알기(1~2회기), 행복

요인 찾기(3~6회기), 행복 만들기(7~10회기)로 구성되었으며 내용은 <표 21>과 같다.

1회기: 행복한 만남

1회기에는 행복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소개와 규칙 정하기를 통해 프로그

램을 이해하도록 한다. 보드게임으로 적당한 경쟁심과 함께 즐거움을 더하여 성취

감을 느끼고 별칭 짓기와 이름표 꾸미기를 통해 친밀감 증진과 동기부여를 일으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예비 프로그램 참여자의 반응

내용

-친구, 가족, 직업, 자기 생각 전달하기와 갈등 해결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

서 흥미로웠다. 시간이 금방 갔다.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게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친구들하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서 좋았고 살짝 행복했다. 처음에는 발표

하기가 두렵고 겁이 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떨

리는 마음이 없어졌다.

-친구들과 처음에는 좀 부끄러워서 그랬는데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니 자

신감도 생겼고 행복해지는 것 같다.

-가족, 친구도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자신감을 가지

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행복증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신기했다. 짜증나고 힘든 일이 많았는

데 며칠 동안 참가하면서 많이 웃었고 이야기도 많이 해서 좋았다.

수정 및 보완

고려사항

-7회기(내 인생의 친구)

친구에 대한 의미를 글로만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과 친구의

의미를 가운데 두고 마인드맵으로 재미있게 활동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5회기(행복은 마음먹기 나름)

나의 단점을 친구들이 장점으로 바꾸어주는 활동을 롤링 페이퍼를 활용해서

기록으로 남긴다면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과 더불어 완성

된 자료를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롤링 페이퍼 활동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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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기: 행복은 나의 것

2회기에는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를 한다. 행복했던 경험들을 떠올려 행복하기

위한 실천법을 감사 노트에 적고 감사일기 쓰는 방법을 익히게 하여 자기 탐색을

유도한다. 만다라 컬러링 활동을 통해 불안과 갈등에서 벗어나고 몰입을 경험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유롭게 색채 활동을 한다. 만다라 컬러링 과제

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3회기: 성격강점 찾기

3회기에는 감사일기 기록을 매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긍정단어로 기분 나

누기를 한다. 성격강점 카드를 활용한 빙고 놀이를 통해 성격강점 이름을 쉽게 익

히도록 한다. 발견카드 24장을 활용한 카드 버리기 활동을 통해 자신이 가진 성격

강점 발견으로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강화하고 대표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나누기를 한다.

4회기: 내 꿈은 내가 만든다

4회기에는 감사일기 기록을 매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긍정단어로 기분 나

누기를 한다. 성격강점 카드 중 활용카드 24장을 활용해 직업에 적합한 성격강점을 이

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꿈 선언문을 작성하여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행복

의 의미를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만다라 컬러링 활동을 통해 불안

과 갈등에서 벗어나고 몰입을 경험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유롭게

색채 활동을 한다. 만다라 컬러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5회기: 소중한 나의 가족

5회기에는 감사일기 기록을 매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

를 한다. 보드게임 놀이를 통해 친밀감과 배려심을 키우고 적당한 경쟁심과 함께 즐거

움을 더하여 성취감을 느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가족 나무 꾸미기 활동과 가족의

의미에 대한 나누기 활동을 통해 가족을 이해하고 소중함을 알게 됨으로써 행복에 대한

긍정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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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기: 내 인생의 친구

6회기에는 감사일기 기록을 매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

를 한다. 친구에 대한 정의 찾아보기와 마인드맵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의 행복했던 경

험을 돌아보고 친구의 의미와 소중함을 알게 한다. 만다라 컬러링 활동을 통해 불안과

갈등에서 벗어나고 몰입을 경험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유롭게 색

채 활동을 한다. 만다라 컬러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7회기: 효과적인 대화와 갈등 해결

7회기에는 감사일기 기록을 매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

를 한다. 보드게임 놀이를 통해 친밀감과 배려심을 키우고 적당한 경쟁심과 함께 즐거

움을 더하여 성취감을 느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익히기

를 통해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강화하도록 한다. 갈등 해결 5단

계 활동을 통해 갈등 해결 방법을 이해하고 최선의 해결책 선택의 방법을 경험하도록

한다.

8회기: 행복은 마음먹기 나름

8회기에는 감사일기 기록을 매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

를 한다. 칭찬해 게임을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친밀감과 배려심을 키우고 성취감을 느껴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롤링 페이퍼를 활용한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주는 활동

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만다라 컬러링 활동을 통해

불안과 갈등에서 벗어나고 몰입을 경험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유

롭게 색채 활동을 한다. 만다라 컬러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9회기: 감사와 행복

9회기에는 감사일기 기록을 매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

를 한다. 보드게임 놀이를 통해 친밀감과 배려심을 키우고 적당한 경쟁심과 함께 즐거

움을 더하여 성취감을 느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감사 편지쓰기 활동을 통해 나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행복의 의미를 알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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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기: 나는 행복한 사람

10회기에는 감사일기 기록을 매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

기를 한다. 행복증진 프로그램 돌아보기를 통해 이전보다 더 행복해진 자신을 느껴 보

고 함께 나누며 행복을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진다. 만다라 컬러링 활동을 통

해 불안과 갈등에서 벗어나고 몰입을 경험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유롭

게 색채 활동을 한다. 행복증진 프로그램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와 소감

나누기를 하고 마무리한다.

<표 21> 최종 행복증진 프로그램

회

기
활동주제 활동내용 기대 효과 시간

행

복

의

미

알

기

1
행복한

만남

-프로그램 목적 및 규칙 알기

-보드게임 놀이

-별칭으로 자기소개

프로그램 이해 돕기,

자기소개를 통해 친밀감

을 형성

45분

2
행복은

나의 것

-행복의 의미를 이해하고

감사일기 쓰는 방법 익히기

-만다라 컬러링 활동

자기 탐색을 통해 자신

의 긍정적인 면뿐만 아

니라 부정적인 면을 발

견하고 수용함

45분

행

복

요

인

찾

기

3
성격강점

찾기

-성격강점 카드를 활용한

*성격강점 빙고 놀이

*자신의 대표강점 발견

24가지 성격강점에 관심

을 가지고 성격강점 이름

을 알고 자신의 대표강점

발견을 통해 흥미를 이끌

어냄

45분

4

내 꿈은

내가

만든다

-성격강점 카드를 활용한

*희망 직업에 적합한 성격강

점 찾기

-만다라 컬러링 활동 및 감정

형용사로 표현하기

자신의 희망 직업을 정

하고 직업에 필요한 성

격강점을 이해함

45분

5
소중한

나의 가족

-보드게임 놀이

-가족 나무 그리기

*가족의 의미를 알고 가족관

계 돌아보기

가족과 함께했던 경험을

통해 가족을 이해하고

소중함을 알게 됨

45분

6
내 인생의

친구

-마인드맵 활동

-친구에 대한 정의 발표하기

-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겼던

경험 나누기

-만다라 컬러링 활동 및 감정

형용사로 표현하기

친구들과의 경험을 돌아

보고 친구의 의미와 소

중함을 알게 됨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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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침서 작성

최종 확정된 행복증진 프로그램의 개요에 따라 지도안과 활동지를 구성하여 지침

서를 작성하였으며 내용은 <표 22>와 같다.

<표 22> 행복증진 프로그램 지도안 예시 (2회기)

행

복

만

들

기

7

효과적인

대화와

갈등 해결

-보드게임 놀이

-효과적인 의사소통 익히기

*무엇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

지 알아보고 해결책 찾기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을 익힘

갈등 해결 방법을 이해

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하는 방법을 익힘

45분

8

행복은

마음먹기

나름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장점으로 바꾸는 연습하기

-만다라 컬러링 활동 및 감정

형용사로 표현하기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

인 생각을 비교해보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

하게 됨

45분

9
감사와

행복

-보드게임 놀이

-감사의 중요성 이해하기

-감사의 대상 떠 올리기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운 마

음을 전하는 편지쓰기

나의 성장에 도움을 준

사람을 떠올려보고 감사

의 마음을 전함

45분

종

결
10

나는

행복한

사람

-만다라 컬러링 활동 및 감정

형용사로 표현하기

-행복증진 프로그램 돌아보기

-소감문작성 후 발표하기

-마무리

이전보다 더 행복해진

나를 느끼고 함께 나누

며 행복을 위한 실천을

다짐함

45분

2회기 행복은 나의 것

활동목표

- 자기 탐색을 통해 자신의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수용한다.

- 주관적 행복의 의미를 이해하고 감사일기 작성법을 익힌다.
과정 활동내용 자료

도입
◆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

- 팀원이 돌아가면서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를 한다.

감정 카드

전개

◆ 감사 노트에 행복을 위한 10가지 실천법 적어보기

1. 나에게 하루에 한 가지씩 선물을 준다.

2. 아무도 모르게 좋은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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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프로그램 실시

(1) 실험집단, 통제집단 동질성 검증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확인을 위해 행

복도, 자아존중감, 낙관성,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에 대해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였으

며, 결과는 <표 23>과 같다.

3. 남에게 하루에 한 번 친절한 행동을 한다.

4. 하루 한 번씩 거울을 보고 크게 소리 내어 웃는다.

5.

6.

7.

8.

9.

10.

◆ 감사일기 쓰기

행복의 의미를 이해하고 감사일기 쓰는 방법 익히기

-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오늘 여기 모여 함께 웃어주는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 오늘 칭찬을 해주신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 만다라 컬러링 활동

만다라 컬러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고 불안과 갈등

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유롭

게 색채 활동을 한다.

◆ 긍정단어 적어보기 (3개)

이름표,

활동지,

필기도구,

색연필등,

감사 노트

마무리

- 활동에 대한 소감 나누기

- 감사 일기장을 빠짐없이 작성하는 사람에게 누적된 도장 개

수에 따라 상품이 지급될 것임을 공지한다.

유의사항 - 감사 노트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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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동질성

구분
실험집단(N=20) 통제집단(N=20)

Mann-Whitney U p
M SD M SD

행복도 2.68 .449 2.53 .548 165 .342

자아존중감 3.63 .647 3.57 .377 183 .653

낙관성 3.30 .491 3.31 .557 184 .673

긍정정서 3.02 .747 2.98 .488 195 .903

부정정서 2.44 .684 2.72 .610 128 .050

 행복도에서 p값이 .342, 자아존중감에서 p값이 .653, 낙관성에서 p값이 .673, 긍정

정서에서 p값이 .903으로 부정정서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p > .05이므로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단, 부정정서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은 2.44, 통제집단의 평균은 2.72로

통제집단의 부정정서가 높게 나타났으며, p값이 .0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나머지 변수에서는 동질성이 확보되었으므로 프

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2) 행복증진 프로그램 실시

실험집단은 영상과 음향 장비를 갖춘 별도의 교실에서 코로나 19 예방수칙을 준

수하고 10명씩 두 집단으로 나누어 10회기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2회기 씩(90분) 5

회기로 <표 24>와 같이 진행되었다.

<표 24> 행복증진 프로그램 실시

집단 일정 참여인원

집단 1 2021.1.18.(월), 1.21(목), 1.25(월), 1.28(목), 2.1(월) 10명

집단 2 2021.1.19.(화), 1.22(금), 1.26(화), 1.29(금), 2.2(화)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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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복증진 프로그램 평가

1)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행복도 효과 검증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행복감 증진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은미(2019)

의 선행연구에 따른 분석 방법을 참고하여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 추후의 행복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25>, <표 26>, <표 27>과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행복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실헙집단은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참여 후에 행복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Z=-3.924, p

< .001), 통제집단은 프로그램 참여 전과 참여 후의 행복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Z=-1.944, p > .05). 행복도 변화량을 살펴본 결과 [그

림 4]와 같다.

<표 25> 행복도 비교 사전-사후

                         [그림 4] 행복도 비교 사전-사후

실험집단은 사전점수와 추후점수 간에도 행복점수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Z=-3.158, p < .01), 통제집단은 사전점수와 추후점수 간에는 행복점수가 2.53에서

추후 2.4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Z=-2.093, p < .05).

변화량을 살펴본 결과 [그림 5]와 같다.

구분
사전 사후

Z p
M SD M SD

행복도

실험집단

(N=20)
2.68 .45 2.93 .44 -3.924 .000

통제집단

(N=20)
2.53 .55 2.46 .51 -1.944 .052

실험집단 통제집단



- 65 -

<표 26> 행복도 비교 사전-추후   

            [그림 5] 행복도 비교 사전-추후

실험집단은 사후점수와 프로그램 종료 4주 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Z=-1.670, p > .05)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통제집단은 사후점수와 추후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Z=-.131, p > .05). 변화량을 살펴본 결과 [그림 6]과 같다.

<표 27> 행복도 비교 사후-추후

                  [그림 6] 행복도 비교 사후-추후

구분
사후 추후

Z p
M SD M SD

행복도

실험집단
(N=20)

2.93 .44 2.88 .51 -1.670 .095

통제집단
(N=20)

2.46 .51 2.42 .51 -.131 .896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구분
사전 추후

Z p
M SD M SD

행복도

실험집단

(N=20)
2.68 .45 2.88 .51 -3.158 .002

통제집단

(N=20)
2.53 .55 2.42 .51 -2.093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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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행복증진 프로그램 참여가 중학생의 행복도를 향상시키고, 프로그램이 끝

난 후에도 행복도를 지속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전-사후-추후

비교 그래프를 보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 행복도 비교 사전–사후-추후

[그림 7]에 나타난 행복도 효과 검증 결과에서 사전검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을 비교해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실험집단의 행복도 효과 검증에서 사전검

사보다 사후검사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4주 후 추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사후

검사와 비슷한 결과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복증진 프로그램은 행복도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행복도에 큰 변화

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비해 행복의 의미를 이해하고 게임, 감사일기, 성격강점 찾

기, 긍정적 대인관계의 의사소통 훈련과 만다라 컬러링 등의 다양한 활동 경험이

실험집단의 행복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2)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효과 검증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은미

(2019)의 선행연구에 따른 분석방법을 참고하여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 추후의 행

복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28>, <표 29>, <표 30>과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실헙집단은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참여 후에 자아존중감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집단 통제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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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3.381, p < .01), 통제집단은 프로그램 참여 전과 참여 후의 자아존중감 점수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Z=-1.622, p > .05). 변화량을 살펴

본 결과 [그림 8]과 같다.

<표 28> 자아존중감 비교 사전-사후

                        [그림 8] 자아존중감 비교 사전-사후

실험집단은 사전점수와 추후점수 간에도 자아존중감 점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Z=-2.845, p < .01), 통제집단은 사전점수와 추후점수 간에 자아존중감 점수가 3.57에서 추

후 3.46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Z=-1.296, p > .05). 변화량을 살펴본 결과

[그림 9]와 같다.

<표 29> 자아존중감 비교 사전-추후

                      

구분
사전 사후

Z p
M SD M SD

자아존중

감

실험집단

(N=20)
3.63 .65 3.96 .55 -3.381 .001

통제집단

(N=20)
3.57 .38 3.48 .32 -1.622 .105

구분
사전 추후

Z p
M SD M SD

자아존중
감

실험집단
(N=20)

3.63 .65 3.85 .62 -2.845 .004

통제집단
(N=20)

3.57 .38 3.46 .38 -1.296 .195

실험집단 통제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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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자아존중감 비교 사전-추후

실험집단은 사후점수와 프로그램 종료 4주 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Z=-1.669, p > .05)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제집단은 사후점수와 추후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Z=-.328, p > .05). 변화량을 살펴본 결과 [그림 10]과 같다.

<표 30> 자아존중감 비교 사후-추후

[그림 10] 자아존중감 비교 사후-추후

따라서 행복증진 프로그램 참여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

에도 자아존중감을 지속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전-사후-추후 비교 그

래프를 보면 [그림 11]과 같다.

구분
사후 추후

Z p
M SD M SD

자아존중

감

실험집단

(N=20)
3.96 .55 3.85 .62 -1.669 .095

통제집단

(N=20)
3.48 .32 3.46 .38 -.328 .743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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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자아존중감 비교 사전–사후-추후

[그림 11]에 나타난 자아존중감 효과 검증 결과에서 사전점수는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을 비교해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실험집단의 자아존중감 효과 검증에서

사전점수보다 사후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4주 후 추후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사후점수와 비슷한 결과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복지대상 중학

생을 대상으로 한 행복증진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자아존중감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비해 행복의 의미를 이해하고 게임, 감사일기, 성격강점

찾기, 긍정적 대인관계의 의사소통 훈련과 만다라 컬러링 등의 다양한 활동 경험이

실험집단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3)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낙관성 효과 검증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은미

(2019)의 선행연구에 따른 분석방법을 참고하여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 추후의 행

복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31>, <표 32>, <표 33>과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낙관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실헙집단은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참여 후에 낙관성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Z=-3.458,

p < .01), 통제집단은 프로그램 참여 전과 참여 후의 낙관성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Z=-1.195, p > .05). 변화량을 살펴본 결과 [그림

12]와 같다.

실험집단 통제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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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낙관성 비교 사전-사후

                       [그림 12] 낙관성 비교 사전-사후

실험집단은 사전점수와 추후점수 간에도 낙관성 점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Z=-2.871, p < .01), 통제집단은 사전점수와 추후점수 간에 낙관성 점수가 3.31에

서 추후 3.1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Z=-1.060, p > .05). 변화량을

살펴본 결과 [그림 13]과 같다.

<표 32> 낙관성 비교 사전-추후

                         [그림 13] 낙관성 비교 사전-추후

구분
사전 사후

Z p
M SD M SD

낙관성

실험집단

(N=20)
3.30 .49 3.70 .50 -3.458 .001

통제집단

(N=20)
3.31 .56 3.17 .42 -1.195 .232

구분
사전 추후

Z p
M SD M SD

낙관성

실험집단

(N=20)
3.30 .49 3.62 .51 -2.871 .004

통제집단

(N=20)
3.31 .56 3.15 .40 -1.060 .289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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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은 사후점수와 프로그램 종료 4주 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Z=-1.295, p > .05)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제집단은 사후점수와 추후점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Z=-.158, p > .05). 변화량을 살펴본 결과 [그림 14]와 같다.

<표 33> 낙관성 비교 사후-추후

[그림 14] 낙관성 비교 사후-추후

따라서 행복증진 프로그램 참여가 중학생의 낙관성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낙관성을 지속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전, 사후, 추후 비교 그래프를 보

면 [그림 15]와 같다.

                   [그림 15] 낙관성 비교 사전-사후-추후

구분
사후 추후

Z p
M SD M SD

낙관성

실험집단
(N=20)

3.70 .50 3.62 .51 -1.295 .195

통제집단
(N=20)

3.17 .41 3.15 .40 -.158 .874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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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에 나타난 낙관성 효과 검증 결과에서 사전점수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을 비교해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실험집단의 낙관성 효과 검증에서 사전점

수보다 사후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4주 후 추후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사후점

수와 비슷한 결과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복증진 프로그램은 낙관성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

제집단의 낙관성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비해 행복의 의미를 이해하고 게

임, 감사일기, 성격강점 찾기, 긍정적 대인관계의 의사소통 훈련과 만다라 컬러링

등의 다양한 활동 경험이 실험집단의 낙관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4)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효과 검증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긍정정서 증진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은미

(2019)의 선행연구에 따른 분석방법을 참고하여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 추후의 점

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34>, <표 35>, <표 36>과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긍정정서의

실험집단은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참여 후에 긍정정서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Z=-3.927, p < .001), 통제집단은 프로그램 참여 전과 참여 후의

긍정정서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Z=-.886, p > .05).

부정정서의 실헙집단은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참여 후에 부정정서가 2.44에서

2.15로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Z=-1.738, p

> .05). 통제집단은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참여 후의 부정정서 점수가 높아졌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Z=-1.933, p > .05). 변화량을 살펴

본 결과 [그림 16]과 같다.

<표 34>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비교 사전-사후

구분
사전 사후

Z p
M SD M SD

긍정정서

실험집단

(N=20)
3.02 .747 3.73 .647 -3.927 .000

통제집단

(N=20)
2.98 .488 2.91 .444 -.886 .376



- 73 -

               [그림 16]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비교 사전-사후

긍정정서의 실험집단은 사전점수와 추후점수 간에도 긍정정서 점수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Z=-3.731, p < .001). 통계집단은 사전점수와 추후점수 간에도 긍정

정서 점수가 2.98에서 추후 3.1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Z=-1.365, p > .05). 부정정서의 실험집단은 사전점수와 추후점수 간에도

부정정서 점수가 2.44에서 2.21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Z=-1.484, p > .05). 그러나 통제집단은 사전점수와 추후점수

간에는 부정정서 점수가 2.72에서 추후 3.3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

로 나타났다(Z=-3.832, p < .001). 변화량을 살펴본 결과 [그림 17]과 같다.

<표 35>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비교 사전-추후

부정정서

실험집단

(N=20)
2.44 .684 2.15 .698 -1.738 .082

통제집단

(N=20)
2.72 .610 2.87 .584 -1.933 .053

구분
사전 추후

Z p
M SD M SD

긍정정서

실험집단

(N=20)
3.02 .747 3.63 .539 -3.731 .000

통제집단

(N=20)
2.98 .488 3.17 .292 -1.365 .172

부정정서

실험집단

(N=20)
2.44 .684 2.21 .630 -1.484 .138

통제집단

(N=20)
2.72 .610 3.39 .549 -3.832 .000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긍정정서 부정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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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비교 사전-추후

긍정정서의 실험집단은 사후점수와 프로그램 종료 4주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Z=-1.526, p > .05)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효과가 지속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제집단은 사후점수와 추후점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Z=-2.037, p < .05). 부정정서의 실험집단은 사후점수

와 프로그램 종료 4주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Z=-.600,

p > .05) 프로그램이 부정정서 감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다고 볼

수는 없다. 통제집단은 사후점수와 추후점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진 것

으로 나타났다(Z=-3.604, p < .001). 변화량을 살펴본 결과 [그림 18]과 같다.

<표 36>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비교 사후-추후

구분
사후 추후

Z p
M SD M SD

긍정정서

실험집단
(N=20)

3.73 .647 3.63 .539 -1.526 .127

통제집단
(N=20)

2.91 .444 3.17 .292 -2.037 .042

부정정서

실험집단
(N=20)

2.15 .698 2.21 .630 -.600 .549

통제집단
(N=20)

2.87 .584 3.39 .549 -3.604 .000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긍정정서 부정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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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비교 사후-추후

따라서 부정정서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긍정정서에서는 유의하게 나타

났으므로 행복증진 프로그램이 긍정정서를 더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

다.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의 사전, 사후, 추후 비교 그래프를 보면 [그림 19]와 같다.

          [그림 19]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비교 사전-사후-추후

[그림 19]에 나타난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의 효과검증 결과에서 긍정정서의 사전

점수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해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실험집단의 긍

정정서 검증에서 사전점수보다 사후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4주 후 추후검사

를 실시한 결과는 사후점수와 비슷한 결과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정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긍정정서 부정정서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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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사전점수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해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실험

집단의 부정정서 검증에서 사전점수보다 사후점수가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는 없었다. 4주 후 추후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사후점수와 비슷한 결과가 유

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복증진 프로그램은 긍정정서의 변

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정서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긍정정서에 큰 변

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비해 행복의 의미를 이해하고 게임, 감사일기, 성격강점

찾기, 긍정적 대인관계의 의사소통 훈련과 만다라 컬러링 등의 다양한 활동 경험이

실험집단의 긍정정서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5)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만다라 컬러링 효과 검증

본 척도는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공은미(2019)의 선행연구에 따른 분석방법을 참

고하여 행복증진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활동한 만다라 컬러링 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사전과 사후를 비교한 결과는 <표 37>과 같다.

<표 37> 만다라 컬러링 효과

실험집단에 대하여 프로그램 참여 전과 참여 후에 만다라 컬러링 점수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프로그램 참여 전 점수가 3.49에서 사후 3.8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것

으로 나타났다(Z=-3.533, p < .001 ). 따라서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한 만다라 컬러

링의 점수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다라 컬러링 사전, 사후비교 그래프를

보면 [그림 20]과 같다.

구분
사전 사후

Z p
M SD M SD

실험집단

(N=20)
3.49 .494 3.85 .448 -3.533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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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0] 만다라 컬러링 비교 사전-사후

[그림 20]에 나타난 실험집단의 만다라 컬러링의 효과검증 결과에서 사전점수보

다 사후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어 만다라 컬러링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몰입을 통해 자신의 내면 중심에서 나오는 힘을 얻고 색으로 감정

상태를 표현함으로써 긍정적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것에 기여한 것으로 여겨진

다.

  6) 질적 분석 결과

(1) 만족도 분석

본 행복증진 프로그램의 마지막 회기 종료 후 지난 10회기를 돌아보며 프로그램

에 관한 종합적인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기별 평가 점수는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으로 표기하였다. 참여자들의

설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 1회기 친구들과 함께하는 관계 형성을 통해 즐거움을 느

끼고 별칭 소개하기를 통해 낙관성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목표로 활동한 ‘행복한 만

남’에서 95%가 만족이었다. 2회기 감사일기를 통해 행복했던 경험을 떠올리고 만다

라 컬러링으로 몰입을 경험하여 행복감, 낙관성, 긍정정서, 자아존중감 향상을 목표

로 활동한 ‘행복은 나의 것’에서 95%가 만족이었다. 3회기 성격강점 카드를 활용해

자신의 성격강점을 발견하고 함께 하는 빙고 놀이를 통해 몰입과 삶의 의미를 알고

성취감을 키우는 자아존중감, 낙관성 긍정정서 향상을 목표로 활동한 ‘성격강점 찾

기’에서 100%가 만족이었다. 4회기 직업에 적합한 성격강점을 이해와 행복의 의미

에 대해 이해하고 만다라 컬러링 활동을 통해 몰입과 성취감을 경험하여 행복감,

자아존중감, 낙관성, 긍정정서 향상을 목표로 활동한 ‘내 꿈은 내가 만든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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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 만족이었다. 5회기 보드게임 놀이를 통해 화합하고 몰입과 성취감을 경험하

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함으로써 행복감, 자아존중감, 낙관성, 긍정정서 향상을

목표로 활동한 ‘소중한 나의 가족’에서 90%가 만족이었다. 6회기 친구와 함께한 소

중한 시간을 돌아보고 만다라 컬러링을 통해 갈등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몰입을 경

험하여 행복감, 긍정정서, 자아존중감, 낙관성 향상을 목표로 활동한 ‘내 인생의 친

구’에서 95%가 만족이었다. 7회기 다트 던지기를 통해 협동심과 성취, 몰입을 경험

하고 갈등 해결 방법 연습 과정에서 긍정정서와 행복을 경험하여 낙관성, 자아존중

감 향상을 목표로 활동한 ‘효과적인 대화와 갈등 해결’에서 85%가 만족이었다. 8회

기 친구를 칭찬하는 게임을 통해 긍정정서와 배려심을 키우고 자신의 단점이 장점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은 확인하며 행복감, 자아존중감, 낙관성 향상

을 목표로 활동한 ‘행복은 마음먹기 나름’에서는 100%가 만족이었다. 9회기 다트 게

임을 통해 기쁨과 희열을 경험하고 경쟁심과 함께 성취감을 알고 감사 편지쓰기 시

간을 통해 자신의 성장에 도움을 주신 분에 대한 고마움과 자신이 소중한 사람임을

확인하며 행복감, 긍정정서, 낙관성, 자아존중감 향상을 목표로의 활동한 ‘감사와 행

복’에서 100% 만족이었다. 10회기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돌아보고 나눔의 시간을 통

해 관계의 중요성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 알아가고 만다라 컬러링을 통해 몰입과 성

취감을 경험하며 행복감, 긍정정서, 자아존중감, 낙관성 향상에 목표로 활동한 ‘나는

행복한 사람’에서 95% 만족이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행복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는 평균 95% 이상 만족으로 모두 만족할 만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과제

활동으로 진행된 감사일기 쓰기(90%)와 만다라 컬러링(90%)은 행복증진 프로그램

내용으로 만족할 만한 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38>

과 같다.

<표 38> 만족도 분석 단위 명(%)

회기 주제 내용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됨

1 행복한 만남
프로그램 소개 및 별칭

정하기

0

(0.0)

0

(0.0)

1

(5.0)

3

(15.0)

16

(80.0)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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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참여자 소감

프로그램을 마친 후 소감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도 대부분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39>와 같다.

2 행복은 나의 것
감사일기 쓰기 방법

익히기

0

(0.0)

0

(0.0)

1

(5.0)

2

(10.0)

17

(85.0)
95.0

3 성격강점 찾기
성격강점 빙고 놀이

대표강점 발견

0

(0.0)

0

(0.0)

0

(0.0)

4

(20.0)

16

(80.0)
100.0

4
내 꿈은 내가

만든다

희망 직업에 적합한

성격강점 찾기

0

(0.0)

0

(0.0)

1

(5.0)

5

(25.0)

14

(70.0)
95.0

5
소중한 나의

가족

가족 나무 꾸미기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

나누기

0

(0.0)

0

(0.0)

2

(10.0)

4

(20.0)

14

(70.0)
90.0

6 내 인생의 친구

마인드맵 활동

친구에 대한 정의 및

경험 나누기

0

(0.0)

0

(0.0)

1

(5.0)

5

(25.0)

14

(70.0)
95.0

7
효과적인 대화와

갈등 해결

효과적인 의사소통

갈등 해결 5단계

실천하기

0

(0.0)

0

(0.0)

3

(15.0)

7

(35.0)

10

(50.0)
85.0.

8
행복은 마음먹기

나름

롤링 페이퍼 활동

친구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기

0

(0.0)

0

(0.0)

0

(0.0)

3

(15.0)

17

(85.0)
100.0

9 감사와 행복 감사편지 쓰기
0

(0.0)

0

(0.0)

0

(0.0)

2

(10.0)

18

(90.0)
100.0

10
나는 행복한

사람

행복증진 프로그램

돌아보기

0

(0.0)

0

(0.0)

1

(5.0)

3

(15.0)

16

(80.0)

95.0

과제

감사일기 쓰기
0

(0.0)

0

(0.0)

2

(10.0)

2

(10.0)

16

(80.0)
90.0

만다라 컬러링 활동
0

(0.0)

0

(0.0)

2

(10.0)

1

(5.0)

17

(85.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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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참여자 소감

순번 참여자 소감

1 A

나는 별칭을 회장님으로 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자신감이 생기고 정말

재미있었다. 또, 코로나로 집에만 있다가 친구들을 만나고 활동을 하면

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았다. 그리고 만다라 컬러링을 하면서

마음이 차분해 지는 것 같았고, 또! 다른 다양한 활동들이 참 좋았다.

2 B

그동안 나는 불만이 많았는데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해 보니까 요즘 짜증을 많이 안 낸 것 같아

바뀐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3 C
재미가 있었으니까~ 결석을 한 번도 안 하고 마치게 돼서 뿌듯하다. 마

친다고 하니까 슬프다. 다음에 또 신청을 하고 싶다.

4 D

중학교에 오니까~ 행복증진 프로그램도 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는데 마

친다고 하니 섭섭하다.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제일 기억

에 남는 것은 가족 나무 꾸미기인데, 맨날 짜증만 내는 아빠도 좋은 점

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5 E

보드게임, 빙고 게임, 활동들이 재미있었고 불만이 많았던 집안 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다. 고생만 하는 엄마한테 감사편지를 쓰고 나

니까 가슴이 좀 멍먹~ 했다. 암튼 좋은 시간이었다.

6 F

지금까지 한 프로그램을 돌아보니 감사일기를 쓰면서 감사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지 알았고 가족에 대해서도 좋은 감정이 생겼다. 참 좋은 경

험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7 G

할머니하고만 살면서 매일 짜증내고 고마운지 몰랐는데, 감사일기를 쓰

면서 할머니한테 감사한 일을 많이 찾아냈다. 할머니가 안 키워 주셨으

면 나는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마지막에 할머니한테 감사편지를 쓰면

서 눈물이 날 뻔했다. 그리고 만다라 컬러링 덕분에 집에서 심심하지 않

았고 색칠을 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다. 다음에 또 하고 싶다.

8 H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해서 짜증났는데 프로그램 때문에

학교에 나올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결석 안 하고 계속 나오게 된 것도

신기하고, 마친다고 하니까 아쉬운 생각이 든다.

9 I

프로그램 때문에 많이 떨렸지만 다른 애들이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발표도 했고, 보드게임 같은 거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게 되니까 짜증을

안 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상한 것도 시키네! 라고 생각했

던 감사일기도 술술 쓰게 되었고 집에 가서 만다라 컬러링 숙제를 하면

서 보내니까 심심하지 않아서 좋았다.

10 J

처음에 몇 번 나오고 빠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게임도 재

미있었고 내 단점을 친구들이 장점으로 고쳐줘서 신기하기도 하고 생각

을 잘하면 나도 장점이 많은 사람인 것을 알았다. 참참참!! 엄마하고만

살고 있지만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느꼈다.

11 K

얼짱이라는 별칭을 정할 때부터 참 재미있었다. 프로그램을 돌아보니까

이때까지 한 게 많은 것 같아서 뿌듯하고 안정된 것 같다. 또, 내가 좋

아하는 색칠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평화로워진 것 같다.

12 L 이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힘들게 할머니하고 집만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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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가

가끔 혼 내키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기로 했다. 마친다고 하

니까 슬프고 감사했다.

13 M

처음에는 소심해서 발표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용기를 내서 발표를 해봤고, 몇 번 해보니까 자연스러워졌다. 감사일기

를 쓰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처음 해

보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하고도 자연스러워졌고 재미있었

다.

14 N

요즘 집에만 있어서 우울했는데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서 아

주 유익하고 흥미로웠던 시간이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평소에 그냥 지

나쳤던 일들에 감사함을 느꼈고, 감사편지는 2명에게 썼다. 엄마, 언니

한테 불만이 많았는데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5 O
처음에 긴장했었는데 하다 보니 재미있고 즐거웠다. 이제 끝난다고 하니

많이 아쉽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했다.

16 P

내가 조용한 것 같아도 떠들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만 있어서 화병이 날려고 했는데, 학교에 와서 게임도 하고 발표도 하고

웃고 떠들고 노는 시간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았다. 또, 나

를 키워주신 할머니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감사편지를 쓰고 행복해

지는 것 같다.

17 Q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해서 처음에 부끄러웠는데 게임을 같이하고

발표도 하면서 많이 자신감이 생기고 친구도 생겨서 기쁘다. 평소에도

집에 가기 싫어서 복지실에서 많이 놀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

어서 정말 힘들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에 나와서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서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했다.

18 R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놀 수 있

어서 좋았다. 그리고 엄마, 언니, 동생 이렇게 가족들이 있어서 든든하다

는 것을 느꼈다. 엄마께 감사편지를 쓰면서 가슴이 뭉클했는데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19 S

친구가 없는 편이라 맨날 조용하게 있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며 놀아서 정말 즐거웠는데 벌써 끝나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

만 후회할 일이 없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0 T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목소리가 작은데,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내가 발

표를 하면 꼭! 선생님이 다시 말을 해서 더 부끄러웠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어 보니까~ 선생님이 다시 말을 안 해주셔서 훨

씬 좋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크게 발표를 했다. 처음 해보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서 재미있었다. 만다라 컬러링은 처음 해봤는데 은근히

집중되고 예쁘게 꾸며지니까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오랜만에 쓰는 편

지를 감사편지로 쓰게 되어서 더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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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찰일지 분석

본 연구는 행복증진 프로그램의 양적 검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한 회기 과정에 대한

내용을 녹음, 영상촬영, 소감문, 연구자의 회기별 관찰 내용을 토대로 질적 분석을 하였

다.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행복증진 프로그램 과정에서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나타난

변화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회기에는 서로를 탐색하며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소개

를 하였으며 규칙 정하기는 몸을 사리며 발표를 잘하지는 못하였으나 기대와 호기

심을 볼 수 있었다. 힛더햇 보드게임으로 웃음소리와 즐거움을 더하여 적당한 경쟁

심을 유도하였으며 성취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별칭을 정하고 이름표를 꾸미

는 과정에서 흥미롭게 참여하였으나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참여자도 있었

다. 별칭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 발표를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작은 소리로 발표

를 하여 전체에게 크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

감을 표현하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이에 대한 사진은 아래 [자료 1]과 같다.

                          [자료 1] 1회기 활동사진

2회기에는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를 통해 참여자들은 “피곤하지만 기대한다”. 라

는 표현을 하는 참여자들이 많았으며 표정이 대체로 밝았다. 감사 노트에 행복을

위한 10가지 실천법 중 5가지 이상 적는 참여자는 많지 않았으나 감사일기 쓰는 방

법을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감사에 대해 잘 생각이 안 난다,

길게 적기 힘들다, 많이 적어야 하나? 등 질문을 하여 하루에 2개이상 메모처럼 간

략하게 적을 것을 약속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감사함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재미있다

고 말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만다라 컬러링 활동을 통해 진지하게 몰입을 경험하

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자유롭게 색채 활동을 하는 동안 조용한 분위기를 참여자들

이 스스로 만들어 갔다. 이에 대한 사진은 아래 [자료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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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2회기 활동사진

3회기에는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성격강점 카드를 개인별로 배부하고 성격

강점 카드를 활용한 빙고 놀이를 통해 성격강점 이름을 쉽게 익혔다. 팀별 활동과

달리 성격강점 카드를 스스로 뒤집어야 하는 과정을 거치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 역동이 잘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성취하고자 하는 모습은 전체적으로 보였

다. 앞에 앉은 팀원과 발견카드 24장을 활용한 카드 버리기 활동을 통해 자신이 가

진 성격강점을 발견하는 과정은 매우 흥미 있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강점을

찾는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를 찾아내고 대표강점 활용에 대해 나누기하는 과

정이 긍정정서 키우기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사진은 아래

[자료 3]과 같다.

[자료 3] 3회기 활동사진

4회기에는 참여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활동이었다. 행복의 요소에 중요한 돈

을 많이 벌기 위한 직업에 관심이 많았다. 참여자들은 돈이 있으면 집과 필요한 것

을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부부싸움도 안 하고, 놀러 다닐 때 돈이 제일 필요해서 돈

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활용카드 24장을 활용해 직

업에 적합한 성격강점을 찾아내는 활동을 통한 결과는 교사, 상담사, 공무원, 사회복지

사 등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참여자가 많았다. 꿈 선언문을

작성하여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행복의 의미를 돈이 아니라도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만다라 컬러링 활동을 통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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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몰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사진은 아

래 [자료 4]와 같다.

[자료 4] 4회기 활동사진

5회기에는 의자 쌓기 보드게임 놀이를 통해 친밀감과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며 활기를

띄었다. 또한, 다른 팀과의 경쟁심을 보이며 성취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정서를 키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당연하게 생각하던 가족의 역할과 풍요롭지 못한 가정에 대한 불

만을 가족 나무 꾸미기 활동과 가족의 의미에 대한 나누기 활동을 통해 이해하고 소중

함을 알게 됨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가정의 불화가 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생

각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며 행복

에 대한 긍정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참여자가 많았다. 이에 대한 사진은 아래 [자

료 5]와 같다.

[자료 5] 5회기 활동사진

6회기에는 친구관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친구들과 좋았던 경험을 떠올려보고

친구에 대한 정의 찾아보기를 하면서 친구를 가족과 같은 존재, 피와 살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는 참여자와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하는 존재로 표현하는 참여자가 있었다. 마인

드맵 활동을 통해 다양한 색으로 뻗어 나가기를 하면서 흥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표현하

는 참여자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발표를 통해 사소하게 재미있었던 추억을 소환해서

이야기하는 참여자 사이로 끼어들어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고자 조급하게 이야기하는 참

여자의 모습도 보았으며 잠시 웅성거리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만다라 컬러링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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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스스로 대화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색채 활동을 하는 모습에서 심리적 안녕감

을 경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사진은 아래 [자료 6]과 같다.

[자료 6] 6회기 활동사진

7회기에는 다트 던지기 게임을 통해 상대 팀과 흥겨운 경쟁심을 유발하고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만들고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잘 던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참여자를 볼

수 있었다.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 운동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성취감을

느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 간의 친밀감이 형성되는 분위기였으나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익히기를 통해 타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말을 밖으

로 꺼내지 못하는 참여자들을 볼 수 있었다. 추임새를 넣으며 공감해주는 연습을 하면

서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강화하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었다. 갈등 해결 5단계 활동을 통

해 갈등 해결 방법을 연습하는 과정은 주로 가족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례를 적용하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며 반응하는 참여자들에게서 행복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사진은 아래 [자료 7]과 같다.

[자료 7] 7회기 활동사진

8회기에는 칭찬해 게임을 통해 어깨를 들썩이고 ‘감사합니다’ 를 외치며 상호작용하

면서 친밀감과 긍정정서를 키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롤링 페이퍼를 활용해 자신이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친구들이 장점으로 많은 양의 내용으로 바꾸어주는 활동을

통해 응원하고 격려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갔다.



- 86 -

친구의 장점을 그림으로 표현해 즐거움을 주는 참여자도 있었다. 만다라 컬러링 활동

을 통해 익숙하게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 몰입하고 색깔이 화사하게 변화되어 가

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사진은 아래 [자료 8]과 같다.

[자료 8] 8회기 활동사진

9회기에는 다트 게임을 다시 하자는 참여자들의 요청에 따라 시작된 다트 던지기는

팀별 대항으로 단합하면서 배려심을 키우고 적당한 경쟁심과 함께 역동을 일으키면서

체육대회를 하는 듯 열기를 불러일으켰다. 감사 편지쓰기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의 감사일기를 쓰면서 생각했던 감사해야 할 일이 많이 떠오른다는 말을 참여자들이 하

였다. 그동안 매일 싸우는 부모님이라 힘들었고, 부모님이 맞벌이하느라 늘 혼자 놀아야

해서 힘들었고, 돈이 없어 자기 방이 없다고 투덜거렸는데 돌이켜보니 엄마가 있고 아

빠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참여자가 있었다. 어머니께 감사편지를 쓰면서 마음이 먹먹해

진다고 울컥하는 참여자와 감사편지를 여러 명에게 적는 참여자도 있었다. 교육복지사

에게도 친절하게 사랑으로 지도해주시고 많은 지원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편지를 쓴

참여자가 2명이 있었다. 주로 가족에게 감사편지를 쓰면서 행복을 이해하는 참여자들의

변화를 지켜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뿌듯하였다. 이에 대한 사진은 아래 [자료 9]와 같

다.

[자료 9] 9회기 활동사진

10회기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그동안의 프로그램 진행 과정 나누기를 하며 아쉬워하고

서운해하는 참여자들이 많았으나 표정은 뿌듯해하고 만족해하며 마지막 회기까지 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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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 되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만 있어야 하는 방학 기간에 학교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것인지 몰랐다고 표현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는 참여자들이 많았으며

100% 출석률을 보였다. 만다라 컬러링 활동을 통해 행복해지는 순간을 스스로 만들어

가며 몰입하는 과정을 즐기게 된 참여자들에게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행복증진 프로그램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와 소감 나누기를 하고 전체적

인 프로그램을 종결하였다. 이에 대한 사진은 아래 [자료 10]과 같다.

[자료 10] 10회기 활동사진

본 프로그램은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을 대상으로 특성에 맞게 행복도와 자아존중

감, 낙관성, 긍정정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별칭 이름표를 꾸미는 과정에서 흥미를 느끼고 들뜬 분위기였다. 막상 자신

을 소개할 때 부담을 느끼고 작은 소리로 발표하는 참여자들로 인해 연구자가 전달

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전반적인 기대감을 컸다. 감사일기에 대한 부담감과 대상을

찾기 힘든 대상자들이 있었으나 진지한 분위기였으며 만다라 컬러링 활동을 통해

몰입을 경험하는 참여자들이 있었다.

둘째,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개인별 활동 도구를 배부하였다. 성격강점 카

드를 활용한 개인별 빙고 놀이를 통해 성격강점 이름을 쉽게 익히기는 하였으나,

팀별 활동과 달리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역동이 잘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성

취하고자 하는 모습은 전체적으로 보였다. 성격강점을 활용한 희망직업 찾기에서

참여자들은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갖고 싶다고 하였으나 활동을 통한 결과는 교사,

상담사,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인간관계형 직업을 선택하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행

복을 돈이 아닌 다른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

다. 만다라 컬러링을 통해 편안하게 몰입하는 참여자들이 있었다.

셋째, 보드게임 놀이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였으며 다른 팀과의 경쟁을 통해 성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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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끼고 긍정적인 정서를 키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가족의 역할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친구관계 개선을 위해 실시한 마인드맵 활동이 흥미를 유발하였다.

만다라 컬러링 활동을 통해 자유롭게 색채 활동을 하는 모습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경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넷째, 다트 던지기 게임을 통해 운동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성취감을

느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익히기를 통해 추임새

를 넣으며 공감해주고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강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갈등 해결

방법을 연습하는 과정은 주로 가족 간에 일어나는 갈등 사례를 적용하여 지혜롭게 해결

하는 방법을 익히며 반응하는 참여자들에게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롤링 페이퍼를

활용해 자신이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친구들이 장점으로 바꾸어주는 활동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만다라 컬러링 활동을 통

해 몰입하고 색깔이 화사하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섯째, 다트 게임을 다시 하자는 참여자들의 요청에 따라 체육대회를 하는 듯 열기

를 불러일으켰다. 감사 편지쓰기 활동을 통해 감사일기를 쓰면서 생각했던 감사해야 할

일이 많이 떠오른다고 하며 감사편지를 여러 명에게 적는 참여자도 있었다. 주로 가족

에게 감사편지를 쓰면서 행복을 이해하는 참여자들의 변화를 지켜볼 수 있었다. 프로그

램 진행 과정 나누기를 하며 아쉬워하고 서운해 하는 참여자들이 많았으나 표정은 뿌듯

해하고 만족해하며 마지막 회기까지 잘 마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활동을 제공

함으로써 행복도, 자아존중감, 낙관성, 긍정정서를 증진시키고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

으로 보인다. 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참여자들 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공감하였고 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로써 본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질적으로 그 효과성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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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행복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과정에서 행복에 관한 긍정심리학 이해

를 기초로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에 대한 준거 틀로 제

시된 행복을 기반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하였으며 그들의 관점에서 나온

응답을 토대로 행복요인을 도출하였다. 결과를 바탕으로 김창대 등(2011)의 프로그램

개발모형을 사용하여 목표 수립, 프로그램 구성, 예비 프로그램 실시 및 수정, 프로그램

실시 및 평가를 하였다. 제작된 프로그램에 대해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과 프로그램 실

행 과정의 내용 및 통계 분석을 통해 처치 및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본 장에서는 자료

수집 방법 중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방식을 사용하여 도출한 행복요인에 대한 프로그

램 개발과 평가를 통한 효과성을 논의하고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행복요인

이 연구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U시 소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점중학교 5곳의 교육복지대상 학생 총 50명(여: 34명, 남: 16명)

을 6~7명으로 8개의 그룹을 구성하고 연구 참여자선정, 질문지 작성 및 수정, 그룹 인터

뷰 사전준비,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 분석으로 연구절차에 따라 심층 인터뷰(FGI)를

실시하고 행복 관련 항목을 추출하였다.

행복에 대한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첫째, ‘평소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에 대한 질문

을 통해 1순위 친구하고 놀 때(20명), 2순위 가족이 화목할 때(17명), 3순위 맛있는 음식

먹을 때(14명) 순으로 응답을 하였다.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이 생각하는 행복은 관계적 측

면에서 친구관계가 좋으면 학교생활이 즐겁고, 가족관계가 좋으면 가족이 화목하다는 것

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을 통해 1순위 돈(36명), 2순위 친구(22명), 3순위 가족(14명)으로 응답을 하였다. 교

육복지대상 중학생은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신의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한 환

경에서 상실감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돈이 행복의 필요조건 1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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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행복에 가족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게 나타난 것은 부모

의 낮은 경제력이 스트레스와 함께 심리적인 불안을 유발하고 문제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행복한 사람의 특징’에 대한 질문을 통해 1순위 밝은 웃음

(21명), 2순위 긍정적인 마음(19명), 3순위 자신감(10명)으로 응답하였다.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은 행복할수록 밝은 표정을 짓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

지고 소통하는 당당한 사람이라고 인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행복에 대한 코딩 빈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친구로 나타났는데 친구는 고민을 털

어놓고 비밀을 공유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두 번째가 돈으로 나타남으로써 소득수준이 열악한 가정의 교육복지대

상 중학생에게는 용돈이 가족의 수익과 관련되어 가족 배경이라 볼 수 있다. 돈 때

문에 일어나는 부모 간 갈등을 지켜보며 행복이 곧 돈이고 행복에 대한 필수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가족으로 가족 간의 친밀도와 응집력을 가지고 있어 행복의

필수 요소가 된 것으로 보여 가족은 심리 및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며 행복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복요인의 최종범주별 코딩 수와 백분율을 보면 1순위로 친구, 가족 및 인간관계

(27.04%)에 대해 가장 많이 거론하였다. 다음으로 2순위 여가생활(19.90%), 3순위 타인

및 자신의 인정(14.79%)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가족 간의 애정보다 우정이 더 중요

한 시기이므로 평소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태도에 영향을 받고 인

간관계의 유연성과 사회성을 배운다. 또한, 가정은 최초의 사회집단으로서 가족이

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여가생활을 거론하였는데, 교육복지대상 중학생 중에는 핸드폰과 TV, 컴퓨터의 사용이

늘어 여가생활로 지각하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가 타인 및 자신의 인정으로 칭찬과 관심

을 받음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돈에 대

한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와 최종범주별 코딩 수와 백분율을 비교해보면 전기숙(2016)의 일반계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순위 친구, 가족 및 인간관계(30.00%), 2순위에 여가생활

(20.00%)로 거론하여 교육복지대상 중학생과 같은 순위로 나타났다. 이들에게도 친구 및

가족이 삶에서 중요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과 스트레스 해소 및 학업 생활의

조화를 위해 여가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은 3

순위가 타인 및 자신의 인정(14.79%)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은 3순위로 성적 및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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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인 이들이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학업에 대한 열

정을 거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자신의 삶에 중요한 가치관 형성과 진로 설계를 위한 준

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은 학습 습관의 어려움과

흥미 부족 등의 이유로 성적 및 성취(1.02%)가 7순위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

가 성장함에 따라 성숙해지는 단계인 고등학생은 6순위인 경제력(8.46%)에 대한 행복지수

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교육복지 대상 중학생의 행복요인은 평소 친구와의 관계를 통

해 자신의 가치관과 태도에 영향을 받고 가족의 경제력이 실제로 인간관계의 유연성

과 사회성을 배우는 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때문에 Seligman(2011)의 긍정심리학 행복 핵심 요소 5가지의 긍정정서, 몰입, 관계,

의미, 성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행복을 구성하는 요인

중 경제력은 개인적 특성을 변화시키기에는 불가능한 요소이다. 즉 심리적으로 경험하

는 경제적인 격차를 최소화하고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키워 균형 잡힌 행복

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척도나 이론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고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직접

적인 반응을 토대로 행복요인을 탐색하고 도출하였다. 따라서 기존 실시하는 척도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생리적인 욕구가 포함되어 보다 다면적인 요인을 반영할 수 있었으며

돈(경제력), 취미(여가생활)의 코딩 수가 높게 나타나 이후의 청소년 행복요인에 관한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행복증진 프로그램 개발

위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김창대 등(2011), 김창대(2002)의 상담 프로그램 모

형을 토대로 단계인 기획, 구성, 실시, 평가의 순서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을 실시하되

각 개발의 하위단계에 개발모형의 요소를 추가 및 재구성하여 적용하였다. 이를 간

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는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이 지각하는 행복한 삶은 무엇인지

직접 요인을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에 필

요성을 느꼈다. 이에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교육복지대상 중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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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면담을 통해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헌 연구 및 선행연구 프로그램을 검토 후

프로그램 가설적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행복증진을 목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발달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

여 연구 1에서 실시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

다. 프로그램은 교육복지라는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10

명 내외의 소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내용 구성 시 개별적인 생각

이나 느낌을 정리하기 좋은 반 구조화된 형태의 학습지를 활용하였다. 또한 활동 요소

를 추출한 후 회기별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는 활동 및 내용을 선정하

여 조직하였다. 프로그램 구성단계에서는 선행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토

대로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기법을 추출하거나 새로이 구성하

여 초안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10명 내외의 소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상담으로

전체 회기는 10회기(45분)로 구성하였으며, 2회기(90분) 씩 연이어 실시할 수 있도록 조

직하였다.

예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안면 타당도 검증을 위해 5인의 전문가에게 본 프로그램

의 회기별 단위 활동이 프로그램 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예비 프로그램은 교육복지대상 중점중학교 3학년 6명을 대상으

로 실시하고 참여자의 소감을 근거로 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에 최종 행복증진 프

로그램을 확정하고 U광역시 소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점학교로 실험집단 U중학교

20명과 통제집단 M중학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3단계로 구분하여

첫 번째 단계는 ‘행복의 의미 알기’(1~2회기), 두 번째 단계는 ‘행복요인 찾기’(3~6회기),

세 번째 단계 ‘행복 만들기’(7~10회기)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종합하면 행복증진 프로그램은 연구1에서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포커스 그룹 인

터뷰(FGI)를 통해 행복에 관련된 요인을 도출하고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프로그램을 선정한 후 예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예비 프로그램 참여자의 평가와

전문가 자문을 지원받아 Seligman의 행복이론 5가지 핵심요소 ‘긍정정서, 몰입, 관계,

의미, 성취’를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자

아존중감과 낙관성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키워 가족관계, 친구관계 개선에 대해

마음을 문을 열 수 있도록 게임, 감사일기, 성격강점 찾기, 만다라 컬러링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하여 최종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이와 같이 개발된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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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 비모수적 방법으로 맨휘트니 U검정(Mann-Whitney U)을 실시하여 동질

성이 확보된 U광역시 소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점학교인 U중학교와 M중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육복지대상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행복도, 자아존중감, 낙관성, 긍정정서에

미치는 효과를 입증하였다. 이는 가족학 분야에서 연구가 잘되지 않았던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3) 행복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프로그램 평가단계에서는 검사지 반응 분석의 양적 평가와 연구 참여자의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참여자 소감, 연구자의 관찰을 통한 질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소규모 표본

분석에 적합한 비모수적 방법으로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s signed-ranks test)

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통한 척도의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프로그램의 효과

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사전검사와 추후검사, 사후검

사와 추후검사의 평균점수를 비교하였다. 또한,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행복증진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포함된 만다라 컬러링 활동에 대한 효과 확인을 위해 프로그램 사전과 사

후에 만다라 컬러링 척도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행복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행복도가 통제집

단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 유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복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되었으

며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 유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행복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낙관성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프로그램이 끝

난 후에도 지속적 유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행복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

단의 부정정서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긍정정서에서는 통제집단에 비해 유

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 유지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행복증진 프로그램이 긍정정서를 더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그리고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한 만다라 컬러링의 점수 향

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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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의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에서 평균 95%이상 만족으로 모두 만족할 만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과제 활동으로 진행된 감사일기와 만다라 컬러링은 평균

90%의 효과를 보였다. 참여자 소감, 연구자의 관찰을 통한 질적 평가에서도 연구 참여

자들은 행복증진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높은 만족도와 효과를 보였다. 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참여자들 간 친밀한 관계 형성과 공통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함으로

써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결과를 종합하면 연구 1에서 실시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

2에서 교육복지라는 특별한 경험을 공유한 참여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행복증

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행복도, 자아존중감, 낙관성, 긍정정서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추론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의 필요성과 감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였다. 이는 긍정정서에 대한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폭넓은 대상에게 감사 표현하기 활동을 통해 매일 삶 속에서 감사할 거

리를 찾아보고 직접 실천해 봄으로써 행복도 및 자아존중감, 낙관성, 긍정정서를 키워가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성격강점을 활용해 자신을 탐색하고 긍정적인 자신을 찾아내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성격강점 찾기를 통해 대표강점의 덕목을 이해하면서 돈에 집착하던 자신을 발견하고 버리

는 작업을 통해 행복도 및 자아존중감, 낙관성, 긍정정서를 키워가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

인다.

셋째, 가족과 친구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사랑을 표현하였다. 가족 나무 꾸미기를 통해 가

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 간 불통이 돈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란 생각에서 벗어나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통하면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

구와의 좋았던 기억을 떠올려 즐거움을 표현해 보는 활동이 행복도 및 자아존중감, 낙관성,

긍정정서를 키워가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넷째, 갈등의 해결 방법으로 의사소통 기술을 익히는 과정으로 가족 및 친구관계에서 갈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치지 않고 소통하는 힘과 긍정정서 키우기, 그리고 감사 편지

쓰기를 통해 자신이 성장하기까지 도움이 되어준 사람 떠올려보기 활동이 행복도 및 자아존

중감, 낙관성, 긍정정서를 키워가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만다라 컬러링 활동으로 불안한 감정이나 갈등을 밖으로 발산하는 연습을 통

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색칠에 집중함으로써 몰입과 성취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보드게임을 통해 재미있는 경험을 공유하고 규칙과 문제해결 능력에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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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취감을 경험하였으며 협동심과 관계의 중요성 알기의 활동 과정을 통해 행복감, 자아

존중감, 낙관성, 긍정정서도 함께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1에서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

고 직접 행복요인을 도출함으로써 가족을 둘러싼 외부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척도지나 참고문헌을 통한 이론적 지식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

라 직접 적인 참여자들의 반응을 반영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코로나 19가 장

기화 되면서 연구 참여자들의 학교에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었기 때

문에 더욱 가치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행복요인에 관한 연구의 기초 자

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연구 2에서 프로그램 구성 내용에 있어 복지대상 학생들의 행복에 대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구성하였기 때문에, 긍정적 정서와 대인관계의 의사소통 훈련과 상호작용

을 통해 자아존중감, 낙관성 향상, 성격강점 강화 훈련을 통한 행복요인 탐색과 긍정정

서 향상이 의미있게 나타났다. 따라서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의 가치가 있다.

셋째,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드게임과 만다라 컬러링 활동을 통해 긍정정서,

몰입, 관계, 의미, 성취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행복의 참 의미를 알아가게 될 것으로 기

대된다. 즉 프로그램은 재미있고, 적절한 긴장감과 철학을 함께 녹여내는 개발인 점을

제공하고 있다.

2. 제언

이 연구를 진행하며 도출한 연구 논의와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으로 향후 일반 중학생

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이나, 프로그램 구성에서 다양한 연령

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직접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진행하

였다. 연구자가 직접 진행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매뉴얼에 따라 충실히 진행하였지만, 친

분이 있는 참여자들의 활동을 유리한 방향으로 개입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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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후 연구에서는 친분이 없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

다.

넷째,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실험집단의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통제집단에게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약속하였

으나,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 전환 및 외부 강사 출입 제한 등의 이

유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추후 코로나 19가 안정세로 접어들었을 때 프로그램을 실시하

여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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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참여에 관한 설명문 및 참여동의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 (FGI) 연구 참여에 관한 설명문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에서 가족학을 전공, 박사과정에

서 공부하고 있으며 00중학교에서 교육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경옥이라고 합

니다.

본 연구는 중학생들이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순간순간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만, 각자 원하는 행복의 모습이 동일하지 않고, 생활 여건에서 무엇을 얼마나 갈

망하느냐에 따라 경험하는 행복과 불행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연 행

복한 삶은 무엇인지 직접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행복요인을 찾아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교육복지대상 중학생 행복요인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알려드리며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감정을 진솔하게 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연구에 기꺼이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답변은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개인의 정보와 비밀사항은 엄격히 보호되

며, 학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약속드립니다.

- 연구과제명: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행복요인과 행복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지도교수: 정민자(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 연 구 자: 이경옥(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가족학전공)

- 연 락 처: lovelkoo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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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그룹 인터뷰 (FGI) 연구 참여동의서

  본 연구에 대한 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1.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2. 나에 대한 신상 정보는 연구자와 감독 교수만이 열람하며,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내가 제공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연구물에서는 익명을 보장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 과정 중 녹음이 실시되고 자료가 분석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연구 과정에서 나누었던 모든 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절대 비밀을 유지

할 것에 동의합니다.

연구 참여자 (서명) 날짜 (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서명) 날짜 ( 년 월 일)

(필요시) 연구 대상자와의 관계:

연구자 (서명) 날짜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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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여에 관한 설명문 및 동의서〔예비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에서 가족학을 전공, 박사과정에

서 공부하고 있으며 00중학교에서 교육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경옥이라고 합

니다.

본 연구는 중학생들이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순간순간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만, 각자 원하는 행복의 모습이 동일하지 않고, 생활 여건에서 무엇을 얼마나 갈

망하느냐에 따라 경험하는 행복과 불행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020년 10월 교육복지대상 중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를 진행하였으며 직접 조사하여 나온 응답을 토대로 행복요인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만들기에 앞서 예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합니다.

본 연구로 인해 얻은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연구

물에서는 익명을 보장합니다. 본 연구 참여 중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

할 수 있고, 연구 참여 중단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예비 프로그램에 기꺼이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도교수: 정민자(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 연 구 자: 이경옥(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가족학전공)

- 연 락 처: lovelkooo@hanmail.net

본인은 위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였으며 예비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합니다.

연구 참여자 (서명) 날짜 (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서명) 날짜 ( 년 월 일)

(필요시) 연구 대상자와의 관계:

연구자 (서명) 날짜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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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증진 프로그램 연구 참여에 관한 설명문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에서 가족학을 전공, 박사과정에

서 공부하고 있으며 00중학교에서 교육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경옥이라고 합

니다.

본 연구는 중학생들이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순간순간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만, 각자 원하는 행복의 모습이 동일하지 않고, 생활 여건에서 무엇을 얼마나 갈

망하느냐에 따라 경험하는 행복과 불행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 프로그램은 교육복지대상 중학생 중 참가에 동의 한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20명의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가 개발한 행복증진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겨울

방학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겨울방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20명의 참

여자는 3~4월 방과 후 수업시간을 이용해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1회기 진행시간은 45

분이며 2회기씩 5회에 걸쳐 총 10회기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진행은

연구자가 직접 실시합니다.

제 연구에 기꺼이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답변은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개인의 정보와 비밀사항은 엄격히 보호되

며, 학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약속드립니다.

- 연구과제명: 교육복지대상 중학생의 행복요인과 행복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지도교수: 정민자(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 연 구 자: 이경옥(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가족학전공)

- 연 락 처: lovelkoo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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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증진 프로그램 참여동의서

  본 연구에 대한 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1.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2. 나에 대한 신상 정보는 연구자와 감독 교수만이 열람하며,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내가 제공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연구물에서는 익명을 보장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 과정 중 녹음이 실시되고 자료가 분석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연구 과정에서 나누었던 모든 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절대 비밀을 유지

할 것에 동의합니다.

연구 참여자 (서명) 날짜 (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서명) 날짜 ( 년 월 일)

(필요시) 연구 대상자와의 관계:

연구자 (서명) 날짜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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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

                         일반적 질문

* 다음은 여러분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나의 성별은 ( )입니다

➀여자 ➁남자

2. 나의 나이는 ( 세)입니다.

3. 나의 성적은 (좋음, 중간, 나쁨)입니다.

4. 나와 동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 모, 형제, 자매, 조모)입니다. (기타: )

5. 나의 출생순위는 ( 째)입니다.

6. 나의 가정의 경제생활 정도는 (좋음, 중간, 나쁨)입니다.

7. 나의 가족과의 관계는 (좋음, 중간, 나쁨)입니다.

8. 나의 친구와의 관계는 (좋음, 중간, 나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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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사전·사후·추후 검사지

행복도

* 다음은 개인적인 행복과 관련된 문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한 주 동안 느낀 바를 가장 잘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1~4 사이의 숫자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1)

약간

그렇

다

(2)

상당

히

그렇

다

(3)

매우

그렇

다

(4)

1 나는 행복하다.

2 나는 미래에 낙관적이다.
3 나는 내 인생의 많은 부분에 대해 만족한다.

4. 나는 내 인생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느낀다.
5 나는 내 인생에서 상당한 보람을 느낀다.

6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한다.
7 나는주변에서일어나는일들에대해상당한영향력을지니고있다.

8 산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9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흥미를 느낀다.

10 나는 대부분의 결정을 쉽게 잘 할 수 있다.
11 나는 일들을 잘 해내는 편이다.

12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편이다.
13 나는 활기에 차 있다.

14 나는 많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15 나는 정신적으로 항상 맑게 깨어있는 편이다.

16 나는 건강하다고 느낀다.
17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정을 지니고 있다.

18 나는 과거에 대한 행복한 기억들을 많이 지니고 있다.
19 나는 종종 쾌활하고 즐거운 기분이 느낀다.

20 나는 내가 원했던 것들을 해냈다.
21 나는 내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있다.

22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재미있는 일들을 자주 경험한다.
23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유쾌하게 해주는 편이다.

24 내인생의의미와목적에대해서분명한인식을지니고있다.
25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몰입하여 전념하는 편이다.

26 나는 세상이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27 나는 잘 웃는다.

28 나의 외모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29 나에게는 대부분의 일들이 흥미롭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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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존중감

* 다음은 개인적인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문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한 주 동안 느낀 바를 가장 잘 나타내는 정도

에 따라 1~5 사이의 숫자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내가다른사람들처럼가치있는사람이라고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좋은 성품(자질)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랑할 것(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나자신에대하여긍정적인태도를가지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 자신을 좀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가끔나자신이쓸모없는사람이라는느낌이든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유능하지 못한)사

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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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성

* 다음은 개인적인 낙관성과 관련된 문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하

여 귀하가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한 주 동안 느낀 바를 가장 잘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1~5 사이의 숫자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아니

다

그저

그렇

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를 때, 나는 일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쉽게 긴장을 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게나쁜일이일어날것같을때에는결국나쁜일이일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하여 늘 낙관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친구들과 재미있게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에게는 바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일이내뜻대로되리라고는거의기대하지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쉽게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게좋은일이생길것이라고는거의기대하지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전반적으로 내게는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

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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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 다음은 여러분의 긍정정서 경험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최근 3주 동안 아래의

단어들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가장 잘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1~5 사이의 숫자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전혀

느낀적

이없다

약간

느꼈

다

보통

이다

많이

느꼈다

매우

많이

느꼈다

1 즐거움 ➀ ➁ ➂ ➃ ➄
2 화를 잘냄 ➀ ➁ ➂ ➃ ➄
3 괴로움 ➀ ➁ ➂ ➃ ➄
4 맑은정신 ➀ ➁ ➂ ➃ ➄
5 신이남 ➀ ➁ ➂ ➃ ➄
6 부끄러움 ➀ ➁ ➂ ➃ ➄
7 분노를 느낌 ➀ ➁ ➂ ➃ ➄
8 의욕이 넘침 ➀ ➁ ➂ ➃ ➄
9 확신에 참 ➀ ➁ ➂ ➃ ➄
10 신경질적임 ➀ ➁ ➂ ➃ ➄
11 죄책감 ➀ ➁ ➂ ➃ ➄
12 자신감 ➀ ➁ ➂ ➃ ➄
13 겁이남 ➀ ➁ ➂ ➃ ➄
14 상냥함 ➀ ➁ ➂ ➃ ➄
15 혼란스러움 ➀ ➁ ➂ ➃ ➄
16 초조함 ➀ ➁ ➂ ➃ ➄
17 열정적임 ➀ ➁ ➂ ➃ ➄
18 활기참 ➀ ➁ ➂ ➃ ➄
19 자랑스러움 ➀ ➁ ➂ ➃ ➄
20 두려움 ➀ ➁ ➂ ➃ 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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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라 컬러링 효과

* 다음은 여러분의 만다라 컬러링 효과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가장 잘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1~5 사이의 숫자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항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않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나에게 집중한다. ➀ ➁ ➂ ➃ ➄
2 나는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 ➀ ➁ ➂ ➃ ➄
3 나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4 나는 집중력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5 나는 마음이 차분하다. ➀ ➁ ➂ ➃ ➄
6 나는 색깔에 대한 미적 감각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7 나는 형태의 인지력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8 나는 관찰력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9 나는 자아가 뚜렷하다 ➀ ➁ ➂ ➃ ➄
10 나는 나의 마음에 중심을 가지고 있다. ➀ ➁ ➂ ➃ ➄
11 나는 감정조절 능력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12 나는 창의적이다. ➀ ➁ ➂ ➃ ➄
13 나는 내적 에너지가 있다. ➀ ➁ ➂ ➃ ➄
14 나는 내적 통합력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15 나는 감정과 정신상태가 균형잡혀 있다. ➀ ➁ ➂ ➃ ➄
16 나는 항상 즐거움을 느낀다. ➀ ➁ ➂ ➃ ➄
17 나는 항상 활기차다. ➀ ➁ ➂ ➃ ➄
18 나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➀ ➁ ➂ ➃ ➄
19 나는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➀ ➁ ➂ ➃ ➄
20 나는 긍정적이다. ➀ ➁ ➂ ➃ ➄
21 나는 수용성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22 나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➀ ➁ ➂ ➃ ➄
23 나는 소통능력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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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행복증진 프로그램 지도안

1회기 행복한 만남

활동목표
- 프로그램 이해 돕기

- 자기소개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

과정 활동 내용 자료

도입

◆ 선생님 소개 및 프로그램 목적과 내용 소개

행복증진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 규칙 정하고 서약서 작성하기

1.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친구의 생각을 존중하며 듣는다.

2. 내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말한다.

3. 활동 중에 장난치거나 싸우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 름 표 ,

색 연 필 ,

매직, 크

레 파 스 ,

필기도구

보드게임

전개

◆ 보드게임 놀이

- 자발적 참여로 동기유발을 촉진하고 친밀감과 배려심을 키우

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보드게임 놀이를 한다.

◆ 별칭으로 자기소개

- 별칭을 부르기 쉽고 계속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나 성

격, 행동, 좋아하는 것 등을 살려 꼭 듣고 싶은 말로 짓는다.

- 별칭에 대한 의미나 이유를 넣어 자신을 소개 한다.

마무리

- 활동에 대한 소감 나누기

- 활동내용을 정리해주고 다음 활동 안내하기

- 긍정단어 생각해 보기

유의사항
-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친구관계에서 비난, 놀림, 폭언을 하

지 않도록 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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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기 행복은 나의 것

활동목표

- 자기 탐색을 통해 자신의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을 발견하

고 수용하기

- 주관적 행복의 의미를 이해하고 감사일기 작성법을 익히기

과정 활동 내용 자료

도입
◆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

- 팀원이 돌아가면서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

감정카드

이 름 표 ,

활 동 지 ,

필기도구,

색연필등,

감사노트
전개

◆ 감사 노트에 행복을 위한 10가지 실천법 적어보기

1. 나에게 하루에 한 가지씩 선물을 준다.

2. 아무도 모르게 좋은 일을 한다.

3. 남에게 하루에 한 번 친절한 행동을 한다.

4. 하루 한 번씩 거울을 보고 크게 소리내어 웃는다.

5.

6.

7.

8.

9.

10.

◆ 감사일기 쓰기

행복의 의미를 이해하고 감사일기 쓰는 방법 익히기

-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오늘 여기 모여 함께 웃어주는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 오늘 칭찬을 해주신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 만다라 컬러링 활동

- 만다라 컬러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고 불안과 갈등

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유

롭게 색채 활동을 한다.

◆ 긍정단어 적어보기 (3개)

마무리

- 활동에 대한 소감 나누기

- 감사일기장을 빠짐없이 작성하는 사람에게 누적된 도장 개수

에 따라 상품이 지급될 것임을 공지

유의사항 감사 노트를 분실하지 않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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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기 성격강점 찾기

활동목표
24가지 성격강점에 관심을 가지고 성격강점 이름을 알고 자신의 대표강점 발견을

통해 흥미 이끌어 내기

과정 활동 내용 자료

도입
◆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

- 팀원이 돌아가면서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

감정카드

이 름 표 ,

활 동 지 ,

필기도구,

성격강점

카드

전개

◆ 성격강점 카드를 활용한 성격강점 빙고 놀이

- 성격강점 카드를 개인 1세트씩 나누어 준다.

- 발견카드 24장과 활용카드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카드 1장, 총 25장

카드를 갖고 테이블 위에 가로5칸, 세로5줄씩 발견카드를 무작위로

놓아 빙고판을 만든다.

- 빙고 중앙 칸(가로3칸, 세로3줄의 위치)에 가장 마음에 드는 활용카드

한 장을 골라 놓는다.

- 진행자가 활용카드 중에서 무작위로 카드를 뽑아서 부른 성격강점 카

드와 같은 카드가 나오면 그 카드를 뒤집어 놓는다(빙고 중앙의 활용

카드는 같은 이름의 발견카드가 불릴 때 그 발견카드와 함께 뒤집어

놓는다).

- 3줄 빙고가 완성되면 큰 소리로 ‘빙고’라고 외친다.

◆ 성격강점 카드를 활용한 자신의 대표강점 발견

- 두 사람이 짝이 되어 한사람이 먼저 24개 활용카드를 하나씩

설명하고 상대방은 설명하는 카드의 성격강점이 자신과 일치

하다고 생각이들면 ‘예’라고 답하고 남기고, 일치하지 않으면‘아

니오’라고 답하고 버리는 활동을 하며 3개 대표강점을 선별한

다. (역할 바꾸기)

- 자신을 잘 설명하는 카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 자신이 생각하는 1순위 대표강점을 소개하고 선택한 이유를

설명한다.

- 대표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나누기한다.

마무리
- 활동에 대한 소감 나누기

- 감사일기 쓰기 과제 안내

유의사항
구성원들이 강점 단어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강점이 생활

에서 활용되고 있는 예시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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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기 내 꿈은 내가 만든다

활동목표 자신의 희망 직업을 정하고 직업에 필요한 성격강점을 이해

과정 활동 내용 자료

도입
◆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

- 팀원이 돌아가면서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

감정카드

이 름 표 ,

활 동 지 ,

필기도구,

성격강점

카드, 감

사노트

전개

◆ 성격강점 카드를 활용한 희망 직업에 적합한 성격강점 찾기

- 개인별 발견카드 24장을 무작위로 섞어서 그림이 보이지 않게

테이블에 뒤집어 쌓아놓는다.

- 순서를 정하고 카드를 3장씩을 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

주고 친구들은 이 세가지 성격강점에 어울릴 것 같은 직업을

이유와 함께 선착순으로 3명 발표하기를 한다.

- 같은 방법으로 지난 시간 자신이 찾은 대표강점 3개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친구들은 5초내에 연관성있는 직업

을 생각하고 크게 외친다.

- 친구들이 찾아준 직업중 자신의 희망직업에 가까운 것이 있으

면 발표해본다.

◆ 꿈 선언문 작성

-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을 꿈 선언문에 적는다.

-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될 점을 발표한다.

◆ 만다라 컬러링 활동

- 만다라 컬러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고 불안과 갈등에

서 벗어날 수 있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유롭게

색채 활동을 한다.

◆ 긍정단어 적어보기 (3개)

마무리
- 성격강점을 직업과 연관 지어 이해하기 활동 소감나누기

- 감사일기 쓰기 과제 안내

유의사항 집단 원이 자유롭게 생각과 느낌을 나눌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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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기 소중한 나의 가족

활동목표 가족과 함께했던 경험을 통해 가족을 이해하고 소중함 알기

과정 활동 내용 자료

도입
◆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

- 팀원이 돌아가면서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

감정카드

이 름 표 ,

활 동 지 ,

필기도구,

보드게임,

감사노트

전개

◆ 보드게임 놀이

- 자발적 참여로 동기유발을 촉진하고 친밀감과 배려심을 키우

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보드게임 놀이를 한다.

◆ 가족 나무 꾸미기

- 나무 그림에 가족의 열매와 잎을 그리고 꾸미기를 한다.

- 가족의 강점을 찾아 적어본다.

- 꾸며진 가족 나무를 소개한다.

◆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나누기

- 나에게 가족이란?

- 만약에 가족이 없이 혼자 남겨졌다면?

- 부모님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마무리
- 활동에 대한 소감 나누기

- 감사일기 쓰기 과제 안내

유의사항 장난으로 활동하지 않도록 주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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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기 내 인생의 친구

활동목표 친구들과의 경험을 돌아보고 친구의 의미와 소중함 알기

과정 활동 내용 자료

도입
◆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

- 팀원이 돌아가면서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

감정카드

이 름 표 ,

활 동 지 ,

필기도구,

감사노트
전개

◆ 내 인생의 친구

친구란? 이다!

왜냐하면 하니까.

- 친구에 대한 정의를 모둠원이 함께 협동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적고 팀별로 돌아가면서 발표하는데 똑같은 정의를 대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얘기하지 못하면 탈락하고 계속 진행한다.

◆ 마인드맵 활동

- 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겼던 경험 나누기

* 가장 웃겼던 사건

* 가장 행복했던 순간

* 가장 슬프거나 감동했던 일

◆ 만다라 컬러링 활동

- 만다라 컬러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고 불안과 갈등

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유

롭게 색채 활동을 한다.

◆ 긍정단어 적어보기 (3개)

마무리
- 활동에 대한 소감 나누기

- 감사일기 쓰기 과제 안내

유의사항
서로 도와가며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진지하게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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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기 효과적인 대화와 갈등 해결

활동목표
-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익히기

- 갈등 해결 방법을 이해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하는 방법 익히기

과정 활동 내용 자료

도입
◆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

- 팀원이 돌아가면서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

감정카드

이 름 표 ,

활 동 지 ,

필기도구,

보드게임,

감사노트

전개

◆ 보드게임 놀이

- 자발적 참여로 동기유발을 촉진하고 친밀감과 배려심을 키우

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보드게임 놀이를 한다.

◆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익히기

- You-message를 I-message로 바꾸는 연습하기

예) 우정이가 무슨 일인지 나랑 말을 안 하려고 한다.

You-message : 너는 왜 그렇게 자주 삐지냐!

I-message : 우정아 무슨일 있어? 니가 나랑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나는 섭섭하고 무척 속상해.

- 평소 자신의 표현방식을 찾아보고 주장하는 표현 연습하기

* 부탁할 때에는

* 부탁을 잘하려면

* 효과적으로 거절하는 방법

* 피해야 할 거절 방법

◆ 갈등 해결 5단계 실천하기

- 팀별 친구들이 사례를 발표하고 협동하여 갈등 상황을 찾아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발표한다.

* 무엇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지 알아보기

* 가능한 많은 해결책 찾기

* 찾아본 해결책 평가하기

*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하기

* 선택된 해결책을 실천하기

-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비교해보고 여러 친구들의

조언을 참고해서 최선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선택하게 한다.

마무리
- 활동에 대한 소감 나누기

- 감사일기 쓰기 과제 안내

유의사항 최근에 갈등에 대한 일화를 소개해 달라고 한 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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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기 행복은 마음먹기 나름

활동목표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비교해보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과정 활동 내용 자료

도입
◆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

- 팀원이 돌아가면서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

감정카드

이 름 표 ,

활 동 지 ,

필기도구,

감사노트전개

◆ 칭찬해 게임

- 팀별로 둘러앉아 칭찬해! 칭찬해! 아주 칭찬해! 함께 외치고

서로 마주 보는 사람을 칭찬한다. 예) 00이 오늘 머리 모양이

참 예쁘구나! 칭찬해~

- 칭찬 받은 친구는 어깨를 ‘으쓱 으쓱’하며 감사합니다!(2번) 라

고 한다.

- 친구의 칭찬할 점을 찾으며 계속 진행한다

◆ 롤링페이퍼 활동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단점 적기

- 롤링페이퍼 한곳에 자신의 단점을 적어서 옆 친구에게 돌린다.

친구들이 돌아가며 친구의 적은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적어

준다.(그림을 그려도 된다) 롤링페이퍼가 자기 자리로 돌아오

면 친구들이 적어준 내용을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한다.

◆ 만다라 컬러링 활동

- 만다라 컬러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고 불안과 갈등에

서 벗어날 수 있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유롭게

색채 활동을 한다.

◆ 긍정단어 적어보기 (3개)

마무리
- 활동에 대한 소감 나누기

- 감사일기 쓰기 과제 안내

유의사항
롤링페이퍼 활동 시 진지하면서 밝은 마음으로 쓸 수 있도록 격

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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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기 감사와 행복

활동목표
나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행

복을 알아가기

과정 활동 내용 자료

도입
◆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

- 팀원이 돌아가면서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

감정카드

이 름 표 ,

활 동 지 ,

필기도구,

보드게임,

감사노트

전개

◆ 보드게임 놀이

- 자발적 참여로 동기유발을 촉진하고 친밀감과 배려심을 키우

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보드게임 놀이를 한다.

◆ 감사 편지쓰기

- 눈을 감고 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

들을 떠올려본다.

- 감사해야 할 사람 중에서 한사람에게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감사 편지쓰기를 쓴다.

- 감사 편지를 쓰고 난 느낌 이야기 나누기를 한다.

마무리
- 활동에 대한 소감 나누기

- 감사일기 쓰기 과제 안내

유의사항 편지지는 넉넉하게 준비, 장난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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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기 나는 행복한 사람

활동목표 이전보다 더 행복해진 나를 느끼고 함께 나누며 행복을 위한 실천 다짐하기

과정 활동 내용 자료

도입
◆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

- 팀원이 돌아가면서 긍정단어로 기분 나누기

감정카드

이 름 표 ,

활 동 지 ,

필기도구,

감사노트전개

◆ 행복증진 프로그램 돌아보기

-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한 사람씩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지

금의 감정을 말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해 본다.

◆ 만다라 컬러링 활동

- 만다라 컬러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고 불안과 갈등에

서 벗어날 수 있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유롭게

색채 활동을 한다.

◆ 긍정단어 적어보기 (3개)

◆ 소감문작성

- 행복증진 프로그램이 내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와 소감

나누기를 한다.

마무리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실천하기를 다짐하기

유의사항 삶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볼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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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내용

질문 1. 평소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그룹

저는 집에 혼자 있을 때가 진짜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연락이 하나도 안

올 때가 좋아요. 또, 좋아하는 노래들을 때, 유튜브 볼 때... 있잖아요.~ 부모님이 서

로 말을 안 하실 때는 진짜~ 진짜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숙제가 없을 때입니

다. (참여자 6번)

하고 싶은 걸 해냈을 때 하고 고기를 억 수로 많이 먹었을 때 그리고 엄마가 집

에 있을 때가 행복합니다. 저는 엄마가 집에 계실 때 진짜 좋아요. (참여자 4번)

저는요~ 시험점수가 오를 때 하고 먹을 때, 그리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잘 때 행

복해요. 그리고 친구하고 떠들고 놀면 속이 시원해 져요. 가끔은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하고, 옷 살 때 입어보는 재미가 있구요~ 그럴 때 행복해요. (참여자 3번)

재미있고 웃긴 사진이나 영상 보면서 맛있는 거 먹을 때 요. (참여자 1번)

가족들과 같이 밥 먹을 때 하고 부모님이 안 싸울 때요~ 그때는 좋아요. 그리고

하루를 바쁘게 살고 잘려 고 딱! 누웠을 때 좋아요. (참여자 2번)

친구와 이야기할 때 하고 집에서 아무도 저를 안 건드리고 편안한 자세로 있을

때, 그리고 금방 씻고 나왔을 때 개운해서 좋구요.~ 좋아하는 노래들을 때 하구,

아!~ 그때요! 언제냐 하면 이불 덮고 에어컨 켰을 때요. 웃을 때 행복하고, 신선한

바람 맞을 때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그래요... (참여자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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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그룹

친구 집에서 게임 할 때 하고 가족과 장난칠 때 그리고 아무도 방해 안 하고 혼

자 있을 때가 행복할 때입니다. (참여자 7번)

저는 부모님과 놀러 갔을 때와 가족이 화목할 때 그리고 칭찬 들었을 때, 선물

받았을 때, 눈이 많이 오는 날 눈으로 놀았을 때, 학원을 땡땡이 쳤을 때가 행복 했

던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옛날에 엄마, 아빠가 많이 싸웠는데 이젠 안 싸워요~ 이

유는 이혼을 했거든요. 지금은 행복한 편이죠! 싸우는 모습을 안 볼 수 있어서요.

(참여자 8번)

저는 친구들하고 수다 떨면서 놀 때 그리고 저도 가족끼리 대화 나눌 때 하고 맛

있는 거 먹고 선물 받을 때 요. (참여자 10번)

저는 남자친구 만날 때 하고 치킨 먹고 배가 불러서 잠잘 때입니다. 오늘 엄마가

치킨 사준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요. (참여자 9번)

좋아하는 연예인 볼 때, 가족과 이야기할 때, 학원 안 갈 때, 노래들을 때, 운이

좋을 때, 칭찬을 들었을 때, 그때가 행복합니다. 시험문제를 몰라서 찍었는데 맞았

을 때 요.~ 그때는 정말 운이 좋다는 생각을 해요. (참여자 11번)

저는 좋아하는 음식 먹을 때와 가족이 싸우지 않을 때 그리고 사탕 먹을 때 하고

칭찬을 들었을 때입니다. (참여자 12번)

세 번째 그룹

저는 가족들과 초등학교 6학년 때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칭찬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구요. 마지막으로 선물 받았을 때요. (참여자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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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가족 여행 갔을 때가 좋았어요. 그리고 엄마를 만났을 때 하고, 엄마 집에서

잘 때 좋았구요. 엄마한테 선물 받았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참여자 14번)

저는 창문 열고 시원하게 누워있을 때는 고민이 하나도 없어지고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치킨 같은 거 맛있는 거 배부르게 먹었을 때 하고 부모님하고 안 싸우고 갈

등이 없이 대화가 잘 될 때 행복해요. (참여자 15번)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좋구요. 저도 선물 받았을 때 기분 좋아요. 선물 받고 기분

안 좋은 사람 없겠지만, 그리고 저도 맛있는 음식 먹었을 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6번)

아빠와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아빠하고 튜브 타고 둥둥 떠다닐 때 행복했어요.

그리고 가끔은 혼자 누워서 노래 들을 때가 행복해요. (참여자 22번)

저는 학원 안 가고 친구하고 놀 때 진짜 찐 찐 찐 행복해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하고 전화하고 있는 그 순간이 행복해요. (참여자 34번)

네 번째 그룹

저는 집에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잔소리할 사람 없고 마음대로 행동해

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좋아요. (참여자 17번)

사고 싶은 거 살 때가 행복해요. 그리고 잘생긴 사람 볼 때는 눈이 똥그리하게

돼서 안 보는 척하면서 볼 때 가 행복해요. 음~ 그리고 친구랑 장난치고 이야기할

때 하고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거든요. 그 애가 광복이 인데, 광복이가 막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를 볼 때는 진짜 웃겨요. (참여자 18번)

밤에요 밤하늘 볼 때가 좋고 행복해요. 그리고 땀 흘리고 운동할 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을 때도 좋고, 그리고 책 읽을 때도 좋고, 그래! 선물 받을 때 요.

그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나?? 참! 참!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때요. 그때도 행복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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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참여자 20번)

어릴 때 엄마, 아빠와 차타고 놀러 다닐 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기도 하지만 못간지 좀 됐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는데,

그때도 행복한 거 같긴 해요. (참여자 21번)

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냥 친구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야기하며 울

고 웃고 할 때가 좋고 행복한 거 같아요. (참여자 23번)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을 때가 행복해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좋아하는 거 볼 때, 그때가 최고죠! (참여자 33번)

친구 집에서요~ 친구하고 그냥 막 수다 떨면서 놀 때 행복해요. 그리고 용돈 받

을 때 행복하고요. 가끔~ 칭찬 들을 때 하고 아주 가끔 좋아하는 연예인 볼 때 행

복해요. (참여자 31번)

다섯 번째 그룹

가족과 식사하고 이야기할 때인데요... 솔찍히 말하면 가족이 안 싸울 때죠. 안 싸

우고 같이 밥 먹을 때 기분 좋아요. (참여자 24번)

저는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을 때 행복했어요. 엄마가 좋아요. 이혼하셔서 아빠하

고 살다가 엄마하고 살고 싶다고 제가 이야기해서 엄마하고 사는데 만족해요. 일단

은 지금은 밥을 엄마가 해주고 청소도 엄마가 하고. 그래서 편하고 좋아요. 예전에

아빠하고 살 때는 제가 다 했거든요. 그때는 어릴 땐 데 힘들었어요. (참여자 25번)

저는 아프지 않고 친구와 친해졌을 때예요. 낯을 많이 가려서 사람들하고 친해지

기 힘든데. 중학교에 와서 친구가 먼저 말을 걸어서 이야기하다 보니 저하고 통하

는 것도 많고, 이해도 많이 해주고 해서 친해졌어요. 그리고 선물 받았을 때, 칭찬

들었을 때 행복해요. (참여자 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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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놀 때 행복하고요.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 줄 때 행복하다고 느껴

요. (참여자 27)

집에 가족이 없이 혼자 남았을 때 정말 좋아요. 찐 찐 정말 개꿀 좋아요. 그리고

제가 친구에게 맛있는 거 사줄 때 행복 하구요. 친구가 제가 사준 것을 맛있게 먹

을 때 행복해요. (참여자 28번)

저는 잠잘 때 행복해요. 학교 안 오고 잠만 잤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29번)

여섯 번째 그룹

평소에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하고 맛난 거 먹을 때 하고 친구들과 있을 때 하고

칭찬 들을 때 행복해요. 아!! 한 개만 말해야 하나요? (참여자 30번)

나도! 나도! 칭찬 들을 때 하고 친구들과 놀 때 행복합니다. (참여자 38번)

저는 용돈 받을 때 행복하고요. 가족이 안 싸우고, 가족이 화목할 때 행복합니다.

(참여자 32번)

저도 부부싸움 안 하고 집안이 조용할 때 행복해요. 그리고 친구하고 같이 놀 때

하고 칭찬을 들으면 행복하던데요. 다 그렇지 않나? (참여자 35번)

그렇지. 칭찬 듣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 있겠나? 저도 우리 가족이 오순도순 모

여 즐겁게 맛있는 거 먹을 때 하고 관심 받을 때, 칭찬도 포함되죠! 그때 행복해요.

(참여자 36번)

저는 여자 친구하고 데이트할 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받을 때, 그리고 맛

있는 거 먹을 때, 딱 찝어서 말하면 치킨 먹을 때 행복해요. (참여자 3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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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그룹

가족과 함께 조용하게 이야기할 때 하고 놀러 갈 때 좋구요. 칭찬 받았을 때는

엄청 행복해요. (참여자 19번)

저는 친구하고 놀 때 하고 제가 식물을 좋아하는데 식물 관리할 때 행복해요. 그

리고 관심을 받을 때는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참여자 39번)

친구들하고 모여서 재미있는 거 할 때 요. 지금 밴드부에서 드럼을 하고 있는데

진짜 재미있어요. 그리고 선물 받을 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참여자 41번)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 좋았어요. 지금은 마스크도 답답하

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답답해요.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할 때 행복해요.

(참여자 40번)

저는 엄마가 웃을 때 저도 같이 행복해요. 그리고 가족이 화목할 때요. (참여자

43번)

남보다 잘하는 게 생겼을 때, 음악을 들을 때, 용돈을 받을 때요. 저도 밴드반 베

이스를 하는데, 잘 한다고 해서 기분 좋아요. (참여자 49번)

여덟 번째 그룹

여자 친구와 같이 있을 때 하고 친구들하고 놀 때 행복해요. (참여자 42번)

저는 친구들하고 놀 때 하고 힘든 운동을 할 때 숨차고 헥 헥 하고 그럴 때 행복

하고요. 여자 친구 만날 때 하고, 아!!, 피곤한 하루를 정리하고 잘 때 행복해요. (참

여자 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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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요, 맛있는 거 먹을 때 하고 재미있는 책 읽을 때 하고 하나에 집중하고 있

을 때,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때, 일정을 다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행복해요.

(참여자 45번)

저는 돈이 많은 날 친구와 놀 때 행복해요. 그러니까 용돈을 많이 받을 때 요. 그

날요. (참여자 46번)

저는 가족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옛날이야기 할 때 행복해요. 그리고 작년에 친

구들하고 기차 타고 경주에 갔을 때 행복했어요. 예~ 재미있었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참여자 47번)

저는 가족이 다 같이 드라마 볼 때 행복하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야기 할 때 하

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행복해요. (참여자 48번)

저는 요~ 음악 들을 때, 운동할 때, 춤출 때, 동생 챙길 때, 거울 볼 때, 아무 소

리 없이 눈감고 잠잘 때, 기타 칠 때 행복합니다. (참여자 50번)

질문 2. 내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그룹

저는 돈이 필요하구요, 맛있는 거도 필요해요. 일단 잘 먹어야 좋은거 아닌가?

(참여자 1번)

저는요~ 나를 사랑하고 좋아 해주는 사람하고, 칭찬 듣기가 필요해요. 아무리 잘

해도 우리 집은 칭찬을 잘 안해요. (참여자 2번)

따뜻한 이불하고 친구가 있으면 좋겠고, 긍정적 마음을 키우고 싶어요. (참여자 5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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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좀 실증을 잘 내거든요. 그래서 금방 포기를 하는데 노력하는 마음이 필요

해요. 그리고 실천 하는 거 하고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4번)

저도 그래요. 먹을 거가 있으면 좋구요. 그리고 노래 듣고 영화 보고 하게 돈이

필요해요. (참여자 6번)

돈, 음식, 가족, 친구 요래 있으면 좋겠어요. 끝. (참여자 3번)

두 번째 그룹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선 친구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요~ 자

신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7번)

저도 돈이 좀 많이는 필요 없고 조금~ 쪼금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핸드폰

도 필요하구요. (참여자 8번)

가족, 맛있는 음식, 휴대폰, 자신감 그렇게 필요해요. 특히 자신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10번)

저는 맛있는 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음식솜씨가 좋아서 잘 만들어요. 그

리고 노래 들으면서 잠자기입니다. 아~ 엄마가 맛있는 거를 잘 만드는데 자꾸 만들

어 줘요. 시켜 주는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9번)

저는 가족이 필요하구요, 친구도 필요하구요, 핸드폰도 필요하구요. (참여자 11번)

저도 일단 가족하고 또 친한 친구하고 바른 마음 가짐요... 바른 마음가짐은 인성

이예요. 인성이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참여자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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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그룹

저는 자신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를 좀 사랑하는 마음도~ (참여자

13번)

저는 노래를 들을 때가 좋아요. 그리고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14번)

저는 첫 번째는 돈이 필요하구요. 두 번째는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을 꺼예

요. 그다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많이 가지고 싶어요. 부모님이 자꾸 싸우고 할 때

는 확! 집 나가고 싶고 그렇거든요. 친구가 자기 집도 부모님이 싸운다고 하긴 하던

데~ 그래도 저는 우리 집만 싸우고 사는 것 같고 마음이 그냥 그래요. (참여자 15

번)

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싶어요. 자신감을 키워서 좀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참여자 16번)

제일 필요한건 돈이고 그다음은 지식이 필요하고, 핸드폰, 부모님, 친구 이렇게

필요해요. (참여자 22번)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건 바로 친구거든요. (참여자 34번)

네 번째 그룹

첫 번째 친구, 두 번째 가족, 세 번째 돈 이예요. 저는 친구가 제일 소중한거 같

아요. (참여자 17번)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원도 안 가고

시간이 많아서 친구들하고 좀 늦게까지 놀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친구도 있어야

하고 아! 맞다. 돈이 있어야 하네! 그래야지 사고 싶은 거 사겠지요. 또, 누워 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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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침대가 있어야 되고~ (참여자 18번)

야!! 집도 있어야 하네. 저는 혼자 있을 수 있는 내 방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요. 그러면 내 맘대로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20번)

저는 가족이랑 친구랑 돈이랑 침대가 필요해요. 돈이 있으면 침대를 살 수 있을

꺼 같네~ 그러면 행복 끝!! (참여자 21번)

가족하고 친구하고 강아지하고 돈이 필요한데요. 강아지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거

든요. 돈이 있으면 강아지 한 마리 더 키우고 싶은데~ (참여자 23번)

돈이 쫌 있으면 좋겠어요. 용돈을 달라고 해도 안 주니까 짜증나요. 화장품도 사

고 싶고 공연도 보러 가고 싶고 한데, 아! 가족이 필요하고요 친구도 필요해요. (참

여자 31번)

저도 돈이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친구하고 맛 집 돌아다니면서 맛있

는 거 사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참여자 33번)

다섯 번째 그룹

가족하고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과 관심도 필요해요. (참여자 24

번)

저는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돈이 필요하겠지요. 돈이 많아서

집을 사고 마음대로 집을 꾸미면서 살고 싶어요. 아 ~참 핸드폰도 필요해요. (참여

자 25번)

저도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쉴 수 있는 시간과 조용한 곳도요~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는 거 같아서요. 친구도 필요해요. (참여자 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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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좀 많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돈이 없

다는 이야기 좀 그만 듣고 싶어요. 친한 친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똑똑한 머리로 공

부를 좀 잘하고 싶어요. (참여자 27번)

저는 혼자만의 시간이 더 필요하구요. 가끔은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친구도 필

요해요. (참여자 28번)

자유시간이 있는 혼자 사는 거요. 친구하고 같이 살아도 좋구요. (참여자 29번)

여섯 번째 그룹

공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고생 안 해도 되

고 돈을 잘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하겠죠. (참여자 30번)

저도 역시 첫 번째가 돈, 가족, 친구,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소심해서

그런지~ 당당하게 말하는 친구들이 부러워요. (참여자 36번)

저도 돈이 좀 넉넉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좀 맛있는

거 사주고 잘해줄 수 있을 거 같아요. 핸드폰도 필요해요. (참여자 32번)

저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고 싶은 거 마음 놓고 사고 친구들하고 놀러 도

다니게요. (참여자 35번)

돈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고 싶은 거 하고 친구들하고 놀 때 부담이 없을

거 같아요. 엄마가 돈을 잘 안 줘서 영화도 잘못 보고 그래요. (참여자 37번)

저는 운동을 해서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조금의 돈과 친구가 있으면 좋아요.

(참여자 3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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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그룹

승부욕이 있어서 지면 고함을 잘 질러요. 저는 감정조절을 좀 잘하고 싶어요. 그

리고 맛있는 반찬을 고기 종류로 매일 먹고 싶어요. (참여자 19번)

저는 용기가 부족해서 목소리가 좀 작은 편인데요~ 용기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또 용돈 하고 친한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39번)

저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 맛있는 음

식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40번)

저도 돈하고 친구하고요. 필요해요. (참여자 41번)

저는 행운이 따라서 복권 같은 거에 1등으로 당첨돼서 상금을 좀 많이 받고 싶어

요. 그럼 조금만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참여자 43번)

저는 복권까지는 아니고 돈이 좀 있어서 친구 선물 사는데 걱정 없이 쓰고 싶어

요. (참여자 49번)

여덟 번째 그룹

친구들하고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잖아요. (참여자 42번)

저는 돈, 핸드폰, 사랑, 옷, 노래가 있으면 됩니다. 저는 돈 있으면 집 사서 여기

친구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참여자 44번)

맞아요! 돈 있으면 우리끼리 집 사서 재미있게 살 수 있어요. (참여자 46번)

저는 수면안대, 베개, 핸드폰, 돈, 책이 필요한데요. 이유는 잠자는 것을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복해 지더라구요. (참여자 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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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족하고 소중한 여기 있는 친구들요. (참여자 47번)

저는 가끔 이야기 들어줄 사람만 있어도 행복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어서 행복하죠. (참여자 48번)

저도 돈으로 옷 사고, 음악 활동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50번)

질문 3.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그룹

웃음이 많고 자신감이 넘쳐요. (참여자 1번)

웃음이 많고 소소한 일에도 좋아하는 사람. (참여자 3번)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면 행복한지 아는 사람.

(참여자 2번)

잘 웃고 주변 사람도 웃게 만들어요. (참여자 5번)

자신감이 있고, 인기가 많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부모님과 친하게 지내고, 친화

력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핀잔을 받지 않고요. 모두들 겪는 공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더! 친구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참여자 6번)

행복한 사람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화를 안 낸다 ~ 입니다. (참여자 4번)

두 번째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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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친구가 많고 같이 있거나 보기만 해도 웃기거나 행복한 사람요. (참여자 7

번)

긍정적이고 나쁜 일 있어도 대처를 잘 하는 사람 요.~~ 힘들다고 해서 혼자 도망

가지 말고 가족을 위해 처리를 잘해주는 사람 요.~ (참여자 9번)

돈이 여유가 있고 작은 일에도 즐거워한다. (참여자 8번)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참여자 10번)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고 얼굴이 밝고 남들을 웃게 해준다. (참여자 11번)

자신감이 많고 웃고 있으며 친구들이 많다. (참여자 12번)

세 번째 그룹

자신을 사랑하고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요. 60살 먹은 할머니가 드럼을 배우러

다니는 거 봤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참여자 13번)

저는 잘 웃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 눈

치도 안 보는 사람요. (참여자 14번)

행복한 사람은 웃는 모습이 예쁜 것 같아요. 아이유 같은 사람 웃는 모습이 예뻐

요. (참여자 15번)

감정에 솔직하고 활발하고 당당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 같아요. (참여자 16번)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것 같아요. 잘 웃어요. (참여자 34번)

가족과 친구와 있을 때 편하고 불안하거나 외로워하지 않는다. (참여자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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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그룹

생각해 보니까~ 자기 생활을 즐길 줄 아는 거 같아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취미

생활도 하던데요. (참여자 17번)

음~ 사람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요~ (참

여자 18번)

우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함을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참여자 20번)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고 가족이 화목하고 돈이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

끔 사주기도 하던데~ 부러웠어요. 잘난 척도 안 하고~ (참여자 21번)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좋아할 것 같아요. 고민이 없으니까 푹~ 잠을 자니까

개운하게 일어나겠지요. (참여자 23번)

제가 생각할 때 자신감이 있고 돈이 많아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 같아요.

돈이 있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참여자 31번)

짜증 안 내고 잘 웃고 성격도 좋고. 긍정적인 사람 요~ (참여자 33번)

다섯 번째 그룹

행복한 사람은 요~ 돈을 잘 벌고 자신감 있어요. (참여자 24번)

엄마가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 이예요. 저처럼요. (참여자 25번)

긍정적인 생각으로 잘 웃고 용돈을 넉넉하게 받는다. 그래서 사고 싶은 거 사고

하면 더 행복해지겠지요. (참여자 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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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많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요. 제 친구는 네일 하는

데 가서 메니큐어 바르고 해요. 5만원인가 주고 했데요~ 솔찍히 부러웠어요. (참여

자 27번)

마음이 긍정적이고 전문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참여자 28번)

친구관계가 좋고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나더라구요~ 행복한 사람은~ (참여자 29번)

여섯 번째 그룹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정적인 가정에 돈 많고 낙관적인 것 같아요. (참여자 30번)

저는 긍정적이고 잘 웃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면 다 행복한 사람 같아요. (참여

자 32번)

행복한 사람은 눈치 안 보고 항상 밝고 장난을 잘 치는 것 같아요. (참여자 35번)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행복한 사람은 항상 웃는 거 같아요. (참여자 37번)

미소! 웃는다! 그런 특징이 있는 거 같아요. (참여자 36번)

아무래도 웃는 사람이 사는 게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거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고 신나 보이구요. (참여자 38번)

일곱 번째 그룹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화도 잘 안 내고~ (참여자 19번)

맞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얼굴이 진짜 웃더라구요. (참여자 3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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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생각 하는데요~ 진짜 잘 웃고 이해심이 많아요. (참여자 40번)

행복한 사람은 운이 좋은 거 같아요. 목표가 있고 노력도 하구요. (참여자 43번)

행복한 사람 특징! 잘 웃는다. 에 한 표! (참여자 41번)

돈이 많아 남들에게 잘하고 표정이 밝아요. (참여자 49번)

여덟 번째 그룹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하고 진심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

웃을 때 하하하 소리 내고 웃는 사람요. (참여자 42번)

맞아요! 항상 웃고 있는 사람 요. 그런데 잘 없어 요~ 그런 사람. (참여자 44번)

그러면서 감정표현이 자유롭고 꿈이 있는 사람이면 진짜 행복할 거 같아요 ~ 나

는 잘 웃고 다니는 사람들이 안 보이던데요. (참여자 45번)

그래도 돈 많고 자유로운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해져요. (참

여자 46번)

저도 항상 잘 웃고 긍정적인 사람이 행복해 보이던데요. (참여자 47번)

저는 표정을 딱 보면 진짜 인상이 좋아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 같아요. (참여자 48번)

그래! 진심으로 웃고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해 보여요. (참여자 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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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Happiness Fact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Target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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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PROMO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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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was nationally implemented to

improve the development and happiness of the youth of targeted for educational

welfare because of their disadvantaged backgrounds.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happiness promotion program by identifying happiness

factors for middle school students targeted for educational welfare, and to

provide a participatory educational program that allows the subjects to be happy

by verifying the effects of happiness, self-esteem, optimism, and positive

emotion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ree major stages. In Part 1, which began on

October 2020, a total of 50 middle school students (34 females, 16 males)

targeted for educational welfare at a key school of the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in U city were divided into 8 groups of 6-7 students. A

focused group interview (FGI) was conducted.

Happiness factors consisted of ‘things that usually make me happy,’ ‘necessary

things to be happy,’ and ‘characteristics of a happy person.’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eight final categories were identified and used as the baseline

data for the program development.

In Part 2, 10 sessions were developed and organized according to the

procedures of the goal setting stage of the program model,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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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 stage, the preliminary program implementation and composition

stage, and the program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stage.

In Part 3, the effects were verified through pre-, post-, and follow-up tests

on 20 subjec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0 subjects in the control group.

From January to February 2021, two sessions (90 minutes) were conducted for

the experimental group over 3 weeks, an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were used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discovered that the happiness fact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targeted for education welfare are influenced by their values and attitudes

through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friends. Moreover, the family's economic

power has a huge impact o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se students who

are learning the flexibility and social awareness of human relationships. This

suggest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a happiness promotion program to create

a balanced happiness in consideration of factors affecting the happi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who are subject to education welfare.

Second, based on Study 1, the happiness promotion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subject to education welfare was developed with 10 sessions. The

program consisted of knowing the meaning of happiness (sessions 1-2), finding

happiness factors (sessions 3-6), and creating happiness (sessions 7-10).

Third,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program showed that the happiness,

self-esteem, optimism, and positive emotions of the group participating in the

happiness promotion program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comparison to the

control group, and the effect was found to be continuous even after the program

was completed. In addition, the effect on mandala coloring, which was conducted

through the happiness promotion program, was also confirmed. A qualitative

review also verified the high satisfac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overall

happiness promotion program.

Through these results, it was discovered that there was an interaction

between the external environment factors surrounding the family by de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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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factors directly through conducting a focus group interview (FGI) on

middle school students subject to educational welfare. It is meaningful in that

this research is not based on theoretical knowledge through existing scale

papers or references, but directly reflects the responses of the participants.

Therefore,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used as the baseline data for future

studies on happiness factors.

Furthermore, the contents of the happiness promotion program consisted of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happiness, finding happiness factors, and creating

happiness, and focused on improving happiness, self-esteem, optimism, and

positive emotion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students will learn the true

meaning of happiness by experiencing positive emotions, immersion,

relationships, meaning, and achievement through board games and mandala

coloring activities that can be used in real life.

This study can also act as a direction for family studies to move forward,

and it suggests the need to develop a happiness promotion program that

supports the psychology and emotions of middle school students subject to

educational welfare rather than changing the external environments surrounding

family interaction and friendship.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implement the

program to not only middle school students targeted for education welfare but

also general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future.

Keyword: middle school students for education welfare, happiness, happiness

promo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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