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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박탈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불안의 매개효과

Objectiv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economic deprivation on 
adolescents’ happines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family conflict on adolescents’ depression and 
anxiety.      
Methods: Data from the 7th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KWPS) and child supplementary 
study were used. A total of 512 adolescents and their households were included. Data were analyzed 
by path analysis using AMOS 21.0.
Results: First, economic deprivation were positively related to family conflict, and family conflict 
was positively related to adolescents’ depression and anxiety, whereas economic deprivation, family 
conflict and adolescents’ depression/anxiety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adolescents’ 
happiness. Second, economic deprivation had a direct effect on adolescents’ happiness. Third, family 
conflict played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deprivation and adolescents’ 
happiness. Finally, both family conflict and adolescents’ depression/anxiety played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deprivation and adolescents’ happiness. 
Conclusion: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economic deprivation, family conflict, and 
adolescents’ depression/anxiety are important factors lowering adolescents’ happiness. These 
findings also suggest that for promoting adolescents’ happiness, it is necessary to provide not only 
support policies focusing on economic deprivation but also intervention programs to strengthen 
relationships within family members and prevent adolescents’ depression/anxiety, creating a 
happier life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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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삶이 행복과 거리가 있음을 많은 연구

들이 밝히고 있다. OECD국가의 아동 .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비교한 연구(Youm & Kim,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들의 주관적인 행복지수는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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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감,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해 낮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였으며(K.-

J. Kim & Kim, 2014), 연령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행복감은 

점차 감소되어, 고등학교시기에 가장 낮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Ahn, 2012; Lim, Baek, Kim, & Kang, 2012). 

행복감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경험으로, 주관

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으로 표현되기도 한다(Diener, 

2000). 청소년의 행복감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

들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였

으며, 학업에 대한 만족감과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낙관적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hn, 2012; Cheng & Furnham, 

2003; Kang, 2015; Y. H. Kim, 2010; E. Park & Baek, 2017; 

Raboteg-Saric & Sakic, 2014; Shin, Jeon, & Yoo, 2010; Uusitalo-

Malmivaara & Lehto, 2013).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 시기의 

행복감은 긍정적 발달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청소년

시기의 행복한 삶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청

소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어떠한 요인이 청소년들의 행복

한 삶을 저해하고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서 개인적 요인, 환경

적 요인 등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Brooks-Gunn & 

Duncan, 1997), 보다 낮은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다. 경제적 어

려움은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을 제

공하기도 하지만, 부부 간 또는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유발하

고 이러한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이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과 낮

은 행복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청소년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회 맥락적 요인으로 가족구성원 간 갈등, 개인 

심리적 요인으로 우울 및 불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의 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주로 가계소득에 초점을 두고 경제적 어려움이 자녀

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Brown, 2004; Hanson & 

Chen, 2007; Letourneau, Duffett-Leger, Watson, & Young-Morris, 

2013).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들은 경제수준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Yoo & Lee, 2013), 경제적 수준이 낮고, 주거 빈곤기간

이 길수록 청소년들은 낮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Gariepy, Elgar, Sentenac, & Barrington-Leigh, 2017; H. Lee, 

2016; Lim & Kim, 2016; S.-Y. Park & Lee, 2013). 

그러나 몇몇 연구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해서는 기존의 가계 소득만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교육, 주거, 의료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박

탈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 이외의 교육, 의료, 주거, 결식 또는 영

양불균형 등 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영역의 경제적 박탈경

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E. Kim, 2015; Joung, 

Choi, Lee, & Ha, 2013). 경제적 박탈과 청소년의 행복감, 주관

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정 내 재

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수품 구입의 어려움, 여가생활의 제

한 등 개인적 욕구가 좌절되고 경제적 압박감을 경험하는 경

제적 박탈은 청소년의 웰빙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Walper, 2009)

이와 달리 가정의 경제적 변인이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변인은 자녀의 행복감을 설명하는 주된 변수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즉, 가구의 소득수준 또는 물질적 결핍에 

비해 자녀의 개인 심리적 요인과 가족관계, 또래관계와 같은 

사회관계적 요인이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Holder & Coleman, 2008; Holder & Klassen, 2010; 

McAuley & Layte, 2012; Suh & Jung, 2014), 소득수준이나 경제

적 박탈과 같은 경제적 변인이 자녀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기 보다는 개인 심리적 요인 또는 부모, 또래 등의 사

회관계적 요인을 통해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Sung & Kim, 2013). 이러한 결과들은 경제적 박탈경

험이 어떠한 매개경로를 통해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

는지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경제적 박탈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맥락적 요인

에는 가족관계가 있으며, 가족관계는 청소년의 행복감을 예측

하는 주요 변수로도 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구성원들은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가족 구성

원 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선행연구에서 이를 지지하고 있는데,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

는 가계 빈곤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갈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P. Noh & Yoon, 2007),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발생하

는 의식주에서의 결핍과 개인의 욕구가 좌절되는 경험은 가족

갈등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Wadsworth & Compas, 

2002).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식생활과 자녀교육, 주

거, 의료와 건강에서의 문제를 경험하고 경제적으로 압박감을 



57   The Effect of Economic Deprivation on Adolescents' Happiness

경험하는 것은 가족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적대감을 높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J.-I. Kim, 2009).

한편, 청소년이 지각한 행복과 행복의 조건을 살펴본 U. 

Kim, Park 과 Baak (2012)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가정이 

화목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반면, 가족 간의 의견충돌, 

부모자녀 갈등 등의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가족구성원간의 화목한 관계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긍정적인 가족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청소년

의 안녕감을 높이는(H.-J. Kim, 2017) 반면, 가족구성원 간의 

적대감과 긴장과 갈등은 자녀의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J.-M. Lee & Lee, 2007; Joronen & Åstedt-

Kurki, 2005).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큰 영향을 미친다. H.-M. Yoon (2005)의 연구에서는 가

족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을 

높였으며,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구성원들간의 낮은 유대감은 청소년들의 우울 및 불안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uist et al., 2017; Chung 

& Choi, 2004; Y.-H. Kim & An, 2008; P. Noh & Yoon, 2007). 뿐

만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은 1년 이후의 청소년의 우울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heeber, Hops, Alpert, 

Davis & Andrew, 1997). 

이러한 우울과 불안은 많은 연구들에서 행복감 높은 관

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Jung & Cho, 2009; S. S. 

Kim, 2016; Uusitalo-Malmivaara & Lehto, 2013; Wilkinson, & 

Walfold, 1998; Neuman, van Lier, Friins, Meeus, & Koot, 2011; 

Chaplin, 2006). 우울 및 불안과 행복감의 인과관계를 밝힌 연

구가 많지는 않으나 행복감과 안녕감에 대한 우울과 불안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우울과 불안이 개인의 행복감

과 안녕감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임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Derikan-Eiron et al, 2011; S.-Y. Park & Lee, 2013; Shim, 2014; 

Sihn et al, 2010; Zehng, 2016; G. J. Yoon, 2012). 결과적으로 청

소년의 우울과 불안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두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드물기에 본 연구에서 두 변인간의 관

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편, 청소년기 우울 및 불안과 행복감은 성에 따라 다르

다고 보고되는데, 여자 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우울 및 

불안을 높게 경험하는 반면(Kang, 2013; Shin, Chung, & Kim, 

2012), 행복감의 경우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

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Y. Park & Lee, 2013; Suh & Jung, 

2014). 뿐만 아니라 학업성적도 청소년기의 우울 및 불안과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C.-R. 

Noh & Kim, 2012; S.-Y. Park & Lee, 2013). 이러한 결과들은 청

소년기 우울 및 불안과 행복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성과 학

업성적을 고려해야함을 시사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과 

학업성적을 통제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합해보면, 경제적 박탈경험은 청소년의 행복감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족구

성원간의 갈등수준과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을 통해 청소년의 

행복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압박과 스트레스 느끼고 우울, 불안, 좌절 등의 부

정적 정서를 경험함으로써 부부 간 또는 부모-자녀간의 역기

능적 상호작용과 갈등이 촉진되고(Conger & Elder, 1994), 이

러한 가족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Conger, Ge, Elder, 

Lorenz, & Simons,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 그리고 그 

가족의 안녕을 돕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경제적 박탈은 청소년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경제적 박탈은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을 통해 행복

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Korean Welfare Panel Study [KWPS]) 7

차년도 가구용 자료와 아동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

복지패널은 2006년에 1차년도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아동 부

가조사는 3년을 주기로 1, 4, 7, 10차 년도에 실시되었다. 아동

부가조사에서는 1차년도에 패널조사 가구원 중 초등학교 4-6

학년 아동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였다. 7차년도(2012년)에서는 

1차년도 응답자(2006년 당시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와 4차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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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응답자(2009년 당시 중학교 1-3학년 아동)가 조사에 참여

하였으며, 7차년도 조사 당시 연령은 만 16-18세로, 중퇴, 미진

학 등의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조사에 포함

되었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eair [KIHASA] &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Social Welfare, 2013). 본 연

구에서는 가구용 조사, 아동부가 조사 데이터를 결합(merge)

하여 분석하였다. 고등학생 연령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행복감이 낮

아지며, 초등학생와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행복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밝히고 있어,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분석에 포함

된 청소년은 512명으로, 남자 청소년은 264명(51.6%), 여자 청

소년은 248명(48.4%)이며, 이들의 학년을 살펴보면 고1 173명

(33.8%), 고2 165명(32.2%), 고3 158명(30.9), 현재 휴학, 중퇴, 

또는 미진학 16명(3.1%)이다.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는 120가구(23.4%), 일반가구는 

392가구(76.6%)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복지패널에서는 가구 

균등화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60%미만인 경우 저소득가구, 

그렇지 않은 가구는 일반가구로 분류하였다.

연구도구

경제적 박탈

경제적 박탈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가구용 자료에

서‘돈이 없거나 부족하여 겪을 수 있는 상태에 대한 경험 여부’

를 묻는 13 문항을 사용하였다. 박탈의 영역은 결식(경제적 어

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픈데도 먹지 못

한 경험), 집세 미납(2달 이상 집세가 밀리거나 낼 수 없어 집

을 옮긴 경험), 난방 제한(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 

교육비 미납(돈이 없어서 자녀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경험), 의료서비스 제한(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

원에 갈 수 없었던 경험), 신용불량경험(가구원 중 신용불량자

가 된 경험자 여부) 등의 영역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본 연구에서는 박탈경험이 있는 경우(1점)와 박탈경험이 
없는 경우(0점)로 하고, 문항의 값을 전체 합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박탈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가족갈등

가족갈등은 한국복지패널 가구용 자료에서 가족구성원들 간

의 갈등과 관련된 5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 “우리 가

정에서는 의견 충돌이 잦다.”, “가족원들이 가끔 너무 화가 나

서 물건 등을 집어 던진다.” 등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한다.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내 갈등수준이 높음을 의

미한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6으로 나타났다.

우울 및 불안

우울 및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아동부가조사에

서는 Achenbahc (1991)가 개발한 아동청소년 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를 Oh, Lee, Hong과 Ha (1998)가 번안한 척

도 K-CBCL 중 우울 및 불안 14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

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생각한다.”,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등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1점)에서 자주 그렇다(3점)으로 응답한다. 

각 문항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및 불안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7이다.

행복감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아동부가조사에

서는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Studies, Yonsei University 

(201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삶에 만족한다.” 등의 문장을 포함하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한다.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 문항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8이다.

통제변수: 성과 학업 성적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우울 및 불안과 행복감과 같은 정서

적 발달이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Kang, 2013; S.-Y. Park & 

Lee, 2013; Shin et al, 2012), 학업성적에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

연구(C.-R. Noh & Kim, 2012; S.-Y. Park & Lee, 2013)들을 바탕

으로 성과 학업성적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자청소년(1점), 여자청소년(0점)으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

하였다. 학업성적의 경우, 전과목 평균에 대해, 아주못함(1점)

에서 아주 잘함(5점)으로 응답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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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0.0프로그램(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와 측정도

구의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과 학업성적을 통제하여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다. 경제적 박탈경험이 가족갈등과 우울 및 불안을 

통해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기 위해 

AMOS 21.0 프로그램(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여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경제적 박탈경험, 가족갈등,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 행복감의 기술통계 분석 및 변인들 간의 상관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변인들의 정규성 가

정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본 결

과, 경제적 박탈경험은 왜도 6.27, 첨도 56.14로 왜도 절대값 3

미만, 첨도 절대값 10미만이라는 정규성 기준(Kline, 2015)을 

충족하지 않고 분포가 치우친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규

성 가정을 충족하기 위해 경제적 박탈경험 변인을 제곱근 변

환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성과 학업 성적을 통제한 후 편상관계수를 산출

한 결과, 경제적 박탈경험은 가족갈등과 유의한 정적상관(r = 

.20, p < .001)을, 청소년의 행복감과 유의한 부적상관(r = -.11, 

p < .05)을 보여, 경제적 박탈경험을 많이 경험할수록 가족 구

성원 간 갈등수준이 높고, 청소년의 행복감이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가족갈등은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과 유의한 정

적 상관(r = .15, p < .01)을, 청소년의 행복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r = -.17, p < .001)을 보여, 가족갈등수준이 높을수록 청소

년의 우울 및 불안은 증가하고, 행복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은 행복감과 유의한 부적상관 

(r = -.44, p < .001)을 보여, 청소년들의 우울 및 불안이 증가할

수록, 행복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적 박탈경험이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

로를 검증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과 학업성적을 통제하여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에서 보듯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NFI = .989, CFI = 1.000, RMSEA = .000으로 적

절한 모형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각 변인 간의 경로계수는 Table 3과 Figure 1과 같다. 먼저, 

통제변수인 청소년의 성과 학업성적이 우울 및 불안(각각 β 

= -.23, β = -.12, p <.01)과 행복감(각각 β = .09, β = .17, p <.05)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and Correlations Among the Research 
Variables

Variables 1 2 3 4
1. Economic deprivation -
2. Family conflict .20*** -
3. Depression/Anxiety .02 .15** -
4. Happiness -.11* -.17*** -.44*** -
M .23 1.77 1.33 3.70
SD .52 .53 .33 .73
Skewness 2.43 .96 1.40 -.18
Kurtosis 6.36 1.67 1.75 -.35

Note. Economic deprivation is presented as square root value.
*p < .05. **p < .01. ***p < .001.

Table 2
Model Fit Indices of Research Model

χ2 df p NFI CFI RMSEA
2.718 3 .437 .989 1.000 .000

Table 3
Path Coefficients of Research Model

Paths B β SE C.R.
Economic deprivation → Family conflict .21 .21 .04 4.77***
Economic deprivation → Happiness -.11 -.08 .05 -1.96*
Family conflict → Depression/Anxiety .09 .14 .03 3.383***
Family conflict → Happiness -.12 -.09 .05 -2.309*
Depression/Anxiety → Happiness -.92 -.42 .09 -10.691***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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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과 학업성적을 통제한 상태에서, 경제적 박탈경험이 가

족갈등(β = .21, p < .001)과 청소년의 행복감(β = -.08, p < .05)

에 이르는 경로, 가족갈등이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β = .14, 

p < .001)과 청소년의 행복감(β = -.09, p < .05)에 이르는 경로,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이 행복감에 이르는 경로(β = -.42, p < 

.001)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연구변인들 간의 직, 간접효과 및 총효과

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경제적 박탈경험은 

가족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β = .21, p < .001), 청소

년의 행복감에는 직접적인 영향(β = -.08, p < .05) 뿐만 아니라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β = 

-.03,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갈등은 청소년

의 우울 및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β = .14, p < .001), 

청소년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β = -.09, p <.05) 뿐만 아니

라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β = -.06,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은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42, p <.001). 즉, 경제적 박탈경험이 청소년의 행복감 감소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박탈경험은 가

족구성원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이는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행복감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가족, 경제적 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성과 학업성적을 통제한 상태에서 경제적 박탈경

험이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을 통해 행복감에 영

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박탈경험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으로 박탈된 경험

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행복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박탈경험이 많을수록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고, 

안녕감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 J. Kim, You, & Song, 2015; S. 

Park, 2013)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청소년의 행복과 안녕

Happiness 

Family 
Conflict 

Economic 
Deprivation 

Depression/ 
Anxiety 

-.08* 

-.09* 
-.42*** 

.14*** 

.21*** 

Figure 1. Pathways from economic deprivation to adolescents’ happiness through family conflict and adolescents’depression/anxiety.
*p < .05. ***p < .001.

Table 4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Research Model

Paths Direct Indirect Total
Economic deprivation → Family conflict   .21*** -   .21***

Economic deprivation → Depression/Anxiety -   .03**   .03**

Family conflict    .14*** -   .14***

Economic deprivation → Happiness -.08* -.03** -.11**

Family conflict  -.09* -.06** -.15**

Depression/Anxiety -.42*** - -.42***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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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Gariepy et al., 2017; 

H. Lee, 2016; S.-Y. Park & Lee, 201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열

악한 주거환경에서의 생활, 교육기회의 제한, 의료기관 이용의 

제한 등 기본생활양식에서의 박탈경험은 청소년의 좌절감, 심

리적 압박감, 안전한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반

적인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욕구좌절의 경험

으로 청소년들은 또래아이들과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 좌절

감, 낮은 자아존중감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고 결과

적으로 전반적인 삶의 행복감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하나의 방안

으로 경제적 박탈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경제적 박탈경험은 가족갈등을 통해 청소년의 행복

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박탈경험은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이러한 가족 내 

갈등이 청소년의 행복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수준이 가족갈등과 높은 관

련성을 보이며(P. Noh & Yoon, 2007),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J.-

I.. Kim, 2009; Wadsworth & Compas, 2002)를 지지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불화가 청소년의 불행과 낮은 심리적 안

녕감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Joronen & Åstedt-Kurki, 2005; 

U. Kim, Park, & Baak, 2012; J.-M. Lee & Lee, 2007)와 일치하

는 결과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욕구(식

사, 난방, 의복, 의료 등)에서의 박탈을 경험을 경험한 가정에

서는 경제적 문제로 부부간의 갈등이 증가할 뿐 아니라, 부모

가 우울, 심리적인 압박감, 적대감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

함으로써 자녀에게 온정적으로 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

다. 이와 같은 가정 내 박탈경험과 함께 가족갈등을 지속적으

로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가족 내에서 충분한 안정감을 얻지 

못하고, 자신의 삶이 불우하고 불행하다고 느꼈을 것으로 해

석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박탈로 인해 개인의 욕

구와 좌절되고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 구성원

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고, 서로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애정적인 관계를 맺도록 돕는 것이 필요

하며, 이러한 화목한 가족관계를 위한 노력으로 인해 청소년

들의 행복감도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경제적 박탈경험은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불

안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행복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박탈경험은 가족 구성원간의 갈

등을 증가시키며, 높은 가족 갈등수준은 청소년의 우울과 불

안수준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행복감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수록 

가족갈등이 증가하고, 이러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과 역기

능적인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수준이 증가한다

는 선행연구(Buist et al., 2017; Chung & Choi, 2004; Y.-H. Kim 

& An, 2008; P. Noh & Yoon, 2007; Sheeber et al., 1997; H.-M. 

Yoon, 2005)와 이러한 높은 우울 및 불안수준이 낮은 행복감으

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Chaplin, 2006; Derikman-Eiron et al., 

2011; Jung & Cho, 2009; S.S. Kim, 2016; Neuman et al., 2011; 

S.-Y. Park & Lee, 2013; Sihn et al., 2010; Uusitalo-Malmivaara & 

Lehto, 2013; Wilkinson & Walfold, 1998)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낮은 소득과 물리적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가족 구

성원들 간의 갈등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경험하는 청소년 자녀들은 우울과 불안을 느낄 수 있

다. 부부 간의 갈등은 이를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자녀의 우울

과 불안을 유발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

해 자녀에게 지지이고 온정적인 양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심리

적 자원이 제한될 수 있다, 그 결과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을 

제공하고 자녀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으

며, 그 결과 자녀는 우울과 불안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모 자신의 심리적 자원의 제한으로 인해 자

녀에게 충분한 정서적 지지지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자녀의 우울과 불안은 보다 증가하며. 이러한 높은 수준의 우

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전반적인 삶에서 낮은 행복감을 경험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을 위

해서는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이 자녀의 우울과 불안수준을 높

이고, 나아가 전반적인 삶의 행복감을 저해할 수 있음을 인지

하여, 화목한 가족관계를 맺도록 돕는 노력과 함께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을 다루고 해소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경제적 박탈경험이 청소년의 행

복감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가족 내 갈

등과 우울 및 불안수준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으로 박탈된 경험 그 자체보다는 이로 

인해 야기되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 그리고 청소년 자녀

의 우울과 불안수준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보다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경제

적 지위, 소득 등의 가정의 경제수준보다는 자녀의 기질 또는 

사회성 등의 개인내적 요인과 부모의 양육, 학교환경 및 유대

감 등의 사회관계적 요인이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Holder & Coleman, 2008; Holder & Klassen, 2010; 

McAuley & Layte, 2012; Suh & Jung, 2014)들과 가정 경제적 환

경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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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심리적 특성 또는 사회관계적 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Sung & Kim, 2013)와 유사한 결과

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 박탈이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

적인 영향보다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을 통해 행복

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적 

박탈을 경험하는 청소년을 도울 때, 경제적 불안정함으로 인

해 유발된 가족 내 갈등 양상을 파악하고, 이로 인해 청소년이 

겪는 심리적 요인에 보다 초점을 둔 개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경제적 박탈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국가차원의 정

책적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을 원

만하게 해결하도록 도움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돕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먼저, 경

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다차원적 생활영역에서의 박탈을 해

소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 강화 등의 소득지원 차원을 넘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의료 보험 확대, 결식 가정지원, 자녀교

육 지원등의 다각적 차원의 사회보장 서비스 제도가 마련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박탈경험으로 인한 가족갈등은 가족기능의 

약화 뿐만 아니라 가족의 해체, 자녀의 행동문제 등의 사회문

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가족기능을 강화하

고 가족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가족 

단위의 상담 서비스와 가족 캠프 등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건강가정지

원센터나 사회복지관과 민간의 상담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

며,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져

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적 박탈을 경험하는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가족 유형과 실질적 욕구에 적절한 프

로그램이 개발되고 제공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우울과 

불안 등의 정신건강을 돕기 위해서는 학교 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상담과 집단 프로그램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환경을 단순히 소득수준이 

아닌, 낮은 소득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

서의 결핍을 의미하는 ‘박탈’개념으로 접근하였다. 이는 경제

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식생활, 주고, 의료, 교육 등 생활 전반

에서 결핍을 경험하고, 기본적인 욕구와 필요가 좌절되고 있

음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보다 포괄적인 경제적 상황을 반영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생계보장비와 같은 경제적 

지원뿐 만이 아니라, 영양, 의료보장, 주거개선, 교육지원 등을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근거를 제공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 박탈로 영양, 의료, 교육 등의 내용 등 다차

원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 합산하

여 분석함으로써 각 영역의 상대적인 영향까지는 살펴보지 못

했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추후 연

구에서는 박탈경험의 각 영역을 세분화하여 영향력을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널데이터 자

료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하나의 변인으로 측정하고 있어 두 

심리적 변인을 구분하여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우울과 불안을 큰 범주에서 유사한 속성을 가진 변인으로 보

는 선행연구도 많으나(Alexon & Birmaher, 2001; Cummings, 

Caporino, & Kendall, 2014; King, Ollendick, & Gullone, 1991), 

한편으로는 우울과 불안이 서로 다른 특성의 심리적 요인이라

는 주장을 한 연구자(S.-M. Kwon, 1996; J. Lee & Chung, 2009)

도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두 심리적 변인을 구분하여 살펴봄

으로써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의 영향을 다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분석대상을 고등학생으로 한정하여 연

구의 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뿐

만 아니라 가정 내 경제적 박탈은 고등학교 시기 이전부터 경

험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기 때문에, 박탈경험의 지속기간

에 따라 청소년시기에 미칠 수 있는 누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경제적으로 박탈된 경험의 장기적

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으로 아동기까지 확

대한 종단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

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로 위험요인에 보다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행복감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진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 자기효능감, 또래관계의 질, 자아탄력성 등(Y. H. Kim, 

2010; S.-W. Kwon, Lee, & Song, 2012; Raboteg-Saric & Sakic, 

2014)은 위험요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충시킬 것

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위험요인 뿐 

아니라 보호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풍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행

복감 증진을 위해 경제적 요인을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경제

적 요인으로 소득수준을 기반으로 한 빈곤개념보다 다차원적

인 영역을 반영한 박탈경험을 고려하여 청소년 행복감과의 관

계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행복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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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실질적인 복

지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족 갈등을 예

방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족 단위의 상담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과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으

며, 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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