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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목적: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에게 일기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행복감 및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서울 소재 5개 대학(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 대학생 48명을 무작위배정 하여 실험군(모바일 감사일기), 대조군1(서면 감사일
기), 대조군2(모바일 일상일기), 대조군3(서면 일상일기)에 12명씩 무작위 배정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은 4주 간 감사일기 혹은 일상일기를 최소 일주일에 3회 이상 작성하였다.
결과: 감사일기 쓰기활동을 경험한 대학생들은 경험하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 행복감이 증진
되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했다. 하지만 일기의 종류 및 방법에 상관없이 일기쓰기 활동을 경험
한 대학생들은 경험하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정적 정서에
는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논의: 추후에 이루어질 연구에는 전국에 있는 대학교를 균형 있게 맞춰 폭넓은 표집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와 시사점은 대학생들의 행복감과 우울감의 질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에 서면과 모바일 기반의 감사일기 프로그램이 이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여, 향후 이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방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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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에서 많은 대학생들은 수동적이고 의
존적인 청소년기를 지난 후 대학교에 진학
한 후에는 자아정체성에 대한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박종환, 2008). 이러
한 과정에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나아가
는 발달단계상 부적응시에는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학적인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다
(곽현주, & 김현주, 2013). 2011년도 보건복
지부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보고된 국내자료에
서 18세에서 29세 성인연령층의 5년간 주요
우울장애 유병률은 2.3%에서 4.0%로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73.9%)을 보
였다.
이에 대해 대학생의 행복감과 감사
(gratitude) 등의 긍정적인 정서는 불안, 우
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의 감소에 영향을 미
친다(McCullough, Emmons, & Tsang,
2002). 따라서 최근 이점에 주목하여 감사
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받고 있고,
그중 감사일기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문은주, 2014).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채중민
(2008)의 연구에서는 감사 표현 및 기록이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우울성향이 있는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지은 등(2016)의 연구에서는 감사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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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웰빙 향상과 우울 감소의 결과를 나
타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직접
손으로 기록하는 서면 일기장에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최근 활용 가
능한 다양한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활용한
일기장 어플리케이션으로 감사일기를 작성
한 연구는 아직 없다. 모바일환경에 친숙한
현재 대학생들을 고려하였을 때 감사일기를
쓰는 것의 치료적 효과와 중재 매체의 비교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행복감과 우울감의 질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에 서면과 모바일 기반의 감사
일기 프로그램이 이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
하여, 향후 이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
킬 수 있는 중재 방안을 개발할 수 있는 기
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에게 일기 프로그램
을 적용하여 행복감 및 우울감에 미치는 효
과를 연구하는 것이다. 구체적 목적은 다음
과 같다.
1) 일기 프로그램 적용 전, 후의 대학생의
행복감과 우울감의 변화를 파악한다.
2) 서면 일기와 모바일 일기 프로그램의 효
과동질성을 파악한다.
3. 연구가설
1) “감사일기를 작성한 그룹이 작성하지 않

은 그룹보다 행복감의 변화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2) “감사일기를 작성한 그룹은 작성하지 않
은 그룹보다 우울감의 변화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Figure 1. Example of gratitude
mobile journal entry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실험군과 대조군은 4주 간 감사일기 혹은
일상일기를 최소 일주일에 3회 이상 작성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실험군: 모바일 감사일기 그룹
실험군에게는 스마트폰 상에서 Wizard
Works Inc.가 개발한 ‘국민메모장, 솜노트’
일기장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감사대상,
사건, 느낌이 포함된 한 줄 이상의 줄글을
하루 3개 이상 작성하도록 하는 감사일기
프로그램을 중재로 시행하였다. 모바일 감
사일기의 예시는 Figure 1과 같다.
2) 대조군1: 서면 감사일기 그룹
대조군1에게는 필기구와 종이를 사용하여
감사대상, 사건, 느낌이 포함된 한 줄 이상
의 줄글을 하루 3개 이상 작성하도록 하는
감사일기 프로그램을 중재로 시행하였다.
서면 감사일기의 예시는 Figure 2와 같다.

- 2 -

Figure 2. Example of gratitude
journal entry in writing

3) 대조군2: 모바일 일상일기 그룹
대조군2에게는 동일한 일기장 어플리케이
션(Wizard Works Inc.가 개발한 ‘국민메모
장, 솜노트’)을 다운받아 자유롭게 일상에
관련된 사건을 기록하도록 하는 일상일기
프로그램을 중재로 시행하였다. 모바일 일
상일기의 예시는 Figure 3과 같다.

4) 대조군3: 서면 일상일기 그룹
대조군3에게는 필기구와 종이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일상에 관련된 사건을 기록하도록
하는 일상일기 프로그램을 중재로 시행하였
다. 서면 일상일기의 예시는 Figure 4와 같
다.
Figure 3. Example of daily
mobile journal entry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적모집단은 전국의 대학생으
로, 근접모집단은 서울 소재 5개 대학(고려
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
교, 한양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 대학생
을 말한다. 본 연구의 계획하였던 대상자는
50명이고 모집된 대상자는 48명이었다. 이
중 8명이 중도 탈락되어 총 40명의 대상자
가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모집대상 선정기준의 범위와 근거
- 나이가 만 18세 이상인 자
-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중
앙대학교, 한양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2016학년도 1학기 등록 및 2학기 등록
예정)
- 스마트폰 혹은 모바일 태블릿을 소지한
자
: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모바일 어플리케
이션을 다운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혹은
모바일 태블릿을 소지하여야 하고, 대조
군 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필요 없는
대조군도 있지만 무작위 배정을 위해 스
마트폰 혹은 모바일 태블릿을 소지한 자
를 선정기준으로 한다.
- 한글을 읽고 쓰기가 가능한 자

Figure 4. Example of daily journal
entry in writing

모집대상 제외기준의 범위와 근거
- 외국인, 대학원생, 교환학생, 학점교류 프
로그램 수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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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의 동질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집대상에서 제외한
다.
- 실험 전 기존에 일기를 쓰고 있는 자
: 이 연구는 일기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우울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일기 프로그램 전과 후
의 우울감과 행복감을 측정하여 비교할
것이다. 실험 전 기존에 일기를 쓰고 있
는 자는 일기 프로그램의 영향을 비교하
기 어렵기 때문에 모집대상에서 제외한
다.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연구수업 수강
생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간호연구수업의
수강생은 이 연구의 계획과 실험군과 대
조군 등에 대해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모집대상에서 제
외한다.
- 정신과적 치료가 시급한 심한 우울증을
가진 자
: 실험 참여가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대상자의 보호 목적으로 모집대상에서 제
외한다.
모집 인원 크기 산출 근거
표본 수 산정을 위해 G*power 3.1.9.2를
이용하여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repeated
measure 2-way ANOVA) 효과크기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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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수준(α) 0.05, 검정력(1-β) 0.80, 4그룹
3번 측정으로 설정하였을 때 기대되는 표본
수는 40명이었다. 이때 탈락률을 20%로 고
려하여 총 5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2010년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만 18세 이상인 대학교 재학생의 비율은
2.7%이고 성비는 0.78이었다. 이에 따라 50
명의 대상자 중 남자 28명, 여자 22명으로
계획하였다.
연구대상자 배정 방법
실험참여 동의 후 컴퓨터 엑셀프로그램의
난수표를 이용하여 48명을 무작위배정 하였
다. 실험군, 대조군1, 대조군2, 대조군3에 12
명씩 무작위 배정하였다.
연구대상자 보호 방법
연구대상자의 익명성을 유지하며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한
다.
1) 본 연구대상자의 개인식별정보 중 주민
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다.
2) 연구대상자의 이름, 휴대폰 번호는 추후
자료 수집을 위한 만남을 계획하기 위해서
수집한다. 이름, 휴대폰 번호가 기록된 기록
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김희정 교수의
방에 있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캐비넷에
하드카피로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것이다.
3) 이름, 휴대폰 번호가 기록된 기록지는
오직 연구 책임자와 지도교수의 감독 하에

다른 연구진의 열람이 가능하다.
4) 자료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연
구에서 대상자로부터 얻은 일반적 인구 사
회학적 특성과 관련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
으로만 사용한다. 연구회의 이외의 다른 장
소에서(예. 엘리베이터, SNS)에서 대상자로
부터 얻은 일반적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관
련된 자료는 말하거나 공유하지 않는다.
5) 본 연구 진행 중 자료 수집 시 CES-D
점수가 25점 이상인 경우 연구 참여를 중단
하고,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 지도교수
인 김희정 교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게
알려 연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보호할 조치
를 취할 것이다.
연구대상자 모집과정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모의기관생명윤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고, 연구대상
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고려대학교, 서울대
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재학생들에게 게시공고를 하고 게시공고문
을 사진파일로 변환하여 SNS공고를 하였
고, 구두모집을 통해 모집을 실시하였다. 자
발적 연구 참여자 중 표집기준에 부합하는
총 48명의 대상자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 모집방법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직접 연구의 목
적, 내용, 기간, 참여도중 중단의 허용, 사생
활 보호 및 비밀 유지와 관련된 내용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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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과 동시에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추후 원활한 연구진행을 위해 연구
대상자 모집 시 대상자의 휴대폰 번호를 기
재하도록 하였고, 휴대폰 번호를 수집하는
목적과 연구기간동안 보관 방법, 연구 종료
후 즉시 폐기할 것임을 공고문에 게시하였
다. 재학 중인 대학교, 휴대폰 번호를 제외
한 대상자 관련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이름, 휴대폰 번호가 기록된 기록지는 연세
대학교 간호대학 김희정 교수의 방에 있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캐비넷에 하드카피로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였고, 오직 연구 책임
자와 지도교수의 감독 하에 다른 연구진의
열람이 가능하다. 연구는 총 3번의 설문조
사를 통해 진행되었고, 마지막 설문조사 후
1,5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한국어판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 긍정
적-부정적 정서 척도(PANAS;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lae) 그리고 역학우
울센터 우울척도(CES-D)를 포함한다. 모든
설문도구는 원도구개발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았다. 연구도구 사용 내용은 Figure 5와
같다.
4.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2016년 8월 중순부터 2016년
10월 말까지 8주 동안 3차례 실시하였다.

Figure 5. details of research tools usage

중재 시작 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대상자의 행복감, 우울감 정도를 사전
설문조사하였다. 4주의 실험을 마치고 난 9
월 말, 동일한 척도를 이용하여 행복감, 우
울감 정도를 사후 설문조사하였고 4주 뒤인
10월 말, 행복감, 우울감의 추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설문은 훈련 받은 3인이
전화로 실시하였다.
실험 시작 후 연구자는 중간점검 차원에
서 대상자에게 text message를 통해 매주
한 번씩, 3차례 연락하여 중재프로그램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였
다. 이때 모든 대상자에게 같은 날짜, 내용,
횟수를 적용하여 연락하였다. 중간점검 시
문자의 예시는 Figure 6과 같다.
Figure 6. Example of reminder text message
“일기 잘 작성하고 계시나요?”
“일주일에 3번 이상 쓰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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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방법
분석 방법은 다수 집단들의 평균을 비교
하는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repeated
measure 2-way ANOVA)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1 Version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처리하였고,
모든 통계적 검정은 양측검정에서 유의수준
은 0.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계획하였던 대상자는 50명이고
모집된 대상자는 48명이었다. 이 중 8명이
중도 탈락되어 총 40명의 대상자가 중재 프
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탈락한 대상자 중 2
명은 CES-D로 측정한 우울감이 중등도 이
상의 우울 증상이 있음(25점 이상)으로 측
정되어 연구 참여를 중단시키고, 연세대학

교 간호대학 연구 지도교수인 김희정 교수
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게 알린 후 연구대
상자의 건강상태를 보호할 조치로 연세대학
교 상담센터를 소개시켜주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40명의 대상자 중 남자는 17명(42.5%), 여
자는 23명(57.5%)이었다. 나이는 23세에서
25세의 대상자가 28명(70%)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6세 이상으로 8명(20.0%)이다.
학년은 4학년이 18명(45.0%)으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이 3학년 17명(42.5%), 2학년 4
명(10.0%), 1학년 1명(2.5%) 순이었다. 거주
지는 집(본가)가 25명(62.5%)으로 가장 많
았고 그 다음은 자취 8명(20.0%), 기숙사 4
명(10.0%), 하숙 3명(7.5%) 순이었다. 동거
인은 부모님이 21명(52.5%)으로 가장 많았
Characteristics
Gender
Age
Education
Residence
Coreside

고 그 다음은 없음(혼자 생활)로 10명
(25.0%)이었다.
2. 삶의 만족도
실험 처치 전 서면일기와 모바일일기로
나누어 삶의 만족도의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성
이 검증되었으나, 일상일기와 감사일기 그
룹별 비교 시 통계적으로 등분산이 가정되
지 않았다(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시
p=.016으로 동일성 검정 안 됨). 실험 처치
후 서면일기와 모바일일기로 나누어 삶의
만족도의 평균을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F=2.78, p=.104),
일상일기와 감사일기로 나누어 비교 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5.2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40)

Categories
Male
Female
20-22
23-25
≥26
Mean±SD
1
2
3
4
home
living apart from one's own family
dormitory
homestay
with parents
with friends
alone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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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17
42.5
23
57.5
4
10.0
28
70.0
8
20.0
24.25±2.318
1
2.5
4
10.0
17
42.5
18
45.0
25
62.5
8
20.0
4
10.0
3
7.5
21
52.5
6
15.0
10
25.0
3
7.5

p=.029). 실험 처치 전과 실험 처치 4주 후

삶의 만족도 평균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49), 실험
처치 8주 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즉, 일기를 쓰는 방법에
따라서는 삶의 만족도에 변화가 없었으나,
일기의 내용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일기를
쓰는 동안에만 삶의 만족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3. 긍정적-부정적 정서
실험 처치 전 서면일기와 모바일일기로
나누어 긍정적-부정적 정서 척도 평균을
비교했을 때 동질성이 검정되었으나, 일상
일기와 감사일기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는
동질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긍정적 정서의
경우 실험 처치 후 서면일기와 모바일일기,
일상일기와 감사일기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Table 3), 부정적 정서의 경우 일상일기와
감사일기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41, p=.043). 실
험 처치 전과 실험 처치 4주 후, 실험 처치
8주 후 긍정적 정서 평균을 비교한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실험 처치 전과 실험 처치 4주 후 부정적
정서 평균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나, 실험 처치 전과 실험
처치 8주 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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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MD=2.77, p=.025). 일기 쓰는 방법
에 따라서는 부정적 정서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일기 내용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즉, 일기를 쓰는 것은 긍정적
정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정적 정
서 감소에는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우울감
실험 처치 전 서면일기와 모바일일기, 일
상일기와 감사일기로 나누어 우울감의 평균
을 비교했을 때 모두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실험 처치 후 서면일기와 모바일일기, 일상
일기와 감사일기로 나누어 우울감의 평균을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Table 3). 실험 처치 전과 실험 처치
4주 후, 실험 처치 8주 후 우울감 평균을
비교한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아(Table 4), 일기를 쓰는
것은 대학생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w0
SWLS
w4
w8
w0
PANAS_P w4
w8
w0
PANAS_N w4
w8
w0
CESD
w4
w8

Intervention_Gratitude journal entry
Paper
Mobile
M±SD
M±SD
20.00±4.85
21.70±4.17
22.11±6.27
26.60±6.62
21.33±3.71
24.70±7.89
28.00±5.48
29.60±3.34
30.00±5.24
31.30±5.60
30.11±2.85
32.40±3.89
25.11±5.97
22.60±7.63
19.22±5.95
20.80±6.56
21.33±6.02
17.70±6.06
12.00±9.23
11.60±6.75
10.44±9.55
11.20±6.81
12.67±11.34
10.10±9.24

Intervention_Daily journal entry
Paper
Mobile
M±SD
M±SD
24.91±4.80
25.63±3.96
24.82±2.86
26.88±3.36
25.64±4.20
26.13±3.56
33.27±6.70
31.25±3.81
34.18±5.10
33.88±4.91
32.91±6.14
29.13±7.00
18.73±5.90
17.88±4.82
19.55±4.63
16.38±4.14
18.45±5.30
15.75±5.75
6.73±4.52
8.00±9.78
6.64±4.18
10.13±9.96
5.55±4.97
9.38±8.82

w=week
* Gratitude mobile journal entry N=10; Gratitude journal entry in writing N=9; Daily mobile journal
entry N=8; Daily journal entry in writing N=11
Table 3. Effect of Gratitude journal entry compared with daily journal entry

Research tool
SWLS
GD
DRM
GD*DRM
Error
PANAS_P GD
DRM
GD*DRM
Error
PANAS_N GD
DRM
GD*DRM
Error
CESD
GD
DRM
GD*DRM
Error

type Ⅲ sum of squares
240.27
128.23
30.93
1566.21
136.06
0.67
99.72
1823.01
313.47
99.57
3.64
2417.03
364.27
31.77
91.08
4822.90

GD=Gratitude Diary; DRM=Diary Record Method
* variable coding: 0=Daily Diary; 1=Gratitude 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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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
1
1
1
34
1
1
1
34
1
1
1
34
1
1
1
34

mean square
240.27
128.23
30.93
46.06
136.06
0.67
99.72
53.62
313.47
99.57
3.64
71.09
364.27
31.77
91.08
141.85

F
5.22
2.78
.67
2.54
0.01
1.86
4.41
1.40
0.05
2.57
.22
.64

p

.029
.104
.42
.120
.912
.182
.043
.245
.822
.118
.639
.429

Table 4. Differences in the score of gratitude journal entry compared with daily journal entry by
period

Research tool I
SWLS
w0
w4
PANAS_P
w0
w4
PANAS_N w0
w4
CESD
w0
w4

J
w4
w8
w8
w4
w8
w8
w4
w8
w8
w4
w8
w8

Mean Difference(I-J)
-2.04
-1.39
.65
-1.81
-0.61
1.81
2.09
2.77
-2.09
-.020
.160
.180

논의
본 연구는 일기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행
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일기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행복감
과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결과,
일기를 쓰는 방법(서면 또는 모바일로 기
술)에 상관없이 감사일기 쓰기활동을 경험
한 대학생들은 경험하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 행복감이 증진되고 삶의 만족도
(SWLS)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증진 관련 프로그램들이 행복감을 증진
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권선중, 김교헌, & 이홍석, 2006; 노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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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CI of MD
SE p
(lower-upper bound)
.81 .049 -4.08 to -.01
.96 .469 -3.90 to 1.03
.78 >.999 -1.31 to 2.61
0.90 .156 -4.07 to 0.45
0.88 >.999 -2.82 to 1.61
0.90 .156 -0.45 to 4.07
0.97 .112 -0.34 to 4.53
0.99 .025 0.29 to 5.25
0.97 .112 -4.53 to 0.34
1.36 >.999 -3.45 to 3.41
1.23 >.999 -2.93 to 3.25
.87 >.999 -2.00 to 2.36
2008; 신현숙, 2007; 유선진, 2011; 이지현,
2009; Emmons, & McCullough, 2003;
Froh, Sefick, & Emmons, 2008;
Lyubomirsky, 2008)와 맥을 같이 한다. 감
사한 마음가짐과 태도는 행복감과 관련성이
높다(Park, & Peterson, 2009). 행복감이 높
은 사람들은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에 비하
여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좀 더 긍정
적인 방향으로 재귀인하는 낙관성을 지니며
(Vaillant, 2010), 이러한 낙관성은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와 상호 긍정적인 관련성이
높다(김혜경, 2010; 박윤, & 양진희, 2012).
따라서 매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격적으로 낙관적일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낙관성은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상호 영향력을 행사한
다. 이러한 점에서 감사일기 쓰기활동 경험
의 효과는 행복감 증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본 연구 결과는 4주 동안
의 감사일기 쓰기활동 경험이 대학생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었
음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삶의 만족도
(SWLS)는 감사일기를 쓸 때(week4)는 효
과가 있으나, 일기 중단 후부터는(week8)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일기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우울감
(CES-D)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결과, 일
기 프로그램 적용 후의 대학생의 우울감의
변화의 차이는 그 어떤 그룹도 보이지 않았
다. 이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을 한 연구 중
채중민(2008)의 연구 중 감사 표현 및 기록
이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인 것과
상충된다. 또한 우울성향이 있는 여자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이지은 등(2016)의 연구
중 감사 표현이 주관적 웰빙 향상과 우울
감소의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과 상충된다.
실험 처치 후 서면일기와 모바일일기, 일상
일기와 감사일기로 나누어 우울감의 평균을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실험 처치 전과 실험 처치 4주후, 실
험 처치 8주 후 우울감 평균을 비교한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일기를 쓰는 것은 대학생
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PANAS-N(부정적 정
서)는 감사일기를 쓰는 동안은 변화가 없었
으나 실험 종료 후 8주차에 감소하며 장기
적인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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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감사일기 쓰
기활동을 경험한 대학생들은 경험하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 행복감이 증진되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했다. 하지만 일기의 종류 및
방법에 상관없이 일기쓰기 활동을 경험한
대학생들은 경험하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부정적
정서에는 뒤늦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
학생들의 행복감과 우울감에 대한 심리적인
측면의 심층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였다. 따
라서 감사일기 쓰기 활동과정에서 대학생들
의 경험에 따른 심리상태 변화에 대해 질적
으로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4주 동안 감사일기 혹은 일상일기
쓰기 활동을 매주 3회 이상, 3줄 이상 쓰는
실험처치로 획일화하였다. 이에 실험처치의
실행대상이 처한 상황과 특성, 빈도수, 기간
및 자발성 여부, 매체 선호도 여부 등에 따
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다
양한 변인에 의한 일기 쓰기 활동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간 및 횟수를 조정
하면 이번 실험에는 효과를 보이지 않은
CES-D와 PANAS-P의 효과가 변할 수 있
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목적은 감사일
기가 대학생의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일기 작
성 매체에 따른 유의한 차이에 대해 알아보

고, 그에 따라 대학생의 삶의 질 개선의 보
다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중재방안을 고안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매체의 유의성을 검
증하기 위해 양적·질적 연구를 동반하고 보
다 세부적인 요인들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
하겠다. 넷째, 본 연구는 전국 대학생을 서
울 소재 5개 대학(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에 재
학 중인 학부 대학생 48명을 근접모집단으
로 선정하여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
라서 추후에 이루어질 연구에는 전국에 있
는 대학교를 균형 있게 맞춰 폭넓은 표집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일기 프로그램을
시작한 시기가 방학에 해당되고, 프로그램
이 끝나는 시기가 학기 중에 해당되어 학교
생활에 대한 부담감이 방학과 비교하여 악
화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효
과적인 연구를 위해서 연구시기를 학기 중
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
하다. 여섯째, 중재 적용 전, 일상일기 그룹
과 감사일기 그룹으로 나누어 삶의 만족도
와 긍정적-부정적 정서의 동질성을 비교하
였을 때 동질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이는
실험 설계 시 연구대상자의 무작위배정에
실패하였음을 의미한다. 감사일기 프로그램
의 보다 정확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 설계 시 연구대상자
의 무작위배정 결과 중재 적용 전의 행복감
과 우울감의 동질성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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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와 시사점은 대학
생들의 행복감과 우울감의 질의 정도를 확
인하고 이에 서면과 모바일 기반의 감사일
기 프로그램이 이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
여, 향후 이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방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서울 소재 5개 대학(고려대학
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한
양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 대학생 48명을
근접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일기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 실험연구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삶의 만족도는 일기
를 쓰는 방법에 따라서는 변화가 없었으나,
일기의 내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을 알 수 있었으며, 일기를 쓰는 동안에만
삶의 만족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긍
정적-부정적 정서는 일기를 쓰는 방법에
따라서는 부정적 정서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나, 일기 내용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즉, 일기를 쓰는 것은 긍정적 정
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정적 정서
감소에는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일기를 쓰는 것은 대학생의 우울감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감사일기 쓰
기 활동과정에서 대학생들의 경험에 따른
심리상태 변화에 대해 질적으로 분석해 보
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실험처치의 실행대
상이 처한 상황과 특성, 빈도수, 기간 및 자
발성 여부, 매체 선호도 여부 등에 따라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변인에 의한 일기 쓰기 활동의 효과를 분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구시기를 학기
중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시행하는 것이 필
요하다. 추후에 이루어질 연구에서는 전국
에 있는 대학교를 균형 있게 맞춰 폭넓은
표집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척도들
에 대해 실험기간을 연장하여 효과가 나타
날 수 있으므로 기간을 연장하여 연구를 진
행할 것을 제언한다.
나아가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일기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추후 연구를 진
행, 대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기 프로
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후
일기 프로그램을 정서장애, 우울장애 등에
적용하거나 부정적 감정을 완화할 수 있는
중재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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