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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긍정심리학이 대두되면서, 심각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는 사람
에 대한 관심이 점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역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사람의 특성인
리질리언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임상이나 연구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리질리언스에 대한 선행 연구물들을 통해 개념적인 측면을 재조명하였
고, 명시적인 역경으로 외상성 손상(척수손상, 절단장애, 외상성 뇌손상)을 경험한 후 나타난 리질리
언스를 다룬 기존 연구 논문을 검토하여 리질리언스의 과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자
시도하였다. 끝으로 의미 있는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임상 및 연구에 리질리언스를 적용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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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불우한 가정 환경, 신체적 기능의 상실, 경제적
어려움 등 역경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
은 사람들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으로 자신의 역
할을 충실히 하고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
람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 최근 긍정심리학이
대두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들
의 긍정적인 측면을 개념화하는 다양한 용어가
등장하였으며, 그 중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리질리언스이다.
특히, 최근 외상성 손상을 경험하는 내담자의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활, 그리고 리질리언스와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1998).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리질리언
스에 대한 연구는 시작 단계에 있으며,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들도 대부분 리질리언스를 높이는 특
성에 국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과정과 구체적인
사례에 이를 적용한 연구가 요구된다(전인경,
2009). 또한 리질리언스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그 과정을 파악하고자하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외상성
손상인 척수 손상, 신체 절단, 외상성 뇌손상의
심리적 적응 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 논문을 살펴
봄으로써 리질리언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특히, 각각의 외상성
손상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특성들과 긍정
적인 적응 결과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리질리언스
와 관련된 변인이 무엇인지 확인함으로써 리질리
언스 과정 이해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
였다.
리질리언스(resilience)는 라틴어 resiliens에서 유래
된 말로 본래 물체의 신축적이며 유연한 성질을
가리킬 때 사용되며 사전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향’, ‘회복력’, ‘탄성’ 등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는 연구자들에 따라서 리질리언스를 탄력성(김충
희, 2004; 장휘숙, 2001; 정동화, 1997), 적응유연성
(김현아, 이수연, 김규식, 2011; 박현선, 1998; 신현
숙, 2003; 유성경, 심혜원, 2002, 임성숙, 김진숙,
2009), 회복력(김혜성, 1998) 등으로 번역하여 사용
하고 있다. 그러나 각 단어들이 리질리언스의 개
념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짐으
로 인해 국내의 몇몇 연구(김동일, 최수미, 2008;
최윤정, 김혜련, 2004)에서 리질리언스에 대한 별
도의 번역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연
구에서도 통일된 용어가 나타날 때까지, 이를 고
려하여 리질리언스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여러 학자들은 리질리언스를 연구하기 위해 이
를 정의하고 개념화하고자 노력했다. Begun(1993)
은 리질리언스가 병리나 위험의 부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역경, 스트레스, 그리고 박탈
에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Garmezy(1993)
는 리질리언스가 역경 이후에 기능 수행을 되찾
은 사람으로 설명된다고 했으며, 극한 스트레스
이전에 개인이 가지고 있던 적응과 역량의 양상
으로 복귀하기 위한 능력과 회복력에 있다고 보
았다. Frase et al.(1999)은 리질리언스가 역경에 직
면했을 때, 예상치 못한 그러면서도 긍정적인 결
과를 달성하고 있는, 예외적 환경에 적응한 개인
을 주로 묘사한다고 했다. Luthar et al.(2000)은 리
질리언스를 극심한 스트레스 안에서 기대되는 기
능수준이라고 정의하면서 심각한 역경에 노출되
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개념의 정의는 학자마다 혹은 연구의 대상
이나 분야마다 상당히 다양하게 정의되어져 왔다.
이처럼 리질리언스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
으나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리질리언스를 정의
함에 있어서 역경을 전제하고 있다. Masten과
Coatsworth(1998)는 리질리언스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두 가지 판단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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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 번째는 “개인에게 빈곤이나 노숙과 같은
고위험 상태에 의한 심각한 위협이 있는가?”이고,
두 번째는 “개인의 적응의 질이 우수한가?”이다.
이 두 가지 기준만으로 리질리언스의 구인을 확
인하기에는 명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리질리
언스의 정의에서 역경은 반드시 전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에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튀어
오르는 힘을 관찰할 수 없는 것처럼, 역경이 전제
되지 않을 경우 사람이 가진 회복력을 관찰하기
어려우며, 역경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다른 심리적
특성(예, 자아유연성, 안녕감, 효능감 등)과의 구분
이 모호해질 수 있다. 이에 이 분야의 많은 연구
들은 성폭행 피해자(Valentine & Feinauer, 1993) 혹
은 유대인 대학살 생존자(Whiteman, 1990)와 같이
심각한 외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견이
거의 없는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Miller와 Harvey(2001)는 인간의 강점이 삶의 부
정적인 사건들, 고통, 개인적 상실에서 역설적으
로 가장 잘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한 심
각한 상실을 경험한 다수의 사람들이 상당히 어
려운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대처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향상된 자기가치를 보고하고 있음
을 밝혔다. 심지어 최근 연구에서는 비극적이거나
삶을 뒤바꿀만한 사건을 맞닥뜨린 개인이 대다수
사람들의 표준보다 리질리언스를 보일 가능성에
서 더 높다고 보고된다. Mancini와 Bonnano(2006)는
배우자의 죽음, 신체적 폭행, 911 테러를 포함하
는 극단적인 외상사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
람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수준의
심리적 및 물리적 기능을 유지했다(p.972)”고 했
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삶 속에서 리질리언스를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경이 존재해야 하
며 그러한 역경은 역설적으로 리질리언스라고 하
는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게 도와
준다. 따라서 역경은 개인의 리질리언스를 확인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리질리언스는 변화하지 않은 특성이라기보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는 역동적 특성
이다. Block과 Block(1980)은 리질리언스를 일종의
성격유형으로 보았고, 유아기에 가지는 부모와의
관계성이 리질리언스 형성의 근원이기 때문에 유
아기 이후에는 리질리언스의 변화가 어렵다고 했
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리질리언스를 성격특성
으로 이해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리질
리언스가 고정된 특성이라기보다 발달단계 및 환
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 특성을
가졌음을 강조했다(Garmezy, 1993; Luthar & Zigler,
1991). 더불어, Higgins(1994)는 리질리언스와 관련
된 대부분의 특성이 학습된다고 보았고,
Wicks(2005) 또한 리질리언스가 유아기 때 형성되
어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습가능
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가변적인 특성이라고 언
급했다. 성격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비교적
영속적인 특성을 지닌 한편, 리질리언스는 학습
가능한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리질리언스
를 성격과 구별되는 구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
요하다(APA Help Center, 2006; Newman,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과정으로서의 리질리
언스를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석틀을 만들어,
2) 명시적인 외상적 경험으로 척수손상, 절단장애,
외상성 뇌손상의 리질리언스 과정 상에서 나타나
는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3) 리질
리언스를 특성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
고자 하였으며 심각한 역경, 특히 외상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리질리언스 심리 양
상에 대해 살펴보았고, 4)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
로 추후 요구되는 리질리언스 연구를 제안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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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손상과 리질리언스
외상적 경험이란, 급격한 사고 혹은 원인에
의해 중대한 신체 기능의 손상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외상적 사건이라 말한다(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1998). 이러한 외상적 사건으
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손상을 외상성 손상
(Traumatic injuries)이라고 말하며, 대표적으로 외상
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 TBI), 절단장애
(amputation), 척수손상(Spinal Cord Injury, SCI)을 포
함할 수 있다(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1998).
외상성 손상은 뇌와 척수 혹은 기타 다른 신체
등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가시적
장애 발생 이후 부가적으로 생겨나는 다양한 문
제로 인해 심각하고 복잡한 인지적, 심리사회적
기능 손상이 야기될 수 있다(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1998). 즉, 외상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손상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삶
의 장면들마다 경험하게 되며, 이는 이들에게 부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외상성 손상을
가진 내담자를 만나는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이 보
이는 양상으로 단순히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기
능적 문제만 고려하기 보다는 장애 이후에 부가
적으로 발생하는 보다 심리사회적인 측면, 다시
말해 우울, 자존감,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은 요소
에 관심을 기울인다(Driver, 2006a). 특히 최근에는
이들의 심리사회적 기능의 향상과 지역사회로 긍
정적이고 성공적인 재통합을 도울 수 있는 리질
리언스와 같은 보다 긍정적인 능력을 강조하면서,
외상성 손상을 가진 사람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능력이 작용하는지 여부를 파
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Emes et al.,
2002; Snyder et al., 2006).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척수손상, 외상성 뇌손
상, 신체의 절단과 같이 후천적으로 신체 기능의
손상을 입은 즉, 외현상 드러나는 심각한 역경을
맞닥뜨린 개인을 대상으로 외상 이후에 나타나는
심리사회적 기능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리질리언

그림 1. The Resiliency Model(Richardso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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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연구하고자 한다. 외상에는 심각한 신체 기
능의 손상이 없는 심리적인 외상도 포함되지만,
이 논문에서는 신체 손상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한 심리적 외상은 논외로 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리질리언스는 개인이
삶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적 역경 사건을 전제
하고 다시금 이전의 삶의 장면 속으로 재통합
(reintegration)해 가는 과정이다(Richardson, 2002).
Richardson(2002)은 이러한 리질리언스의 과정을 설
명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모델을 제시하였다.
Richardson(2002)은 개인이 스트레스적 역경 상황
속에서 생물 심리 영적 항상성(Biopsychospiritual
Homeostasis)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리질리언스 과
정으로 모형화 하였다. Richardson(2002)에 따르면
리질리언스 과정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붕괴
(disruption)되는 과정을 공통적으로 경험한다고 설
명하였다. 붕괴는 개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삶의
패러다임이 특정 사건 즉, 스트레스적 역경에 의
해서 변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붕괴를 처음
직면하게 되는 초기에는 부정적인 정서, 즉, 혼란,
불안, 공포, 우울과 같은 감정을 경험한다고 하였
다.
다음으로 개인은 붕괴된 스스로의 삶을 재통합
하려고 시도하는데 그러한 시도가 가능하기 까지
는 정서적, 물리적 도전과 함께 어느 정도의 시간
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재통합하는 과정에서 개인
은 부정적 혹은 긍정적 경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Richarson(2002)은 이와 같은 과정을 리질리언스 재
통합(resilient Reintegration), 항상성으로의 재통합
(Reintegration Back to Homeostasis), 상실을 수반하
는 재통합(Reintegration with Loss), 역기능적 재통합
(Dysfunctional Reintegra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상
실을 수반하는 재통합과 역기능적 재통합은 부정
적 양상임에 반해 항상성으로의 재통합과 리질리
언스 재통합은 긍정적인 양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역경 이후 붕괴된 경험 속에서
보다 긍정적 변화를 보이는 과정에 관심이 있으
므로 Richarson(2002)의 모델 중 긍정적인 양상인
리질리언스 재통합과 항상성으로의 재통합에 초
점을 맞추었다. 우선 리질리언스 재통합은 개인이
스트레스적 역경 속에서 작은 통찰 혹은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 한다. 이 과정은 개인의
삶 속에서 진정한 리질리언스가 무엇인지 확인하
고 평가하며 보다 성숙해 가는 것을 통해 보다
자기 성찰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 과정 속에서 외
상성 손상 장애를 경험한 이후 개인은 이전의 삶
즉, 장애 발생 이전의 패러다임과는 다른 삶의 철
학 혹은 통찰을 보이고 보다 성숙되거나 깊어진
삶의 양상을 보인다. 또한 항상성으로의 재통합과
정은 개인이 스스로에게 안정감을 주는 “안정 영
역(comfort zones)”을 붙들고 있으면서 다시 붕괴되
는 양상을 줄여 나가고자 노력하고 반대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이 과
정에서 개인은 외상적 손상의 경험으로 발생한
장애가 영구적이기는 하지만 보다 긍정적인 삶의
시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 리질리언스
재통합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Richarson(2002)이 제시한 리질리
언스 과정 모델을 기반으로 외상성 손상을 스트
레스적 역경 사건으로 경험하고 외상성 손상이
기존의 삶에서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이 붕괴되는
것을 경험한 내담자들에 대한 선행 연구물들을
분석하여 이들의 삶의 적응적 양상, 즉 리질리언
스의 과정을 분석하려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분석틀을 그림 2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역경을 외상성 손상 경험으로
개념화하고 외상성 뇌손상과 척수손상 그리고 절
단장애 각각의 리질리언스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
표적인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스트레스원으로 인
해 붕괴되는 현상으로는 외상성 사건 이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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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요인
역경

재통합

붕괴
그림 2. 본 연구의 분석틀

하는 심리 사회적 양상 즉,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요인을 고찰할 것이다. 다음으로 각 장애 영역마
다 리질리언스 재통합 상황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서 주요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 결과
적으로 리질리언스 재통합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척수손상과 리질리언스

척수손상(Spinal Cord Injuries, SCI)은 사고나 질병
으로 인해 척수가 손상되어 뇌의 신경과 신체의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 사이의 소통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못하여 신체 기능의 문제를 초래하는
손상으로 대부분 후천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된
다(신은경, 최정아, 2007). 우리나라의 경우, 매해
인구 100만 명에 20명에서 50명 정도로 척수 손
상을 당하고 있으며(박영숙, 김정희, 2003),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SCI
인구는 약 19,7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변
용찬 외, 2006). SCI는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가 많으며, 대부분 가장 활동이 왕성한 시기인
40대 이전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애리,
1999). 또한 SCI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Krause &
Crewe, 1991).

이들은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척수손상이라는
역경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한 신체 기능 상실과
이에 수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겪음으로써 일
상생활에서 붕괴를 경험한다. SCI 내담자들은 신

체기능의 상실과 그로 인한 삶의 제약 때문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Dixon & Caradoc-Davies,
2005). 또한 SCI 내담자들에게는 신체적 상실과
관련된 자존감의 저하, 우울감, 소외감, 불안감 등
심리적 측면이 사회 통합 및 적응에 영향을 준다
(Krause & Crewe, 1991; 유양숙, 2000). 이에 SCI를
대상으로 한 연구물들에서는 이들의 붕괴된 삶의
체계를 재통합시키기 위해 신체적 기능 상실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Dimidjian et al.(2006)은 SCI 내담자들이 약물이
나 상담을 통해 우울증 치료를 받았을 때, 우울
증상이 의미 있게 완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우울 증상이 재활, 기술 습득, 지식 획득을 하는
동안 완화됨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SCI 내담자들은 재활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 어
느 정도 우울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음을
밝혔다(Frank et al., 1987; Woolrich, et al., 2006). 이
는 이들의 우울을 완화시키려는 약물과 상담적
접근이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본 연
구의 분석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붕괴에서 재통합
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보여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SCI 내담자들의 재통합 과정을 파악하
기 위해서는 붕괴로 인해 나타나는 우울이나 불
안 등과 같은 부정적 양상들과 이를 긍정적으로
재통합하는 과정을 매개하는 변인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연구들에서
매개 변인으로 제시하는 대표적인 변인으로는 상
황에 대한 개인의 평가와 대처 스타일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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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CI 내담자의 심리적 적응 과정을 설명해주는
모델인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평가와
대처 모델(the Stress Appraisal and Coping Model)로
설명된다. 이 모델에서는 SCI 내담자의 심리적 적
응 과정에서 상황에 대한 개인의 평가와 대처 스
타일이 주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Pollard와 Kennedy(2007)는 SCI 내담자를 대상으
로 종단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장애를 입
은 지 12주째부터 대처 전략들이 활용되며, 이는
개인의 기능적 자립상태와 장애의 수준과는 무관
하게 우울의 33%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SCI 내담자의 정서적 적응을 충분히 설명
해 주지는 못했다(Kennedy et al., 2003). 즉, 대처
전략이 우울과 같은 정서적 특성을 설명하기는
하지만 적응으로 이어질 정도로 충분하지는 못함
을 의미한다. Kennedy et al.(2003)의 연구에서도 이
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대처 효과
훈련 프로그램(Coping Effectiveness Training program,
CET)을 활용하여 개입을 했을 때 불안이나 우울
정도가 낮아지긴 했지만 피험자들이 결과적으로
자신이 예전에 주로 사용하는 전략을 다시 사용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프로그램의 효과로
부정적 정서 상태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기존의
전략을 보다 효율적인 전략으로 바꾸게 하지 못
하였다. 그 대신 피험자들은 그들의 상황을 긍정
적으로 재평가하게 되었는데, Kennedy et al.(2003)
은 이 점을 프로그램의 가장 효과적인 측면으로
보았다. 이는 Elliott et al.(2002)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즉, 대처 전략이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잘 변화하지 않는 반면, 상
황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중재나 프로그램 실시
여부에 따라 변화가능하며, 이는 심리적 적응, 즉
재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Kaiser와 Kennedy (2009)는 실제 SCI 내담자들에
게 상황에 대한 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

는지 확인하기 위해 SCI 내담자 10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네 가
지 주요한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였다.
SCI를 입으면 초기 단계에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손상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자신
에게 일어난 외상적 경험을 평가한다. 다음에는
손상으로 인해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게 되는지,
그와 관련하여 희망이 있는지, 어떤 두려운 일이
생길지에 대해 평가하고 그 영향이 주요 타자에
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평가한다. 또한 자
신의 대처 자원을 고려하는 이차적 평가가 이루
어지며, 마지막으로 SCI이후에 자신이 얻는 이익
에 대한 개인적 인식과 자기 인식이 증가함으로
써 자신과 삶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상황에 대한 평가는 SCI의 적응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준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SCI 내담자들의 재통합
을 돕는 요인으로 영성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
였다. SCI 내담자의 영성에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
는 것은 영성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Matheis et al.(2006)은 일반적인 건강과 삶의 사회
적 질에 대해 인식하는 수준이 영적 믿음을 갖는
환자들 사이에서 가장 높다는 것을 밝혔다. SCI
내담자들의 경우, 손상된 이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영성이 곡선 형태를 그리며 변화한다. White et
al.(2010)에 의해 이러한 변화는 경험적으로 입증
되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SCI 내담자는 첫
번째 측정 시점에서 두 번째 시점까지는 영성이
증가하다가 두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감소하여
처음 점수와 비슷해진다. 이처럼 증가하다가 감소
하는 패턴은 개인의 삶이 상당히 파괴된 이후에
영성이 증가하지만 그 시기를 지나면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가설에 의해 뒷받침된다
(Hodge, 2003). 영성이 SCI 내담자의 삶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며, 시간에 따른 변화에 민감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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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CI 내담자들의 리질리언스 과정

역경
척수손상

붕괴
신체적 기능 상실
우울

영향을 주는 요인
상황에 대한 평가
대처 전략, 영성

상담자들은 재활의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영성을 향상시키는 중재를 개발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Johnstone & Yoon, 2009).
이처럼 SCI 내담자들은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
체 기능 손상과 그에 수반되는 우울과 같은 심리
사회적 문제를 겪으면서 일상이 붕괴된다고 하더
라도 치료나 상담적 접근을 통해 재통합을 이루
며, 이 과정에서 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처전략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SCI
내담자들이 붕괴된 상태에서 재통합을 이루게 되
면 삶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난다. 이들에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긍정적 변화는 삶에 대한 만
족이 향상되는 것이다. SCI 내담자들은 재활을 받
는 동안 삶에 대한 만족감이 의미 있게 향상된다.
White et al.(2010)의 연구에서도 SCI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의 변화 양상을 확인
하였는데, 측정할 때마다 삶에 대한 만족지수를
측정하는 척도의 평균 점수가 중간을 약간 넘었
다. 즉,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이 보통보다 약간 더
높았다. Kennedy와 Rogers(2000)의 연구에서도 SCI
후 첫 6개월 동안은 상대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이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우울, 상
황에 대한 평가와 대처 전략, 삶에 대한 만족, 영
성과 같은 변인들이 SCI 내담자들의 붕괴에서 재
통합하는 리질리언스 과정에서 나타나는 요소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틀로 나타내보면 표 1과 같다.

재통합

재통합 상태
삶에 대한 만족

절단장애와 리질리언스
절단장애(amputation)란, 상지 또는 하지가 결손
된 장애로 교통사고, 가정사고, 약물사고, 폭력사
고 등 후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남중웅, 최경
훈, 김영갑, 2009). 2005년 보건복지부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절단 장애인은 63,000명 정도
수준이다(보건복지부, 2005). 미국의 경우에는 매
년 15만 명 이상 새롭게 절단장애를 가지는 것으
로 보고하고 있으며(American Amputee Foundation,
2006), 국내와는 달리 절단장애를 가지고 있는 인
구의 대부분이 질병과 관련한 문제에 의해 발생
한 것이지만 최근에는 전쟁의 결과로 나타난 상
의 군인의 경우처럼 외상적 경험에 의해 발생한
절단장애 인구 역시 급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
다(Geertzen, Martina, & Rietman, 2001).
절단장애 역시 매우 급격한 삶의 변화이며, 절
단장애로 인한 심리적, 사회적 변화가 발생한다.
절단장애로 인한 급격한 삶의 변화에 대해 개개
인마다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상흔, 자아정
체감의 변화, 사회적 기능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특성이 나타나며(Horgan, et al., 2004), 이에 더해
절단장애만의 특이한 심리사회적 특성인 신체
이미지(Rybarczyk et al., 2000), 환상지통 경험
(Gallagher & MacLachlan, 1999) 등이 존재한다. 이
러한 심리사회적 양상들은 절단장애라는 역경으
로 인해 나타나는 붕괴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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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신체이미지 불안은 다른 외상성 손상과
는 구별되는 절단장애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붕
괴 현상으로 신체 일부를 상실한 절단 장애 내담
자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신체 이미지
는 개인과 환경이 스스로에게 영향을 주는 과정
에서 생겨난 심리적 경험과 느낌 그리고 자신에
대한 태도의 복합적인 역동으로, 스스로에게 원하
는 모습 즉 신체적 갈망과 외모, 기능, 형태 등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신체이미지는 불안과 관
계가 있으므로(Frierson, & Lippman, 1987), 갑작스
러운 신체 일부 상실로 인해 자신의 신체이미지
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절단장애 내담자들은
그로 인한 불안을 경험할 수 밖에 없다.
환상지통 역시 절단장애 고유의 붕괴 현상으로
신체이미지 불안과 관련된다. Katz(1993)는 환상지
통을 절단 후 신체이미지 불안에 대한 반응이라
고 말했다. 다른 연구에서도 환상지통이 있는 참
가자는 환상지통이 없는 참가자들보다 신체이미
지를 그릴 때, 사지가 없는 신체보다 온전한 신체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의미 있게 더 높다고 밝혔
다(Pucher et al., 1999; Whyte & Niven, 2001). 또한,
Whyte와 Niven(2001)는 BDI의 하위 문항들 중 신
체이미지 불안문항들이 환상지통 강도 변량의
16%를 설명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환상지통
은 절단장애로 인한 또 다른 붕괴 현상인 신체이
미지 불안과 밀접하게 관련 있으므로, 이와 상호
작용함으로써 절단장애의 리질리언스 과정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절단장애 내담자들이 겪게 되는 특이적인 붕괴
현상인 신체이미지 불안과 환상지통은 보조기구
의 사용으로 인해 재통합될 수 있다. Wittkower
(1947)는 기능적 요구를 만족시킴에 있어 보조기
구가 절단을 감추고 ‘정상적’ 혹은 ‘온전한’ 신체
이미지를 재생하는 도구로써 역할을 한다고 말하
였다. 추후 연구에서도 이를 질적(Norris et al.,

양적(Murray & Fox, 2002; Yetzer et al., 1998)
으로 증명하였다. Murray와 Fox(2002)는 하지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4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
였다. 그 결과 여성들 사이에서 신체이미지 불안
의 증가는 그들의 보조기구에 대한 낮은 만족도
수준과 관련되며, 남성들 사이에서는 신체이미지
불안의 증가는 보조기구 사용의 감소와 보조기구
에 대한 낮은 만족도 수준과 관련되었다. 이는 보
조기구에 대해 만족하고 사용을 많이 하면할수록
신체이미지 불안이 감소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보조기구가 변형된 신체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
며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Murray(2005)는 보조기구에 성공적으로 적
응한 3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구조로
보조기구를 체화함에 있어 환상지통이 의미 있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보조기
구에 만족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게 되면 신체이
미지 불안이 감소하여 심리적으로도 안정되는데,
환상지통이 이러한 과정에 작용한다면 보조기구
에 익숙해지는 재활 초기에 환상지통이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Dunn(1996)은 절단장애를 가진 내
담자들을 대상으로 장애 경험에서 긍정적인 의미
를 발견하고 긍정주의자가 되고 장애를 통제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의 유익한 영향을 점검하
였다. 그 결과 138명 중 77%가 절단장애의 결과
로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들 중
60%는 예상치 못했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하였고, 35%는 삶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고 평
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는 우울 증상 수준을 낮추는 것과 관련되었
다. 특정 관점보다 더 긍정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더 나은 적응과 관련되며, 긍정적인 개인적
변화를 인식하는 것은 적응에 중요한 요소이다
(Dunn, 1996; Rybarczyk et al., 2000). Dunn(1996)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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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절단장애 내담자들의 리질리언스 과정

역경

붕괴

절단장애

우울과 신체적 기능 상실
신체이미지 불안, 환상지통

재통합
영향을 주는 요인
보조기구 사용
장애 경험에서 긍정적 의미 발견

연구와 유사하게 Gallagher와 Mac-Lachlan(2000)의
연구에서도 연구대상자의 48%가 절단장애 이후에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고 좋은 일이 생
겼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이들은 의지로 독립성
을 확보하게 되었고, 성격 형성으로 경험을 바라
보았으며, 대처 능력을 향상시켰고, 재정적인 이
익을 얻었으며, 고통이 감소하였고, 더 나은 삶의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사람들이 만날 기회로 이
를 활용하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절단장애라는 역경을 겪었을 때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등 일반적 심리사회적 붕
괴뿐만 아니라 신체이미지 불안이라는 특이적 붕
괴를 경험하는 개인은 보조기구 사용으로 인해
자신의 신체 상실로 인한 기능상의 손실을 회복
함으로써 재통합을 이루어 내며, 장애에 대한 긍
정적 인식으로 인해 더 나은 삶의 경험과 이익을
얻게 되었다. 이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틀로
나타내보면 표 2와 같다.

외상성 뇌손상과 리질리언스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 TBI)은 추
락이나 교통 사고 등에 의해 유발되는 뇌신경
손상으로 외견상의 신체 구조에는 아무런 문제
가 없어 보이나, 실제적인 운동능력과 지적능력
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TBI
집단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추락이나 교통사고

재통합 상태
독립성 확보
대처 능력 향상

등으로 인한 대형 사고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CDC,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고발생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교통사고를 들 수 있는데(전체
발생률의 45.3%), 국내에서 직접적인 TBI 수치를
확인할 방법은 없으나 대형 사고로 인한 TBI 발
생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추정해볼 때, TBI 내
담자들은 그들에게 적합한 치료적 개입과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집단임이 분명하다. 이처럼 증가
추세에 있는 TBI 내담자들에 대한 관심과 이들의
회복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는 실
정이다.
미국의 상해 예방 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Center for Injury

의 조사에 따르면 TBI
내담자들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손상 증상을
보인다. 사고(기억, 논리력) 능력, 감각(촉각, 미각,
후각 등) 능력, 언어(의사소통, 표현, 이해 등) 능
력, 감정(우울, 불안, 성격 변화, 공격성, 저지르기,
부적절한 반응 등) 능력 등 TBI 내담자들의 주요
증상은 주로 실제 사회생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장애에 해당한다(CDC, 2011). 즉, 외상성
뇌손상이라는 역경을 겪게 되면 실제 사회생활에
필요한 수행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붕괴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다른 외상성 손상 집
단과 마찬가지로 역경을 겪는 과정에서 우울과
불안 등의 심리사회적 붕괴도 경험한다(Powell et
Prevention and Control, CDC)

- 1380 -

김동일 등 / 다시 생각해 본 리질리언스: 외상성 손상 후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적응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al., 2007; Hawley & Joseph, 2008).

내담자들이 역경으로 인한 붕괴에서 재통
합으로 나아가는 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손상
정도와 시간 변인이다. TBI 내담자 연구에서 사고
후 기간에 관계없이 손상 정도별(중도(Severe), 중
등도(Moderate), 경도(Mild))로 현재 삶에 대한 만
족도를 알아본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
가 중도인 집단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중등
도 집단에서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Powell,
Ekin-Wood, & Collin, 2007). 즉, 객관적인 수행 능
력에서 TBI가 심한 사람들일수록 그 수행 정도나
만족도가 현격히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Hawley과 Joseph(2008)은 연구에서는 TBI
중도 집단과 경도 집단이 TBI가 중등도인 집단에
비해 삶에 대한 긍정적 변화 척도에서 높은 점수
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TBI 정도가 중도
거나 경도 집단이 중등도 정도의 TBI을 입은 집
단에 비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
고 보고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더 관대해지고 이
해심이 생겼다. 또한 이들은 다른 사람을 더 존중
하며 삶의 성공을 더 자신하게 되었다고 보고하
고 있다. Hawley과 Joseph(2008)은 이러한 결과가
TBI 정도가 중등도인 사람들은 증상이 장애의 정
도가 중도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눈에 띄지 않아
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없는 대신에 실
제 수행에서는 사고 전보다 크게 떨어지게 때문
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TBI의 재통합에 손상 정도가 영향을 미
칠 때 재통합의 영역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양상
이 다르다. 실제 수행에 있어서는 손상 정도가 경
미한 것이 보다 부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
며,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는 장애로 인한 손상이
심각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시간과 관련한 연구는 역경 후 성장(adversarial
TBI

의 개념에 착안하여 TBI 내담자들을 대상
으로 진행되었다. McGrath과 Linley(2006)은 후천적
으로 TBI를 입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성장과 변화
를 경험한다는 것을 그들의 연구를 통해 보고하
고 있다. 그들은 뇌혈관계의 후천적 손상으로 주
요 인지 및 신체 기능에 이상을 입어 장기적인
재활을 필요로 하고 있는 21명의 참여자들을 대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진단
한 PTGI(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결과, 유
의한 긍정적 변화가 보고되었다. 사고를 경험한
후 재활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그룹(사고 후 평균 7개월)과 사고를 경험한
지 평균 118개월이 지난 그룹 간의 차이를 조사
한 이 연구에서 사고 후 경과 시간이 긴 집단의
PTGI 점수가 초기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고를 경험하고
초기 그룹에 비해 오랜 시간이 흐른 그룹의 사람
들이 “매일의 삶을 감사한다.”, “다른 이들과 친
밀감을 느낀다.”, “내 스스로를 신뢰한다.”, “나는
새로운 흥미들을 개발하였다.”,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더 나은 이해를 갖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나타낸다(McGrath & Linley,
2006). 이러한 결과는 Powell et al.(2007)의 연구에
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부분의 TBI 내담자들에게 시간은 매
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고 직후의
TBI 내담자들은 자신의 제한점이 무엇인지를 정
확히 알기 어렵고 실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
기 기능의 손상을 확인하고 적응해 나가야 한다
는 점에서는 계속적으로 불안과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사고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내담자들의 경우에는 손상된 장애의
범위와 정도를 대부분 파악하고 있어, 그에 맞게
살아가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탐색해 나가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내담자 내면의 긍정성이 발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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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McColl et al.(2000)은 외상성 장애
(Traumatic Disability)를 당한 내담자들의 영성
(spiritual beliefs)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SCI와 TBI
및 두 가지 장애 모두를 입은 내담자들(사고 직후
5~39개월 범위)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내담
자들은 사고 전에 비해 자기 자신, 타인, 영적인
존재와의 관계에 대한 변화를 보고하고 있다. 가
장 특이한 점으로 이들이 사고를 당한 직후에 갖
게 되는 심오하고 긍정적인 영적 경험이다. 연구
결과 내담자들은 장애를 입은 자기 자신의 모습
을 인식하고, 장애로 인해 가족이나 친지들과 더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보고하
였다. 또한 신을 의지하게 되었고, 자신의 장애에
신성한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인식하였고, 아울러
인간으로서 자신의 취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게 되
었다(McColl et al., 2000).
이처럼 TBI라는 역경을 겪었을 때 우울, 불안
등 일반적 심리사회적 붕괴뿐만 아니라 상대적으
로 명백한 사회적 기능 상실이라는 붕괴를 경험
하는 개인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신의 기능 상
실에 적응하고, 긍정적 영적 경험으로 인해 장애
를 입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 보다 신뢰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재통합을 이루어 내며, 정신적․영적 성장을 이룬
다. 이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틀로 나타내보
면 표 3과 같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외상성 손상인 척수
손상, 신체 절단, 외상성 뇌손상의 심리적 적응
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 논문을 살펴봄으로써 리
질리언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도움을 주
고 역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사람의 특성인
리질리언스의 이해를 통해 임상이나 연구에서 유
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먼저 리질리언스라는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리질리언스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명
백한 역경 상황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며, 변화하
지 않은 특성보다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으
로 보는 것이 리질리언스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Richardson(2002)이 제시
한 리질리언스 과정 모델에 기반한 틀을 이용하
여 관찰가능한 역경에 처한 특정 내담자들에 비
추어 리질리언스 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각기
다른 외상성 손상을 입은 내담자들의 리질리언스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재통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각기 다른 심리사회적 특성들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척수손상 집단의 경우, 여러 변인들이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상황에 대
한 평가, 즉 자신이 손상을 입은 초기에 그 상황

표 3. TBI 내담자들의 리질리언스 과정

역경

붕괴

외상성
뇌손상

사회 생활에 필요한
수행 기능 상실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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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요인
손상 정도
시간
영적 경험

재통합

재통합 상태
기능 상실에 적응
친밀한 사회적 관계
삶에 대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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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재활의 효과
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절단장애의
경우, 신체의 일부를 상실했다는 절단장애만의 특
수한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신체이미지 불안이
붕괴 현상으로 인식되며, 이에 절단 장애만의 특
수한 요소인 보조기구 사용과 환상지통이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외상성 뇌손상의 경우에는 다
른 손상에 비해 시간이 적응 혹은 긍정적 변화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외상성 손상에 대한
기존 문헌들을 통해 다른 종류의 역경을 경험한
사람들의 리질리언스 과정에는 역경의 종류에 따
른 특정 변인이 영향이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
다. 척수손상의 경우에는 상황에 대한 평가, 절단
장애는 보조기구의 사용, 외상성 뇌손상은 시간
요소가 적응 혹은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손상에 따른 신체적 손상
과 그로 인한 기능 상실과 관련된다. 반면에 어떤
역경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공통적으로
실질적인 신체 기능 상실과 함께 우울이나 불안
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붕괴 현상으로 경험함
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외상성 손상을 경험
한 집단의 리질리언스 과정을 설명하는 모델에는
외상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특정 변인들을 포
함시켜야 하지만 기존에 Richardson(2002)이 제시한
모델에 포함된 붕괴 과정을 포함시켜야 하며, 특
히 신체적 기능 상실과 그에 따른 심리적 불편감
을 제시하여야 한다. 즉, 외상의 종류에 따라 적
응과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종
류가 다를 수는 있지만 외상에 대한 처음 반응인
붕괴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비슷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외상성 손상의 리질리언스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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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유사하나 회복
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다르다는 것은
역경 이후에 유사한 어려움을 보인다고 해도 이
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이들이 보이는 신체
적 혹은 심리적 불편감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역
경의 종류와 그 특성을 잘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접근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상성 손상
을 경험한 내담자를 만나는 상담자는 붕괴과정에
서 보이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들이 겪었던 역
경인 외상 자체를 이해하고 회복 과정에 도움이
되는 특정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Kim(2011)은 리질리언스를 하나의 개념으로 보
는 초기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정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제
안을 반영하여 리질리언스를 성격과 같이 변화
불가능한 특성으로 파악하기보다 역경을 경험한
사람이 그 안에서 회복을 위해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지를 주목한 기초 연구이다. 앞 서 제시한 선
행 연구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외에
서는 리질리언스 과정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요소
들을 파악하고 이 요소들 간의 관계를 모델로 제
시하거나(Richardson, 2002), 특정 역경을 경험한 사
람들을 대상으로 그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나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양상들을 파악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Dunn, 1996; Kaiser & Kennedy,
2009; Matheis et al, 2006; McGrath & Linley, 2006).

반면 국내에서는 리질리언스를 높이는 특성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리질리언스 과정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
에 적용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전
인경, 2009). 따라서 역경 후 나타나는 개인의 긍
정성과 수월성 추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
해 긍정적 변화 전반에 걸친 리질리언스의 역할
과 과정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와 연구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접근
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역경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 이질적인
각 집단의 리질리언스 과정에 초점을 두는 접근
이다. 앞 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이 처한 역경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변인들이 작용하여 긍정
적 변화가 나타나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역경에 처한 집단에 따라 각기 다른
리질리언스의 과정 변인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척수손상
의 경우에는 리질리언스와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한 연구물
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절단장애와 외상성 뇌손
상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연구물이 그리 많지
않았다. 따라서 리질리언스와 다른 변인들의 관계
에 대한 연구가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야 하겠다.
다른 하나는 역경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리질리언스 과정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공통의 리질리언스 과정에 초점을 두는 접
근이다. 역경의 종류에 따라 서로 경험하는 어려
움의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질적인 집단이라
고 하더라도 이들이 심각한 역경으로 인해 그 전
까지와는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그런 상
황에도 불구하고 기능 수준을 회복하였다는 점에
서는 공통된 모습을 보인다. 다시 말해 외상적 상
황을 경험한 내담자의 경우 이질적 집단임과 동
시에 동질적 집단, 즉, 공통 과정과 특성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공통된 리질리언스 과정
을 설명할 수 있고, 역경을 경험한 나타나는 리질
리언스에 적용 가능한 개념적 설명 틀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과정을 설명하는 리질
리언스의 과정으로 제시한 그림 3은 리질리언스
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모
델은 지금까지 출판된 선행 연구를 분석한 논의

- 1384 -

김동일 등 / 다시 생각해 본 리질리언스: 외상성 손상 후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적응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를 통해 나온 탐색적이고 개념적 모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역경을 겪어 붕괴가 일어난 이후
에 회복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초점이 있었으므
로 다른 역경(자연재해, 가난 등)과 본 연구에서
다룬 외상성 손상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상성 손상
의 리질리언스 과정을 제시하는 견고한 모델을
만들기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이론적 탐색과
함께 경험적 자료를 통한 연구로 이를 뒷받침해
야 한다. 앞으로 경험적 추수 연구를 통하여 이를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앞서 서론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기 학자마다 혹은 대상에
따라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리질리언스 개념
을 보다 확고하게 규명 할 수 있는 일반적 정의
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그러한 정의에 맞는 리
질리언스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에 대한 담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역경 후 심리사회적, 긍
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공통의 틀을 만드
는 작업은 이후에 역경과 고난적인 상황으로 인
한 어려움과 직면하여 이를 극복함으로써 긍정적
심리 사회적 변화를 이루고자 시도하는 수많은
내담자들을 이해하는 기본 틀을 제공해 줄 것으
로 기대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리질리언스 과정을 이
해할 수 있는 공통적인 개념 틀을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룬 외상성 손상을 입은 대상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역경을 경험한 다양한 대상
의 리질리언스와 관련된 연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리질리언스 정의와 과정에 대
한 일반적 합의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또한 합의
에 기반을 두어 리질리언스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 개념 틀을 개발하고 이 틀이 현장에
서 얼마나 각기 다른 내담자들의 특징을 반영하
고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타당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발한 개념 틀을 바탕으로 실재 내담자들
의 임상적 경험을 투영시킬 수 있는 사례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역경에도 불
구하고 기능 수준을 회복하여 성공적으로 적응할
뿐만 아니라 수월성을 추구하는 사례를 심도 있
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이해는 상담
혹은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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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explores that the concept of resiliency, consistent with many of the goals of the positive
psychology movement, should be broadened so that it is applicable to all individuals who have shown strength
after facing adversity. Several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for both researchers and clinicians are considered
throughout the study. Although a universal definition does not exist, resilience is generally considered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consisting of behavior a thought a and actions, which can be learned overtime.
Consequently, there is a growing body of literature examining resilience in different traumatic injury populations.
However, there is a paucity of literature examining the resilience of individuals who have experienced a traumatic
injury. Potentially, resilience and rehabilitation process are a very fruitful line of research in terms of that the
extreme adversity individuals are faced with post injury when dealing with the trauma of the injury and r
sultant impairments. Therefore, the present study is aimed to provide discussions on the construct of resilience in
relation to people with traumatic injuries such as Spinal Cord Injury, Traumatic Brain Injury, Traumatic
Amputation via literature review, and to offer potential research directions.
Key words : resilience, traumatic injury, spinal cord injury, amputation, traumatic brain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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