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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성장과 삶의 의미의 관계 탐색:
삶의 의미의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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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삶의 의미의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하여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외상 후 성장의 의
미처리모형의 적합성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외상 경험이 있는 학부생 247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외상 후 성장과 삶의 의미의 관계를 분석한 후, 삶의 의미의 중요도와 일치도 측면을
각각 한 개의 연구모형과 두 개의 대안모형에 대입하여 구조방정식분석을 실시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
하였다. 분석 결과,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삶의 의미의 중요도, 일치도, 의미
감 측면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요도 보다는 일치도와 의미감 측면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신체 및 정신건강, 자기수용 및
성장, 가족관계, 친구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일에 대한 만족, 사회적 성취, 종교 및 영성, 봉사
및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는 중요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삶의 의미의 일치도와 의미감 측면은 자
기관련 요인과 타인관계 요인의 하위원천이 모두 집단차를 나타냈고, 자기초월 요인의 두 원천은 집단차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삶의 의미의 중요도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외상 후 성장 경로모형은 의도적 반추를
통한 외상 후 성장이 삶의 의미와 삶의 만족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경로였다. 하지만 일치도 측면에서 가
장 적합한 외상 후 성장 경로모형은 의도적 반추를 통한 외상 후 성장이 삶의 의미의 부분매개를 거쳐 삶
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외상 후 성장과 삶의 의미의 관계에 대해 논
의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의 제안점에 대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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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헌정, 이선미, 김태형, 2001), 외상의 부정적

및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가운데, 여전히

측면과 긍정적 측면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의

외상(trauma)은 인간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우

결여로 인해 이러한 회복력에 대한 학문적 관

리를 좌절시키는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과 연구가 매우 부족했다. 최근 국내외 여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외상에 대한 심리

러 학자들이 기존의 병리적 관점으로는 외상

학적 관점 역시 주로 외상이 얼마나 심각한

경험자들의 자연스러운 회복이나 긍정적 변화

부적응을 일으키는가, 어떻게 하면 외상의 피

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임

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것인가 등에 한정된

선영, 권석만, 2012; 조용래, 2014; Joseph, 2011;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외상 피해자의 취

Linley & Joseph, 2004; Tedeschi & Calhoun,

약한 특성 및 병리적 증상, 그리고 증상의 감

1996).

소를 목표로 하는 치료법 개발 등이 심리학적

Tedeschi와 Calhoun(1996)은 이러한 현상에 대

연구의 주된 대상이었다(계윤정, 최정윤, 1993;

한 경험적 연구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고, 이

안현의, 2005; 오수성, 신현균, 조용범, 2006;

후로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

전철은, 현명호, 2003; Foa & Riggs, 1993;

들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몇몇 학자들에 의해

Janoff-Bulman, 1992; Shapiro, 1989). 그러나 1990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Fazio & Fazio, 2005;

년대 중반 이후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Linely & Joseph, 2004; Park, Cohen & Murch,

심리학계에서 과학적 연구의 주제로서 주목받

1996). 외상경험을 통해 이해와 수용, 감사 등

기 시작하였고 외상에 대한 관점에 변화를 가

이 증가하고(Danforth & Glass, 2001), 자녀의 죽

져왔다.

음을 통해 남은 가족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향

외상은 정말 우리 삶을 망쳐놓을 뿐인가.

상되며(Rosenblatt, 2000), 실연 후 파트너를 선

심리학자의 역할이 PTSD 증상 감소와 부적응

택하는 안목이 향상되고 정서조절 능력이 향

의 최소화에 국한되는가. 외상의 고통을 극복

상되는 등(Tashiro & Frazier, 2003)의 긍정적 변

하고 성장과 성숙이라는 긍정적 변화를 보고

화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하는 사람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면

선행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외상

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뀌기 시작하

후 성장 현상을 연구하였다. 첫 번째 영역은

였다(Linley & Joseph, 2004; Tedeschi & Calhoun,

외상의 조건과 외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

1996). 이처럼 인간이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

성에 관한 연구다. 외상의 충격이 어느 정도

한 위기와 역경에 투쟁하여 이전보다 오히려

심각할수록 성장 수준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더욱 성숙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현상

있으며(Fazio, Fazio, 2005, Park et al., 1996), 외

을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이라

상 후 성장에 유리한 성격 특성으로는 낙관

한다(Tedeschi & Calhoun, 1996). 사실 외상의 후

성, 탄력성, 그리고 신경증을 제외한 Big 5의

유증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들보다 위기

네 가지 성격특성이 제안되었다(Davis, Nolen-

를 극복해내는 이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Hoeksema, & Larson, 1998; Helgeson, Reynol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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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ich, 2006). 두 번째 영역은 외상 후 성장에

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선행 연구

영향을 미치는 과정적 요인에 관한 연구다.

들을 살펴보면, 삶에서의 일관성(Battista &

즉 외상에 대한 대처방략이나 사회적, 행동적

Almond, 1973)을 뜻하기도 하고, 목표 지향성

요인들이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 혹은 부정

(Ryff & Singer, 1998), 혹은 존재론적 중요성

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하였다(김진

(Crumbaugh & Maholick, 1964)을 의미하기도 한

수, 서수균, 2011; 임선영, 권석만, 2013; Taku,

다. 이러한 개념상의 혼란이 발생한 이유는

Lawrence, Calhoun, & Richard, 2008; Tedeschi &

삶의 의미라는 개념이 추상적일 뿐 아니라 여

Calhoun, 2004). 세 번째는 외상 후 성장과 현

러 유형과 구조를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구성

재의 정신건강 및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규명

개념이기 때문이다(박선영, 2013). 삶의 의미는

하는 연구다. 외상 후 성장은 긍정 환상에 불

삶의 목적이나 방향성, 가치 등과 밀접하게

과한 허구가 아니라, 성격적 성숙 및 행복

관련된다. 다양한 삶의 의미의 원천들은 Wong

한 삶과 관련됨을 검증한 경험적 연구들이

(1998), Emmons(2003) 등에 의해 제안된 바 있

발표되었다(임선영, 권석만, 2012; Zoellner &

다. Emmons(2003)는 삶의 의미의 원천을 일,

Maercker, 2006).

관계, 영성, 초월이라는 네 가지 큰 주제로 수

심리학의 다른 주제들에 비해 늦게 주목받

렴하였고, Wong(1998)은 앞서 언급된 4가지 외

기 시작했지만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에 자기 수용, 공정한 대우, 친밀감을 더해 7

요인들에 대해서는 이상의 선행연구들 덕분에

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박선영, 권석만(2012)

비교적 정교한 설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여

은 이들 연구들을 고찰한 가운데 삶의 의미가

전히 외상 후 성장을 이룬 사람들이 결과적으

계층이 있는 다차원적 구조임을 검증하고 이

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한 바 있다.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즉, 앞서 제시

외상 후 성장의 맥락에서 삶의 의미는 과정

한 외상 후 성장 관련 연구주제의 세 영역들

적 변인과 결과적 변인으로 각각 고려될 수

중 마지막 영역에 관해서 보다 구체화가 필요

있다. 선행 연구들은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

하다. 외상사건을 계기로 삶 전체를 돌아보고

들은 삶의 의미를 성장에 기여하는 과정적 변

반성하는 의미처리 과정은 삶의 의미나 가치

인으로 간주하였고(김보라, 신희천, 2010, 송주

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

연, 이희경, 2010, 신선영, 2012, 이정호, 이희

상되나, 아직까지 외상 후 많은 성장을 경험

경, 2011), 대체로 이러한 삶의 의미는 외상

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의 의미의

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변화를 경험하는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연구된

되었다. 이에 반해 삶의 의미를 결과 변인으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상 이후에

로 가정한 연구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

성장을 일구어낸 사람들이 지니는 삶의 의미

중 Triplett 등(2012)의 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

의 특징을 살펴볼 예정이다.

장이 삶의 의미를 매개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삶의 의미(meaning in life)에 대해서는 학자

미치는 경로모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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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선행연구에는 공통적으로 몇 가지 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계점들이 발견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Steger,

외상경험에 대한 의미처리를 통해 새롭게

Frazier, Oishi와 Kaler(2006)가 개발한 척도(The

정립된, 삶의 의미의 다양한 측면과 구체적인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가 사용되었

원천들을 알아보는 것은 외상 후 성장을 경험

는데, 이 척도는 삶의 의미를 ‘의미 존재(삶의

한 사람들의 삶을 보다 섬세하게 관찰하여 현

의미가 얼마나 있는지)’와 ‘의미 추구(삶의 의

상에 근접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다. 이에 본

미를 얼마나 추구하는지)’라는 두 하위차원으

연구는 높은 외상 후 성장을 보고한 사람들이

로 측정한다. 문항내용을 살펴보면, 삶의 의미

현재 어떠한 삶의 의미를 지니며 살아가는지

를 추상적인 구성개념으로 그대로 제시한 채

알아보기 위해 한국판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

이를 얼마나 인식하고 추구하는지 동기적 요

도(박선영, 권석만, 2012)를 사용고자 한다. 이

소만을 측정한다. 즉, 개인이 구체적으로 어떠

를 통해 삶의 의미의 중요도, 일치도, 의미감

한 삶의 영역에서 의미를 두고 있으며, 중요

이라는 다양한 구조적 요인과 다양한 원천의

한 의미 영역에 얼마나 일치된 삶을 사는가

측면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대학생용 다차

하는 행동적, 실천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원적 삶의 의미 척도는 MLQ와 .44(중요도 지

있다. Wong(1998)은 삶의 의미를 인지적, 동기

수)~.52(의미감 지수)의 중등도 정적 상관을

적, 정서적 차원으로 제시하였는데, 선행연구

나타냈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MLQ의 설

에 따르면 의미를 추구하는 동기적 측면이 실

명량을 제외하고도 심리적 안녕에 대해 10%

제 의미발견이나 의미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추가 설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선행연

때 더 큰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

구들에서 주로 사용된 MLQ와 변별성을 지닌

다(Davis, Wortman, Lehman, & Silver, 2000). 또

척도로 간주할 수 있다(박선영, 2013).

한 자신의 소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

나아가 삶의 의미의 다측면을 고려할 때,

과 노력을 투자하는 실천적 측면은 안녕감과

외상 후 성장의 의미처리 모형 안에서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Ryff & Singer, 1998). 기존

삶의 의미, 정신건강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

척도들이 측정하고 있는 삶의 의미의 인지적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외상 후 성장의 과정

요소나 동기적 요소가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모형에 따르면(Tedeschi & Calhoun, 2004), 외상

핵심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개인이 진정 경험

사건의 초기에는 자동적이고 침투적인 반추가

하는 삶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목표의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부터 역경의 의미를 재

이행이라는 행동적 요소를 자각할 수 있어야

평가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의도

한다고 보았다(Battista & Almond, 1973). 따라

적 반추과정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비교적 사

서 외상 후 성장과 정신건강의 관계 속에서

건 후반부에 일어나는 건설적인 사고활동은

삶의 의미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

서는, 삶의 의미의 인지적 측면뿐 아니라 행

로 알려져 있다(Martin & Tesser, 1996). 이 과정

동적, 실천적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을 통해 외상 후 성장을 일구어낸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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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의미가 높아지고 이것이 삶의 만족을 높

일치도 지수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데 기여하는 경로모형이 여러 학자들에

또한 삶의 의미 촉진을 처치한 집단의 경우,

의해 반복 검증된 바 있다(Groleau et al., 2013;

삶의 의미 일치도의 증가는 다양한 정신건강

Triplett et al., 2012).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측정치의 긍정적 변화와 유관한 반면, 중요도

이들 선행연구에서도 삶의 의미는 MLQ에 의

의 증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 측정되었다. 따라서 삶의 의미의 구체적

한 삶의 의미의 다양한 원천 중 자기초월 요

원천과 인지적(중요도), 행동적(일치도) 측면을

인은 연령대에 따라 심리적 건강과 관련성이

구별하여 측정했을 때, 외상 후 성장의 보편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측정된

적인 의미처리과정 모형이 여전히 적합한가

삶의 의미의 차원과 연구대상의 연령대에 따

혹은 대안모형이 있는가를 검토해볼 예정이다.

라 두 변인 간 관련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설정한 연구모형은

상할 수 있다.

다음과 같다.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삶의 의미를 증진시켜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 후 성장을 높게 보고

삶의 만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경로모형이다.

한 사람들이 지니는 삶의 의미(중요도, 일치도,

이에 대한 첫 번째 대안모형은 외상 후 성장

의미감 측면)는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 둘째,

이 삶의 의미의 완전매개로 삶의 만족에 영향

삶의 의미의 다차원을 고려하면, 의도적 반추,

을 미치는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외상 후 성

외상 후 성장, 삶의 의미, 삶의 만족으로 구성

장이 삶의 의미와 삶의 만족에 각각 영향을

된 외상 후 성장의 의미처리모형의 적합도는

미치는 경로다. 이들 모형의 삶의 의미 변인

어떻게 달라지는가.

에 인지적 측면인 중요도 측정치를 투입했을
때와 행동적, 실천적 측면인 일치도 측면을

방 법

투입했을 때 적합도와 경로계수 등을 비교분
석할 예정이다.
대안모형은 삶의 의미의 다양한 차원들이

연구 대상

외상 후 성장 및 심리적 건강과 어떠한 관련
성을 갖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충분히 이

본 연구는 경기도와 충남 소재의 대학에서

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다차원적 삶의 의미

심리학 관련 강의 수강생 293명을 대상으로

척도를 개발한 박선영과 권석만(2014)의 연구

실시되었다. 외상 후 성장과 경과기간의 상관

에서 보고된 삶의 의미와 삶의 만족의 다양한

을 통제하고자 최근 10년 이내에 심각한 수준

관계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의 외상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참가자들의 자

삶의 의미의 중요도 측면보다 일치도 측면이

료를 1차로 선별하고, 외상경험 질문지 내용

주관적 안녕감과 더 높은 관련성을 보였고 우

과 사건충격척도 점수를 통해 외상경험으로

울과 중요도 지수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반면

간주하기 어려운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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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247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

내적 합치도는 .91로 보고되었다.

다. 남성이 82명, 여성이 165명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고, 평균연령은 20.72(SD=1.92)
세로 나타났다.

한국판 사건관련 반추 척도(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ERRI)
Cann 등(2011)이 개발한 20문항의 자기보고

측정 도구

식 질문지로 주요 생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
한 후의 인지적 처리과정을 측정하는 도구다.

외상경험 질문지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 두 가지 하위요인

Tedeschi와 Calhoun(1996)이 사용한 사건 목록

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현의, 주혜선, 민지원,

질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외상의 유형

심기선(2013)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하였

을 8가지로 재분류한다: 가까운 이의 상실, 학

으며,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5이고, 침

업 및 과업 실패, 경제적 어려움, 학대 및 가

습적 반추는 .96, 의도적 반추는 .95로 양호한

혹행위, 본인의 사고 및 상해, 본인의 심각한

편이다.

질병, 가족 및 가까운 지인의 사고 및 질병,
기타. “살면서 경험한 가장 충격적이고 고통스
러운 외상 사건”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로부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Multidimensional
Meaning in Life Scale)

터 경과된 기간과 그 사건으로 인한 충격심각
도를 측정하였다.

박선영과 권석만(2012)이 삶의 의미의 원천
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한 척도
다. 자기관련, 타인관계, 자기초월의 3가지 상

외상 후 성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위요인으로 분류되며, 대학생용은 8가지, 성인
용이 10가지의 하위요인으로 세분화된다(자기

Inventory: PTGI)
외상이나 역경을 경험한 후 긍정적 변화에

관련 요인: 건강, 자기수용, 일에 대한 만족,

대한 개인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Tedeschi와

사회적 성취/ 타인관계 요인: 가족관계, 배우

Calhoun(1996)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다.

자 관계, 자녀양육, 친구관계/ 자기초월 요인: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0점(경험 못

종교 및 영성, 봉사 및 기여). 각 문항에 대해

했다)부터 5점(매우 많이 경험하였다)사이에

중요도와 일치도를 각각 0~3점 사이의 4점

평정하게 되어 있다. 하위요인은 5가지로, 새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중요도 측정의

로운 가능성의 발견(new possibilities), 대인관계

경우,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의 깊이 증가(relating to others), 개인내적 강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를, 일치도 측정의 경우

점의 발견(personal strength), 영적 관심의 변화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일치하는 삶을 살기

(spiritual change), 삶에 대한 감사(appreciation of

위해 노력하는지’를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의

life)가 있다.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헌

미감은 중요도 점수와 일치도 점수를 곱한 값

(2009)이 번안 및 타당화 하였고 전체 문항의

으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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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단, 1SD 이하를 미성장 집단으로 구분하여 다
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에 대한 t-test 검증을 실

SWLS)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를 측

시하였다. 이때 삶의 의미는 세 가지 상위원천

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척도로서 Diener,

범주 및 하위원천, 그리고 중요도, 일치도, 의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하였다.

미감의 세 가지 구조적 측면에서 각각 비교하

총 다섯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7점 척도

였다.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명한과 차경호(1998)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

셋째, 모형검증에 투입될 주요 변인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였다.

넷째,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이론에 따라 연
구모형 및 대안모형을 설정하고, 삶의 의미의

사건충격 척도(Impact of Event Scale-Revised

두 가지 다른 측면을 모형에 대입하여 적합도
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외상경험에

Korean version: IES-R-K)
Weiss와 Marmar(1997)가 외상으로 인한 충격

대한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의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다.

미치고, 이것이 삶의 의미의 증진을 부분매개

총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각

로 삶의 만족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성, 회피, 침습, 그리고 수면장애를 비롯한 해

가정한 것이다(그림 1). 대안모형 하나는 외상

리 및 정서적 마비. 이중 외상 직후의 충격

후 성장이 삶의 의미의 완전매개로 삶의 만족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과각성 및 수면장애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이고(그림 2), 다른 하

와 관련된 문항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내

나는 외상 후 성장이 삶의 의미와 삶의 만족

적 합치도는 .90으로 양호한 편이다.

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경로다. 모형 검증을
위해서 AMOS 18.0을 사용하였고, 가설모형의
적합도(  , RMSEA, TLI, CFI 등)와 경로계수 등

분석 방법

을 경쟁모형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가설의 양적 분석 및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통계프로그램은 SPSS 18.0과
AMOS 18.0 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
법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첫째,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외상관련 연구
에서 중요한 외상의 유형에 대한 빈도분석 및
유형별 심각도 평균을 비교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의도적 반추를 통한 외상 후 성
장이 삶의 의미의 부분매개를 통해 삶의 만족에 영
향을 미치는 경로

둘째, 외상 후 성장의 평균을 기준으로 1SD
이상인 집단을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높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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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하나를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외상의 심각도를 사건충격척도 축약형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외상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그림 2. 대안모형1

까운 이의 상실 경험이 33.2%로 가장 높은 비
율로 나타났고 학업 및 과업 실패 19.0%, 가
족이나 지인의 사고 및 질병 11.7%, 학대 및
가혹행위 경험 11.3% 순으로 나타났으며 본인
의 심각한 질병이 5.3%로 가장 낮았다. 각 유
형별 사건충격 평균을 살펴보면, 학대 및 가

그림 3. 대안모형2

혹행위가 2.40으로 가장 사건의 충격을 높게
보고하였고, 본인의 심각한 질병이 2.38로 이
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며, 높은 비율을 차지

결 과

하고 있는 상실과 실패 외상의 평균은 각각
1.95, 1.98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참여자들이 경험한 외상사건의 특성
최종 분석에 포함된 247명의 외상 유형 및

외상 후 성장 수준에 따른 다차원적 삶의 의
미: 삶의 의미의 구조와 원천의 측면 비교

심각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우선 10년 이내
의 외상 경험을 8가지 유형 중 선택하도록 하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높은 집단을 성장 집

고(복수응답 가능) 그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단, 낮은 집단을 미성장 집단으로 구분하고,

표 1. 외상의 유형 및 사건충격 심각도
외상유형

빈도

비율

사건충격M(SD)

가까운 사람의 상실(사별, 실연, 이혼 등)

82

33.2%

1.95(.98)

학업 및 과업 실패

47

19.0%

1.98(1.60)

경제적 어려움(가난, 실직, 파산 등)

25

10.1%

1.87(1.08)

학대 및 가혹행위 경험

28

11.3%

2.40(.87)

본인의 사고 및 상해(교통사고, 화재 등)

14

5.9%

2.11(1.09)

본인의 심각한 질병(암, 수술, 기타 질환)

13

5.3%

2.38(1.28)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사고 및 질병

29

11.7%

1.51(1.07)

기타

10

4.0%

2.32(1.03)

총합

24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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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 간 삶의 의미의 다차원적 구조의 특

부터 1SD이상을 성장 집단으로, 1SD이하를 미

성을 비교하였다(표 2). 외상 후 성장 평균으로

성장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2. 외상 후 성장집단과 미성장 집단의 삶의 의미, 삶의 만족, 우울, 반추 비교
성장 집단(N=44)

미성장 집단(N=42)

중요도

일치도

의미감

중요도

일치도

의미감

삶의 의미

2.31

1.67

3.90

2.12

1.21

2.60

전체

(.28)

(.31)

(.97)

(.38)

(.52)

(1.26)

자기관련

2.61

1.83

5.02

2.39

1.20

3.05

요인

(.33)

(.39)

(1.29)

(.44)

(.63)

(1.68)

2.91

2.16

6.33

2.69

1.62

4.46

(.15)

(.63)

(1.93)

(.48)

(.75)

(2.30)

자기

2.80

2.14

6.04

2.54

1.29

3.35

수용

(.32)

(.52)

(1.79)

(.50)

(.76)

(2.12)

일에 대한

2.84

2.07

5.96

2.70

1.36

3.71

만족

(.30)

(.66)

(2.18)

(042)

(.76)

(2.22)

사회적

2.12

1.21

2.73

1.88

.79

1.58

성취

(.63)

(.52)

(1.58)

(.73)

(.65)

(1.41)

타인관계

2.86

2.32

6.70

2.70

1.73

4.78

요인

(.22)

(.41)

(1.40)

(.34)

(.58)

(1.78)

가족

2.93

2.33

6.87

2.76

1.76

5.02

관계

(.21)

(.60)

(1.92)

(.52)

(.81)

(2.46)

친구관계/

2.83

2.31

6.62

2.67

1.72

4.66

여가

(.28)

(.45)

(1.65)

(.42)

(.65)

(2.10)

자기초월

1.65

1.22

2.38

1.47

1.05

1.88

요인

(.44)

(.43)

(1.20)

(.52)

(.56)

(1.30)

종교 및

1.18

.96

1.32

.98

.84

.95

영성

(.58)

(.63)

(1.51)

(.54)

(.77)

(1.19)

건강

봉사/

2.05

1.45

3.18

1.90

1.23

2.58

사회적 기여

(.55)

(.50)

(1.65)

(.69)

(.60)

(1.79)

t
중요도

일치도

의미감

2.62*

5.10***

5.38***

2.70**

5.63***

6.12***

3.08**

3.66***

4.09***

2.83**

6.10***

6.38***

1.69

4.66***

4.73***

1.68

3.33**

3.54**

2.70**

5.47***

5.57***

2.01*

3.73***

3.88***

2.13*

4.94***

4.83***

1.66

1.57

1.88

1.65

.77

1.29

1.10

1.81

1.62

삶의 만족

4.78(1.15)

3.48(1.25)

5.05***

침투반추

1.52(.99)

1.36(.98)

.75

의도반추

2.01(.76)

.96(.80)

6.26***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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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의미의 중요도 측면

의미감 측면에서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

우선, 삶의 의미의 인지적 측면인 중요도를

고, 다음으로 자기관련 요인과 자기초월 요인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성장집단이 미성장 집

순으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의 중요도 측면을

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살펴보면, 가족관계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

(t=2.62, p<.05). 하위 원천을 살펴보면, 건강과

고 다음으로 건강이 높았다. 일치도 측면에서

자기수용, 가족관계, 친구관계 및 여가 요인에

는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및 여가 순으로 높게

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나타났다. 일치도에 중요도의 가중치를 둔 의
미감 측면에서는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및 여

삶의 의미의 일치도 측면

가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다음으로 삶의 의미의 행동적 요소인 일치

자기초월 요인은 중요도, 일치도, 의미감 세

도를 살펴보면, 성장집단의 전체 평균이 미성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를 나타

장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내지 않았는데, 종교적 배경의 영향을 가장

하위 원천을 살펴보면, 자기관련 요인과 타

많이 받을 가능성을 고려하여(임선영, 2015),

인관계 요인에 해당되는 하위요인들 모두, 즉

종교의 유무에 따라 다시 한 번 집단 비교를

건강, 자기수용, 일에 대한 만족, 사회적 성취,

실시하였다. 우선 종교가 있는 경우, 성장집단

가족관계, 친구관계 및 여가 요인에서 유의미

과 미성장집단의 표본수가 9와 12로 극히 적

한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t값을 살펴보면, 대

어 통계적 검증력이 다소 약하지만, 대체로

체로 성장 집단과 미성장 집단의 삶의 의미의

성장집단이 미성장집단에 비해 높은 자기초월

차이는 중요도 측면보다는 일치도 측면에서

점수를 나타냈고, 일치도와 의미감의 종교영성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요인이 유의한 집단차를 보였다(일치도_영성:
t=2.00, p<.05, 의미감_영성: t=1.98, p<.05), 종

삶의 의미의 의미감 측면

교가 없는 경우, 성장집단과 미성장집단의 표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의 인지적, 정서적 요

본수는 32와 30으로, 중요도의 종교영성 요인,

소를 함께 고려한 의미감의 경우, 전체 평균

일치도의 사회적 기여 요인, 의미감의 사회적

이 성장집단에서 더 높았고, 일치도와 마찬가

기여 요인에서 성장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지로 자기관련 요인과 타인관계 요인에 해당

점수를 나타냈다(t=2.15, p<.05; t=2.41, p<.05;

되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집단차가

t=2.22, p<.05).

나타났다.

외상 후 성장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 및 반추
비교

성장집단 내 삶의 의미의 세 측면 비교
다음으로 성장집단 내에서 삶의 의미의 구
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삶의 의미의 세

다음으로 외상 후 성장의 과정 변인인 반추

영역들 중 타인관계 요인이 중요도, 일치도,

와 결과변인인 정신건강 측정치에 대해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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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따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

의 의미의 중요도 측면과는 상관이 매우 낮거

과, 성장집단은 미성장 집단에 비해 삶의 만

나 유의미하지 않고 일치도 측면이나 의미감

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t=5.05, p<.001). 또

측면과는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나타내는

한 외상 사건에 대한 반추의 정도를 비교한

경향성을 관찰할 수 있다. 외상 후 성장의 영

결과, 침투 반추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적 변화 요인과 삶의 의미의 자기초월 요인은

않은 반면(t=.75, ns) 의도적 반추는 성장 집단

모두 다른 하위요인들과 다소 다른 상관패턴

에서 유의미하게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을 보였는데, 대체로 두 요인 간 상관은 유의

(t=6.26, p<.001).

미하게 나타난 반면 다른 하위요인들과의 상

외상 후 성장, 의도반추, 삶의 의미의 세 측
면, 삶의 만족 간 상관관계

관관계는 낮거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밖에,
외상 후 성장은 삶의 만족과 r=.36의 정적 상
관을 나타냈고 의도반추와도 r=.38의 정적 상
관을 나타냈다(p<.001).

다음으로 외상 후 성장의 의미재구성모형을

삶의 의미를 중심으로 다른 변인들과의 상

검증하기에 앞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관관계를 살펴보면, 삶의 의미의 중요도는 의

를 살펴보았다(표 3). 외상 후 성장 총점은 삶

도반추뿐 아니라 삶의 만족과 유의미한 상관

의 의미의 인지적 측면인 중요도 점수와 유의

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반해 삶의 의미의

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r=.25, p<.001) 자기

일치도 측면은 두 변인과 r=.47, r=.22의 유의

관련 요인, 타인관계 요인, 자기초월 요인의

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삶의 의미감 측

중요도 측면이 r=.18~.23의 유의미한 정적 상

면은 두 변인과 r=.43, r=.21의 유의미한 정적

관을 나타냈다. 또한 삶의 의미의 행동적 측

상관을 나타냈다(p<.001). 따라서 삶의 의미와

면인 일치도와는 r=.47의 더 높은 정적 상관

삶의 만족의 관계는 삶의 의미의 어떠한 측면

을 보였으며(p<.001), 특히 자기관련 요인의

을 측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확인

일치도와 r=.54의 비교적 높은 상관을 나타냈

하였다.

다(p<.001). 삶의 의미의 인지적, 정서적 측면
을 함께 반영한 의미감 점수는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성장의 의미재구성 모형 검증

과 r=.44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세 상위
요인들이 r=.23~.45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앞서 외상 후 성장과 삶의 의미의 유의미한

나타냈다(p<.001). 외상 후 성장 하위요인과

관계성을 살펴본 가운데, 이러한 삶의 의미의

삶의 만족의 관련 경향성을 살펴보면, 관계향

세 가지 측면이 외상 후 성장의 의미재구성

상과 삶에 대한 감사는 삶의 의미의 중요도

모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전체

측면, 일치도 측면, 의미감 측면 및 각 상위요

모형이 적합한지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인들과 대체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은 의도적 반추

반면, 새로운 가능성 발견과 강점 발견은 삶

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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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와 더불어

구자가 설정한 연구모형 및 대안모형의 적합

삶의 의미의 매개를 거쳐 삶의 만족에 영향을

도를 구조방정식 분석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

미치는 경로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두 가

를 표 4에 요약하였다. 먼저 외상 경험에 대

지 대안모형과 비교하여 적합도와 경로계수

한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

등을 검토하였다. 네 가지 주요 변인들 중 외

치고 이것이 삶의 만족의 직접경로뿐 아니라

상 후 성장과 삶의 의미는 하위요인들의 요인

삶의 의미의 중요도의 매개를 거쳐 삶의 만족

부하량을 고려하여 각각 세 측정변인을 갖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가정한 연구모형의

록 묶었고, 단일요인으로 이루어진 의도적 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RMSEA가 .090으로 나

추와 삶의 만족은 항목들의 평균을 하나의 측

쁘지 않은 적합도를 보였고, 다른 적합도 지

정변인으로 하여 사용하였다.

수는 대체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 바,  (18,
247)=53.73, p<.001, TLI=.928, CFI=.954, 연구

삶의 의미의 중요도 투입

모형이 수용할만한 정도의 적합도를 보이는

먼저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이를 대안모형과 비교하

미치고 이것이 삶의 의미의 중요도 측면의 매

였다.

개를 거쳐 삶의 만족의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을 검증하였다.

외상 후 성장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를 배제하고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

우선 측정모형이 타당한지 살펴보기 위해 4

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이

개의 잠재변인 및 측정변인 간 상관을 설정한

것이 삶의 의미의 중요도의 매개를 거쳐 삶의

후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경로를 가정한

실시하였다. 그 결과 RMSEA는 .088로 보통 적

첫 번째 대안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그

합도로 나타났고, 다른 적합도 지수인 TLI는

결과 적합도가 대체로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937, CFI는 .964로 모두 .90이상의 좋은 적합

나타났다, RMSEA=.123,  (19, 247)=89.40,

도 지수를 보여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

p<.001, TLI=.866, CFI=.909. 마지막으로 삶의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측정변인에 대한 잠재

의미의 매개효과를 배제하고, 의도적 반추를

변인의 요인부하량은 .53~1.00까지 나타났고

통한 외상 후 성장이 삶의 의미와 삶의 만족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진에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안모형의

본격적으로, 경로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연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적합도 지수들

표 4. 연구모형 및 대안모형의 적합도 지수: 삶의 의미의 중요도 차원


df

RMSEA(90% 신뢰구간)

CFI

TLI

연구모형

53.73

18

.090(.063~.118)

.954

.928

대안모형1

89.40

19

.123(.098~.149)

.909

.866

대안모형2

53.89

19

.086(.060~.114)

.955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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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삶의 의미의 중요도 투입: 최종선정 모형의 경로계수(표준화된 경로계수)
마다 연구모형보다 더 좋은 수치를 나타냈다,

검증하기 위해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모형 및

RMSEA=.086,  (19, 247)=53.89, p<.001, TLI=

대안모형의 적합도를 구조방정식 분석으로 검

.934, CFI=.955. 이상의 연구모형 및 대안모형

증하고 그 결과를 표 5에 요약하였다. 먼저

의 적합도와 더불어 경로계수를 비교분석하여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

가장 적합한 모형을 판단하고자 한다. 연구모

장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삶의 만족의 직접

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외상 후 성장이 삶

경로뿐 아니라 삶의 의미의 일치도의 매개를

의 의미의 중요도에 이르는 경로가 통계적으

거쳐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가정

로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대안모형2에서 설

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RMSEA

정한 경로계수가 .22~.42로 모두 유의미하였

는 .110으로 낮은 적합도를 보였으나, 다른 적

다(그림 4). 따라서 삶의 의미의 중요도 측면

합도 지수는 대체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을 투입한 모형 비교에서는 대안모형2를 최종

 (18,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247)=71.55, p<.001, TLI=.905, CFI=.939.

다음으로 외상 후 성장이 삶의 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직접 경로를 배제하고 외상 경험에

삶의 의미의 일치도 투입

대한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다음으로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영

미치고 이것이 삶의 의미의 중요도의 매개를

향을 미치고 이것이 삶의 의미의 일치도 측면

거쳐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경

의 매개를 거쳐 삶의 만족의 증진에 영향을

로를 가정한 첫 번째 대안모형의 적합도를 확

미치는 경로모형을 검증하였다. 경로모형을

인하였다. 그 결과 적합도가 대체로 양호하지

표 5. 연구모형 및 대안모형의 적합도 지수: 삶의 의미의 일치도 차원


df

RMSEA(90% 신뢰구간)

CFI

TLI

연구모형

71.55

18

.110(.084~.137)

.939

.905

대안모형1

78.77

19

.113(.088~.140)

.932

.899

대안모형2

120.288

19

.147(.123~.173)

.884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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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삶의 의미의 일치도 투입: 최종선정 모형의 경로계수(표준화된 경로계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MSEA=.123,  (19,

간접효과의 경우 sobel test를 사용하여 매개

247)=89.40, p<.001, TLI=.866, CFI=.909. 마지

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AMOS에서는 매개변

막으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배제하고, 의

인이 두 개 이상일 경우 부트스트랩에서 전체

도적 반추를 통한 외상 후 성장이 삶의 의미

매개효과만 제시할 뿐 각각의 간접경로에 대

와 삶의 만족 증진에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

한 유의도 검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sobel

는 두 번째 대안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test를 사용하는 것이 선호된다(서영석, 2010).

그 결과 적합도 지수가 앞선 두 모형에 비해

우선 외상 후 성장이 삶의 의미 일치도

가장 좋지 않았다, RMSEA=.147,  (19, 247)=

의 매개를 거쳐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120.288, p<.001, TLI=.829, CFI=.884. 따라서

간접경로가 유의미한지 살펴본 결과 z값이

삶의 의미의 일치도를 투입한 모형 비교에서

4.42(p<.001)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는 연구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고 경

음으로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을 매개로

로계수는 그림 5에 도시하였다.

하여 삶의 의미 일치도 증진에 이르는 간접경



삶의 의미의 일치도 측면을 투입했을 때 최

로를 확인한 결과 z값이 3.81(p<.001)로 역시

종 모형으로 선정된 연구모형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상 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였다(표 6). 의

대한 의도적 반추는 외상 후 성장을 거쳐 삶

도적 반추에서 외상 후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

의 의미의 일치도를 증진시키고 이는 다시 삶

로의 직접효과는 .42로 p-value .001 수준에서

의 만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유의미하였고, 외상 후 성장에서 삶의 의미

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일치도로 이어지는 경로의 직접효과는 .48, 일

성장과 삶의 의미 일치도의 이중매개로 삶의

치도에서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경로의 직

만족에 이르는 간접경로의 유의도를 확인한

접효과는 .46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외

결과 z값이 3.16(p<.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상 후 성장에서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경로

각각의 매개경로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확

의 직접효과는 .19로 p-value .05 수준에서 유의

인되었다.

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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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삶의 의미 일치도 측면의 연구모형 변인간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검증결과
경로

→ 외상 후 성장
의도반추 → (외상 후 성장) → 일치도
의도반추 → (외상 후 성장) → (일치도) → 삶의 만족
외상 후 성장 → 일치도
외상 후 성장 → (일치도) → 삶의 만족
일치도 → 삶의 만족

표준화된

표준화된 간접효과

표준화된

직접효과

(sobel test z)

총효과

***

의도반추

.42***

.42

.20(3.81)***

.20***

.17(3.16)**

.17**

.48***
.19*

.48***
.22(4.42)***

.46***

.41***
.46***

주. 표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된 수치임
* p<.05, ** p<.01, *** p<.001

논 의

삶의 의미의 중요도와 일치도 측면에서 외
상 후 성장 모형 비교
이상 외상 후 성장의 경로모형을 삶의 의미

본 연구는 외상 후 성장과 삶의 의미의 관

의 인지적 측면인 중요도와 행동적 측면인 일

계를 삶의 의미의 다차원적 측면을 고려하여

치도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삶의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의미의 어떠한 측면을 고려하는가에 따라 적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외상 후

합한 경로모형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선행

성장에서 삶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일차원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가정한 연구모형과 두 개의

구성개념에 머문 채 측정되어 온 한계를 보완

대안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삶의 의미의

하고 삶의 의미의 구조와 원천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투입한 모형이 일치도를 투입했을

외상 후 성장과의 관련성을 보다 정교하게 알

때에 비해 대체로 더 나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아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하지만 각각의 측면 내에서 세 모형의 적합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를 비교하자면 중요도 측면에서는 대안모형2

첫째,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

가 가장 적합한 반면, 일치도 측면에서는 연

은 집단에 비해 전반적인 삶의 의미의 중요도,

구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치도, 의미감 측면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

삶의 의미의 중요도 측면은 외상 후 성장의

타났다. 이는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높은 사람

영향을 받지만 삶의 만족을 증진시키는데 매

은 낮은 사람에 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개변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반면, 삶의 의미의

의미가 많고, 의미 있는 삶의 모습에 일치하

일치도 측면은 외상 후 성장의 영향을 받아

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이 중

삶의 만족을 증진시키는 과정을 매개하는 역

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모습에 부합한다는 느

할을 하는 차이점을 나타냈다.

낌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t

- 434 -

임선영 / 외상 후 성장과 삶의 의미의 관계 탐색: 삶의 의미의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하여
값을 살펴보면, 성장 집단과 미성장 집단의

성취, 가족 및 친구와의 좋은 관계에 더욱 부

삶의 의미의 차이는 중요도 측면보다는 일치

합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

도나 의미감 측면에서 대체로 더 큰 것으로

로 삶의 의미의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을

보이며, 상관분석을 실시했을 때 외상 후 성

함께 고려한 삶의 의미감 측면, 즉 자신이 삶

장은 삶의 의미의 중요도보다는 일치도나 의

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원천에 얼마나

미감과 현저히 높은 상관을 보여, 외상 후 성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가 하는 점

장은 삶의 의미의 인지적 측면보다 행동적,

을 살펴보면, 일치도 측면과 유사한 결과가

실천적 측면과 더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나타났다. 즉, 자기관련 네 가지 하위원천과

된다.

타인관계 요인 두 가지 하위원천을 중요하게

둘째, 외상 후 성장 수준에 따라 삶의 의미

생각하는 만큼 행동에 옮기는 정도가 성장집

의 구체적인 원천들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

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

는지 살펴보았다. 삶의 의미의 인지적 측면인

서 자기초월 요인에 대해서는 중요도 측면과

중요도 측면에서는 자기관련 요인 중 신체 및

마찬가지로 일치도 측면과 의미감 측면 모두

정신건강, 자기수용 및 성장이, 타인과의 관계

에서 유의미한 집단차를 나타내지 않았다.

요인 중 가족과의 좋은 관계, 친구와의 좋은

셋째, 삶의 의미의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관계가 유의미한 집단차를 나타낸 반면, 일에

측면을 구분하여 측정했을 때, 외상 후 성장

대한 만족과 사회적 성취 및 영향력, 종교 및

의 의미처리모형에서 삶의 의미의 역할이 어

영성과 봉사 및 사회적 기여는 유의미한 차이

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삶의

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외상 후 성장 수준

의미의 중요도 측면의 측정치를 가설적 연구

이 높은 사람들은 성장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모형 및 대안모형에 투입했을 때, 의도적 반

비해 건강과 자기수용,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추를 통한 외상 후 성장이 삶의 의미와 삶의

를 더 중요한 삶의 의미로 생각하는 것을 의

만족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가장 적합

미한다. 하지만 일에 대한 만족과 사회적 성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모형에서 가정한

취, 종교 및 영성, 봉사 및 사회적 기여와 같

삶의 의미의 매개역할에 대한 가설은 기각되

은 자기초월적 측면에서는 성장 수준에 따라

었다. 이에 반해, 삶의 의미의 일치도 측면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음으로 삶의 의미

측정치를 모형에 투입했을 때에는 의도적 반

의 행동적 측면인 일치도에서는 자기관련 요

추가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삶

인 네 가지 모두와 타인관계 요인 두 가지가

의 의미의 부분매개를 거쳐 삶의 만족에 영향

모두 유의미한 집단 차를 나타냈으나, 자기초

을 미치는 연구모형이 다른 두 대안모형에 비

월 요인 두 가지에서는 중요도에서와 마찬가

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로 집단차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외상

외상 후 성장이 삶의 의미의 중요도 측면과

후 성장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들에

행동적 측면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만, 어떠한

비해 건강, 자기수용, 일에 대한 만족, 사회적

삶의 원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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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원만으로는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데

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일이나 사회적 성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어떠한 삶의 모습을

취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행

삶의 의미는 추상적인 개념이면서도 여러 원

동적 측면으로 연결됐을 때 삶의 만족을 증진

천과 구조로 이루어진 복합적 구성개념이라서

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자가 삶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고 삶의

아울러 의미감 측면의 경우, 개념적으로는 삶

의미의 어떠한 측면을 측정하는가에 따라 삶

의 의미의 중요도나 일치도와 다른 구조적 요

의 의미라는 변인에 반영된 내용은 다양할 수

인으로 정의되지만, 실제 측정값은 중요도 지

있다. 지금까지 외상 후 성장과 삶의 의미의

수와 일치도 지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것이기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삶의 의미

때문에 모형적합도의 비교가 대등하지 않은

를 추상적인 개념수준에서 측정하는데 그쳤기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으

때문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반복적으로 보고

나, 일치도 지수를 투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되긴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삶의 의미의 어떠

연구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 원천 혹은 어떠한 차원과 관련되는지 알기

외상 후 성장을 통해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려웠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의미를

삶의 가치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느낄 때 삶의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를 제작한 박선영
과 권석만(2014)의 연구에서도 삶의 의미의 중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 확인한 외상 후

요도 측면보다 일치도 측면이 주관적 안녕감

성장과 삶의 의미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임

과 더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고, 우울과 중요

상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

도 지수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반면 일치도

구를 통해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지수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삶

삶의 모습과 가치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그

의 의미 촉진을 처치한 집단의 경우, 삶의 의

려볼 수 있었다. 외상 후 성장을 많이 경험한

미 중요도의 증가는 긍정정서 외에 다른 변인

사람은 적게 경험한 사람보다 심신의 건강과

들의 변화와 관련되지 않은데 반해 삶의 의미

심리적 성장, 가족 및 친구와의 좋은 관계를

일치도의 증가는 다양한 정신건강 측정치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긍정적 변화와 유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일이나 성취에 대한 중요도는 성장 수준에 따

는 중요한 삶의 의미의 원천에 대한 인식을

라 차별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삶의 의미의

넘어서, 의미 있는 삶의 가치에 일치하는 삶

일치도 측면, 즉 실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

을 살고자 노력하는지 여부가 정신건강과 밀

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외상 후 성장을 많이

접한 관련성을 지닌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한 사람들은 적게 한 사람보다 심신의 건강

연구에서도 외상 후 성장이 삶의 의미의 중요

및 성장,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더 가

도보다는 일치도나 의미감 측면과 더 높은 관

꾸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앞서 중요도

련성을 보였으며, 외상 후 성장 모델에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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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의 일치도 측면은 삶의 만족으로 이어

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상 후 성장을

지나 중요도 측면은 그렇지 않은 경로가 확인

통해 영적, 철학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되어 선행 연구를 지지하였다.

이미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바이고, 일상에서

아울러 외상 후 성장이 삶의 의미의 중요

도 적지 않게 목격하게 되는 예(예컨대, 무교

도뿐 아니라 일치도와 관련성이 높게 나타난

였던 사람이 고난을 계기로 종교를 갖게 되었

결과는 외상 후 성장이 단지 위인전에나 나오

거나 신앙심이 더욱 깊어짐)임에도 불구하고

는 이야기거나 긍정적 환상에 불과한 허구가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 수준에 따른 자

아니라 외상 이후의 긍정적 변화와 성숙이라

기초월적 삶의 의미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는 실재하는 현상임을 다시 한 번 지지하는

지 않아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결과다. 1990년대 중반에 외상 후 성장이 하

학자들은 삶의 의미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

나의 과학이자 학문으로 주목받기 시작할 때,

분하였는데, 그 중 Mascaro, Rosen과 Morey

이는 단지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스

(2004)는 초월적/영적 의미와 개인적 의미로

스로 만들어낸 긍정적 환상에 불과하다는 주

구분하고 박선영과 권석만(2012)은 이를 선행

장이 제기되었다(Taylor & Amor, 1996). 하지만

연구들과 종합하여 전반적 의미와 상황 특정

외상 후 성장이 어떤 삶의 의미의 원천을 중

적 의미 각각에 대해 초월적 의미와 개인적

요시 하는 인지적 측면보다 의미 있는 삶의

의미가 존재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초월

모습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행동적, 실천

적/영적 의미는 다른 삶의 의미의 영역들과

적 측면과 더욱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별화되는 개념으로 간주되어 왔고, 그만큼

허구의 문제제기를 반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다른 심리적 변인들과 관계도 차별성을 지닐

단서가 제공되었다. 또한 외상에 대한 긍정심

것으로 예상된다. 임선영(2015)은 외상 후 성

리학적 관점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외상 경험

장의 영적 변화 요인이 다른 요인들과 차별적

이 세상에 대한 기본 가정을 파괴한다고 믿었

인 심리측정적 특성을 지니며 이 요인은 종교

다(Janoff-Bulman, 1989). 외상을 겪은 사람은 그

의 유무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연구에서 종교

렇지 않은 사람보다 세상에 대해 덜 우호적이

적 변인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스스로에 대한 가치감을 덜 느끼며, 통제

였다. 즉, 외상 이전부터 종교를 가지고 있었

감도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인

거나 외상 극복과정을 계기로 종교에 입문한

간이 외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나

사람들은 영성이나 신앙이 깊어진 것을 의미

가치관을 재정립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있는 성장 및 중요한 삶의 의미로 간주하나,

가꾸어나갈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Linley &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성적 측면의 변화가

Joseph, 2004, Triplett et al., 2012)의 주장과 일

상대적으로 적고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선영(2013)의 연구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삶의 의미의 자기

에서도 주관적 안녕이 삶의 의미의 세 상위요

초월적 원천이 외상 후 성장과 뚜렷한 관련성

인들 중 자기초월 요인과 가장 낮은 관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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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심지어 대학생 집단은 자기초월 요인

미의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외

의 일치도가 정신건강과 부적인 관련성을 보

상 후 성장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외상의 유형,

였는데 이는 또래 관계나 생산적인 활동이 중

즉 사전경험에 따라 삶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

요한 시기에 종교 활동이나 봉사 등에 지나치

지는가 등이 추가적인 분석 내용이 될 수 있

게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다. 이를 통해 외상을 겪은 이들의 성장과 삶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의 의미의 모습이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질 것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었다. 또한 외상 및 스

이다.

트레스에 대한 종교적 대처는 적응적인 방식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의 두 가지

도 있지만 부적응적인 방식도 있는 것으로 나

다른 측면을 비교하기 위해 외상 후 성장의

타났다(Gerber, Boals, & Schuettler, 2011). 따라서

의미처리경로를 단순화한 측면이 있다. 따라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초월적 의미를

서 향후 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혹은 초

미칠 수 있는 심리사회적 변인들을 추가하여

월적 변화를 인식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

보다 통합적 모형 안에서 다차원적 삶의 의미

가 실제 삶에 적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등

의 역할을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은 종교의 유무를 비롯한 다양한 혼합변인들
을 고려하여 해석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외
상 후 성장과 삶의 의미의 관계를 보다 입체

본 연구가 이상과 같은 시사점과 임상적 의

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한계 및 향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을 일구어낸 대학

후 연구를 위한 제안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생들이 어떤 삶의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는지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외상 후

구체화하고, 그들이 긍정적 착각 속에 사는

성장과 삶의 의미의 관계에 대해 탐색적 수준

것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삶의

에서 실시된 연구다. 외상 후 성장은 특히 연

의미의 중요성을 인식할 뿐 아니라 삶의 가치

령별로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삶의 의미로

에 부합하기 위한 실천을 통해 삶의 만족도가

연결 지어 살펴볼 때에는 더더욱 연령에 따른

높아지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외상 후 성장

관계구조 및 생활패턴 등이 반영되어 연령에

현상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

따른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체로 이해하는 것은 외상을 경험한 내담자뿐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들이

아니라 이들을 치료하는 상담자에게도 중요하

필요하다.

다. 외상관련 전문가와 봉사자들, 예컨대 소방

둘째, 경험한 외상의 특성, 외상을 겪은 개

/구조, 구급요원 및 심리치료자들은 다른 업종

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혹은 성격적 특성 등

종사자들보다 심리적으로 소진될 위험이 큰데,

에 따라 외상 후 성장과 삶의 의미의 관계를

그 이유 중 하나는 외상 피해자들의 무력감과

보다 상세화하기를 제안한다. 예를 들어, 외상

절망감에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높은 남성과 여성은 삶의 의

을 통해 일시적으로 고통을 겪더라도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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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s between Posttraumatic Growth and
Meaning in Life:
Considering Multidimensional Aspects of Meaning in Life
Sun-Young Im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 Social Welfare, Sun M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posttraumatic growth(PTG) and
meaning in life and to investigate the model-fit of PTG meaning reconstruction processes, considering
multidimensional aspects of meaning in life. In this study, various sources and structural aspects of
meaning in life such as importance or consistency were measured using the Multidimensional Meaning in
Life Scal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247 undergraduate stud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high PTG vs. low PTG) in the scores of importance,
consistency, and sense of meaning in life. Second, the high PTG-group considered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self-acceptance and growth’, and ‘relationships with family and friends’ more
important than low PTG-group, while there was no group-difference in importance for ‘satisfaction at
work’, ‘social achievement’, ‘spirituality and religiosity’ and ‘contribution to society’. At the aspect of
consistency and meaningfulness, there were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in all the sources of self-related
factor and interpersonal relation factor, but not in self-transcendence factor. Third, the effects of intentional
rumination on satisfaction of life were mediated by PTG and ‘consistency’ of meaning in life, while the
‘importance’ of meaning in life did not effect on satisfaction of lif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PTG and meaning in life might become different according to which aspects of
meaning in life identified and measured. Based on the overall findings, clinical implications of the current
study regarding the variety of meaning in life in PTG model were discussed.
Key words : posttraumatic growth, multidimensional meaning in life, importance, consistence, meaning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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