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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Paloutzian과 Ellison이 개발한 영적안녕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의 신뢰도와 타당도
를 검증하여 한국판 영적안녕 평가척도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있다.

방 법：
2명의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영적안녕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한 후 80명의 전화상담 교육자에게 1주 간
격으로 검사-재검사를 시행했으며 기독교인 131명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신뢰도 및 타당
도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검사-재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및 내적 일치도(Cronbach alpha)는 유의한 수준이었으며 그리고 각 문
항과 척도간의 상관(item-total correlation)은 영적 안녕 전체척도와 종교적 안녕 하위척도 및 실존적 안녕
하위척도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인구 통계학적인 변인을 통한 분석에서 신체적 건강이 영적 안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드러
났으며, 종교를 가지게 된 동기와 기간을 분석한 결과 30년 이상 믿었을 경우 영적 안녕 척도의 평가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모태신앙일 경우 종교적 안녕 하위척도가 높았다. 타당도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결과 5개
의 하위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요인 1, 2, 3은 종교적 안녕 하위척도, 그리고 요인 4, 5는 실존적 안녕 하위
척도와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각 요인의 특징으로 요인 1은 교육정도가 반영된 종교적 안녕 문항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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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2는 신체적 건강을 반영하는 종교적 안녕 문항들 및 요인 3은 신에 대한 신앙이 더 강조된 종교적 안녕
문항들이다. 그리고 요인 4는 신체적 건강이 반영된 실존적 안녕 문항들이고 요인 5는 현실관이 반영된 실
존적 안녕 문항들로 평가되었다.

결 론：
한국판 영적안녕척도는 종교적 안녕하위척도와 실존적 안녕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적 안녕을 측정
하는 도구로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임을 입증하였다.

중심 단어：영적안녕척도·기독교인·신뢰도와 타당도.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서

론

1968년 Maslow, Frankle, Grof 및 Fadimam 등은
인성가운데 영성을 추구하는 심리학의 이름을 자아초월

영성을 포함한 인간의 의식세계를 구명하기란 방대한

심리학(Transpersonal Psychology)으로 부르자고9)

우주를 논하는 것만큼 아주 어려운 과제이다. 이 방대

했으며 Assagioli는 영적(spiritual)이란 용어 대신에

한 인간의식세계를 Freud1)2)는 정신기구(psychical ap-

자아초월적(transpersonal)이란 용어를 사용하자고 제

paratus)를 설정하여 구조적으로 원자아(id), 자아(ego)

안했고10), 자아초월적 체험을 두고 자아의 경계를 벗어

및 초자아(super ego)로 설명하였으며 정신병리 현상 중

나서 통상적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의식의 확장을

무의식에 해당되는 내용을 의식으로 변환시켜 주는 작

수반하는 체험이라고 정의했다.7) 이러한 점을 감안하

업이 치료라는 그의 주장이 정신분석의 기초가 되었다.

여 영성을 인정하는 자아초월적 경험을 다음과 같이 약

3)

이런 의식의 구조는 인격구조 로 보편화되면서 Ju-

술했다. 즉 주체감이나 자신에 대한 범주를 개인 혹은 개

ng4)은 인간무의식 가운데는 집단무의식이 있고 또 신성

아(personal)를 넘어서(beyond：trans-) 인류, 생명, 영

(Numinosity)이 내재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인

혼 및 우주라는 보다 넓은 면을 포함시키는 데까지 확

격구조는 2500여 년전 Platon5)이 이미 기술한 바 있

대시킨 상태에서 얻어지는 경험이라고 했다.9)

는데 그는 정신을 세 가지 부분으로 설명하였다. 즉 리비

이상의 단편적인 설명과 같이 인간의식의 내용을 두

도적 부분(libidinous part), 이성적 부분(rational part)

고 영성이 내재해 있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천년이상

그리고 영적 부분(spirited part)으로 나눈 바 이 내용은

추구해 온 철학이나 종교적 활동 가운데서 체계적으로

Freud에 의해서 채택되었지만 영적 부분에 대한 주의할

찾아볼 수 있다. 그 의미는 종교에서 추구하는 신앙심과

만한 해석이 되어지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자아초월 심

유사하지만 무신론자적 입장에서도 인간성 가운데 내

리학자 및 정신치료자들은6)7) 인간의식에 영성(spirit-

재해 있다고 보는 개념이다.10)

uality) 혹은 신성(deity)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 발간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

자아초월심리학자 중 한 사람인 Wilber8)는 인간의식

계편람 제 4 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의 기본구조를 설명하면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두고 신

Mental Disorder, 4th Ed)11)에서는 관련된 문제들(re-

체를 포함하여 몇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

lational problems)에 해당되는 Ⅴ code 내에 종교 혹은

바 있다. 즉 물질(matter), 신체(body), 마음(mind), 혼

영적 문제(religious or spiritual problem)를 이미 정신

(soul) 그리고 영(spirit)인데 여기서 말하는 혼은 인간성

의학 분야에 포함시킨 바 있다. 또 미국 정신의학회12)

속에 존재하는 영성을 말하고 영은 자연과 신성에 속하

에서는 1990년에 종교를 가진 환자를 치료할 때 정신

는 영성이 인간성에 관여되고 있는 내용으로 이 두 가

치료자가 영적 문제를 고려하고저 어떤 점을 유의해야

지 개념은 물론 이들 각각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봤다.

하는지를 공식지침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Lu13)

이 영성은 이미 수천년 전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인간

는 1996년 발간된 자아초월 정신의학 및 심리학 지침

이 추구해온 바로 자아초월 심리학에서 정의하여 주장

서(Textbook of Transpersonal Psychiatry and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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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hology)내용 중, 정신의학 전공의 수련프로그램으로

Table 1. Demographic data of subjects

종교와 영적문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영성개념은 정신치료자와 정신치료를 받는 환
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논증된 바 있
다.14)15) 이상과 같은 사실들은 정신건강을 추구할 때 불
안이나 우울과 자아의 적응력뿐 아니라 영적인 안녕상
태도 추구해야 될 대상으로 부상되었다고 본다.

83(63.4)

Education

Unmarried

24(18.3)
107(81.7)

Elementary or below

15(11.5)

High

65(49.6)

College and above

Well-Being Scale)의 한국판 개발을 시도하였으며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단일종교인을 대상으로

11( 8.4)

Middle

Physical health Very healthy

loutzian과 Ellison16)이 개발한 영적안녕척도(Spiritual

방

48(36.6)

Female
Married

신치료적 자세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영성에 대한 연구도

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No of subject(%)

Male

Marital status

이에 저자들은 영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나 영성과 정
구의 개발이 필요함을 인지하였다. 그래서 1982년 Pa-

Demographic variable
Sex

40(30.5)
12( 9.2)

Healthy

46(35.1)

Common

56(42.7)

Not healthy

17(13.0)

Well-Being Scale：이하 RWS로 칭함)과 실존적 안
녕(Existential Well-Being Scale：이하 EWS로 칭

법

함)을 평가하는 두 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적 안녕 문항은 10개의 홀수문항, 실존적 문항은

1. 연구대상
한국판 영적안녕 평가척도의 표준화를 위하여 1997
년 10월 대구소재 일개 교회에서 200명의 기독교인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그 중에서 한 문항이라도 답을 하
지 않거나 중복하여 답한 경우를 제외한 131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었다.
연구대상자들은 남자 48명(36.6%), 여자 83명(63.
4%)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24명(18.3%)이 미혼이
었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11명(8.4%)이었으

10 개의 짝수문항들이다(표 2). 각 척도는 1점에서 6
점으로 채점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의 생각과 전
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6점(전적으로 그렇다)에서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 1점(전혀 아니다)에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1, 2, 9, 12, 13, 18번 문항의 점수들
이 부정적인 진술로 인하여 역채점되었다.
통계적 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Version 7.0)을 사용하였다.

며, 중졸이 15명(11.5%), 고졸이 65명(49.6%), 대학

결

졸업 이상이 40명(30.5%)이었다. 현재 신체적인 건강
상태에 있어서는 17명(13.0%)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
였으며 나머지는 별다른 질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과

1. 신뢰도 검증
SWS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은 1998년 봄 학기
의 전화상담원 교육에 참석한 사람 중 80명을 대상으

2. 도구 및 방법

로 하여, 1주일 간격으로 시행되었다. RWS는 0.96(p<.

사용한 도구는 Paloutzian과 Ellison(1982)16)에 의

05), EWS는 0.83(p<.05), SWS는 0.93(p<.05)인 것

해 개발된 영적안녕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

으로 유의하게 평가되었다. 표 3과 4에서, 반분신뢰도

이하 SWS로 칭함)를 사용했는데 서구문명과의 차이를

는 RWS가 0.78(p<.001), EWS가 0.55～0.58(p<.

고려하여 신(God)에 대한 의미는 저자들간의 토론을 거

001)로 유의하였으며, 내적 일치도(Cronbach’
s alpha)

쳐 각자(覺者：enlightenment)보다 존재(Being)로써의

는 RWS가 0.87(p<.05), EWS가 0.72(p<.05)인 것으

하나님으로 번역하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2명의 정신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각 문항과 척도간의 상관(item-

과 전문의가 번역에 참여하였다.

total correlation)은, RWS는 0.65～0.87(p<.001),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종교적 안녕(Religious

EWS가 0.63～0.90(p<.001)에 걸쳐 있는 것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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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frequency,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RWS, EWS and SWS each items and the total
Frequency of response(%)
SD

MD

D

A

MA

SA

Mean
(Sta. D)

1. I don’t find much satisfaction in private
prayer with God

69
(52.7)

27
(20.6)

26
(19.8)

5
( 3.8)

3
( 2.3)

1
( 0.8)

5.15
( 1.09)

2. I don’t know who I am, where I came
from, or where I'm going

84
(64.1)

12
( 9.2)

4
( 3.1)

12
( 9.1)

6
( 4.6)

13
( 9.9)

4.89
( 1.75)

3. I believe that God love me and cares
about me

6
( 4.6)

1
( 0.8)

1
( 0.8)

8
( 6.1)

14
(10.7)

101
(77.1)

5.48
( 1.20)

4. I feel that life is a positive experience

13
( 9.9)

12
( 9.2)

1
( 0.8)

27
(20.6)

26
(19.8)

52
(39.7)

4.50
( 1.68)

5. I believe that God is impersonal and
not interested in my daily situations

2
( 1.5)

4
( 3.1)

9
( 6.9)

3
( 2.3)

11
( 8.4)

102
(77.9)

5.47
( 1.18)

6. I feel unsettled about my future

5
( 3.8)

3
( 2.3)

25
(19.1)

4
( 3.1)

15
(11.5)

79
(60.3)

4.97
( 1.49)

7. I have a personally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God

5
( 3.8)

0
( 0.0)

3
( 2.3)

12
( 9.2)

20
(15.3)

91
(69.5)

5.40
( 1.16)

8. I feel very fulfilled and satisfied with life

4
( 3.1)

4
( 3.1)

4
( 3.1)

44
(33.6)

22
(16.8)

53
(40.5)

4.79
( 1.26)

9. I don’t get much personal strength and
support from my God

85
(64.9)

21
(16.0)

8
( 6.1)

10
( 7.6)

3
( 2.3)

4
( 3.1)

5.24
( 1.29)

10. I feel a sense of well-being about the
direction my life is head in

7
( 5.3)

7
( 5.3)

3
( 2.3)

26
(19.8)

32
(24.4)

56
(42.7)

4.81
( 1.43)

11. I believe that God is concerned
about my problems

5
( 3.8)

2
( 1.5)

3
( 2.3)

11
( 8.4)

21
(16.0)

89
(67.9)

5.35
( 1.22)

12. I don’t have enjoy much about life

48
(36.6)

17
(13.0)

18
(13.7)

25
(19.1)

10
( 7.6)

13
( 9.9)

4.22
( 1.72)

13. I don’t have a personally satisfying
relationship with God

81
(61.8)

19
(14.5)

8
( 6.1)

13
( 9.9)

7
( 5.3)

3
( 2.3)

5.11
( 1.39)

14. I feel good about my future

7
( 5.3)

6
( 4.6)

2
( 1.5)

16
(12.2)

31
(23.7)

69
(52.7)

5.02
( 1.41)

15. My relationship with God helps me
not to feel lonely

6
( 4.6)

7
( 5.3)

4
( 3.1)

19
(14.5)

30
(22.9)

65
(49.6)

4.95
( 1.41)

16. I feel that life is full of conflict and
unhappiness

9
( 6.9)

8
( 6.1)

22
(16.8)

8
( 6.1)

19
(14.5)

65
(49.6)

4.67
( 1.71)

17. I feel most fulfilled when I’m in close
communication with God

8
( 6.1)

1
( 0.8)

2
( 1.5)

17
(13.0)

27
(20.6)

76
(58.0)

5.15
( 1.34)

18. Life doesn't have much meaning

87
(66.4)

18
(13.7)

7
( 5.3)

7
( 5.3)

5
( 3.8)

7
( 5.3)

5.18
( 1.45)

19. My relation with God contributes to my
sense of well-being

6
( 4.6)

3
( 2.3)

1
( 0.8)

10
( 7.6)

21
(16.0)

90
(68.7)

5.34
( 1.28)

20. I believe there is some real purpose for
my life

3
( 2.3)

4
( 3.1)

4
( 3.1)

12
( 9.2)

24
(18.3)

84
(64.1)

5.30
( 1.19)

Items

Religious well-being scale

52.66
( 8.61)

Existential well-being scale

48.37
( 8.13)

101.02
(15.57)
SD＝Strongly Disagree, MD＝Moderately Disagree, D＝Disagree, Agree, A＝Agree, MA＝Moderately Agree, SA＝
Strongly Agree, Sta. D：Standard Deviatio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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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split-half reliability, item-total correlation and internal consistency of religious well-being Items in SWS
Item-RWS
correlation

Religious well-being items

Item-SWS
correlation

1. I don’t find much satisfaction in private prayer with God

0.72***

0.68***

3. I believe that God love me and cares about me

0.61***

0.54***

5. I believe that God is impersonal and not interested in my daily situations

0.59***

0.55***

7. I have a personally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God

0.69***

0.65***

9. I don’t get much personal strength and support from my God

0.68***

0.69***

11. I believe that God is concerned about my problems

0.71***

0.67***

13. I don’t have a personally satisfying relationship with God

0.60***

0.55***

15. My relationship with God helps me not to feel lonely

0.66***

0.62***

17. I feel most fulfilled when I’m in close communication with God

0.82***

0.76***

19. My relation with God contributes to my sense of well-being

0.78***

0.71***

Internal consistency

0.87*

Split half reliability(odd and even)

0.78***

Split half reliability(first and second half)
*：p<.05, **：p<.01, ***：p<.001

0.78***

Table 4. The Split-half reliability, item-total correlation and internal consistency of Existential Well-Being items in SWS
Item-RWS
correlation

Item-SWS
correlation

2. I don’t know who I am, where I came from, or where I’m going

0.42***

0.42***

4. I feel that life is a positive experience

0.31***

0.21**

6. I feel unsettled about my future

0.66***

0.62***

8. I feel very fulfilled and satisfied with life

0.71***

0.71***

10. I feel a sense of well-being about the direction my life is head in

0.49***

0.44***

12. I don’t have enjoy much about life

0.57***

0.46***

14. I feel good about my future

0.63***

0.68***

16. I feel that life is full of conflict and unhappiness

0.51***

0.42***

18. Life doesn’t have much meaning

0.56***

0.45***

20. I believe there is some real purpose for my life

0.66***

0.73***

Religious well-being items

Internal consistency

0.72*

Split half reliability(odd and even)

0.55***

Split half reliability(first and second half)
*：p<.05, **：p<.01, ***：p<.001

0.58***

하게 나타났으며 SWS와의 관계에서도 각 문항들이

높았고,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

0.21～0.76(p<.001)으로 상관이 유의하게 있는 것으

우에서 SWS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WS

로 나타났다(표 3, 4).

에서도 신체적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WS에서는 연령수준에 따라

2. 인구통계학적 변인분석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에 따른 분석(표 5)에서 SWS
는 성별, 나이, 결혼여부,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나 신체적 건강정도에 따라 유

유의한 차이(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
와 60대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다.

3. 종교를 가진 동기 및 기간에 따른 분석

의한 차이(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이

종교적 변인들을 통한 비교(표 6)에서, SWS는 종교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SWS 점수가 가장

를 가지게 된 동기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p>.05)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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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s of RWS, EWS and SWS scores by demographic variable
Demographic variable

No of subject(%)

Mean(Sta. D)

Male

48(36.6)

53.02( 9.53)

Female

83(63.4)

52.45( 8.07)

below 30

27(20.6)

48.48(12.13)

31-40

13(10.0)

52.38( 8.03)

41-50

41(31.3)

52.98( 7.96)

51-60

31(23.7)

53.97( 7.04)

61-

19(14.5)

52.66( 8.61)

F or t

Post hoc(scheffe)

Religious well-being scale
Sex
Age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Education

Physical health

24(18.4)

49.33(12.54)

107(81.6)

53.40( 7.32)
56.18( 5.44)

Elementary or below

11( 8.4)

Middle

15(11.5)

48.47( 9.99)

High

65(49.6)

52.11( 9.57)

College and above

40(30.5)

54.15( 6.33)

Very healthy

12( 9.2)

54.33( 8.39)

Healthy

46(35.1)

54.63( 6.20)

Common

56(42.7)

52.04( 8.51)

Not healthy

17(13.0)

48.17(12.65)

Male

48(36.6)

48.65( 7.76)

Female

83(63.4)

48.20( 8.40)

below 30

27(20.6)

45.26( 9.41)

31-40

13(10.0)

47.15( 7.38)

41-50

41(31.3)

47.68( 8.02)

51-60

31(23.7)

51.19( 6.22)

61-

19(14.5)

50.47( 8.46)

Unmarried

24(18.4)

46.00( 9.70)

107(81.6)

48.90( 7.70)
49.09( 6.50)

0.35

1.53

2.36

NS

2.69*

NS

Existential well-being scale
Sex
Age

Marital status

Married
Education

Physical health

Elementary or below

11( 8.4)

Middle

15(11.5)

48.67( 6.58)

High

65(49.6)

47.83( 8.83)

College and above

40(30.5)

48.93( 8.09)

Very healthy

12( 9.2)

49.17(10.46)

Healthy

46(35.1)

50.48( 7.95)

Common

56(42.7)

47.55( 7.37)

Not healthy

17(13.0)

44.74( 8.31)

Male

48(36.6)

101.66(16.41)

Female

83(63.4)

100.65(15.16)

below 30

27(20.6)

94.74(20.72)

31-40

13(10.0)

99.54(14.10)

41-50

41(31.3)

100.66(14.33)

51-60

31(23.7)

105.16(12.23)

61-

19(14.5)

105.00(13.66)

Unmarried

24(18.4)

95.33(21.26)

107(81.6)

102.30(13.80)

0.30

2.49*

NS

1.37

0.19

NS

2.44

NS

Spiritual well-being scale
Sex
Age

Marital status

Ma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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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2.06

1.37

NS

Table 5. Continued
Demographic variable

No of subject(%)

Mean(Sta. D)

11( 8.4)

105.27(11.46)

F or t

Post hoc(scheffe)

0.92

NS

2.97*

NS

Religious well-being scale
Education

Elementary or below
Middle

15(11.5)

97.13(15.58)

High

65(49.6)

99.94(17.34)

College and above

40(30.5)

103.06(13.29)

Very healthy

12( 9.2)

103.50(17.63)

Healthy

46(35.1)

105.11(13.18)

Common

56(42.7)

99.59(14.73)

Not healthy
17(13.0)
*：p<.05, Sta. D：Standard Deviation, NS：Not Significant

92.94(19.95)

Physical health

Table 6. Comparisons of RWS, SWS and SWS scores by religious variables
No of subject(%) Mean(Sta. D) F or t

Post hoc(scheffe)

Religious well-being scale
To be devoted motivation At birth
After birth(oneself or by others)
To be devoted period

22(16.8)

56.05( 6.24)

109(77.2)

51.97( 8.88)

Below 10years

20(15.3)

49.20( 9.48)

11-20years

38(29.0)

51.68(10.55)

21-30years

27(20.6)

52.37( 8.05)

31-

46(35.1)

55.13( 5.88)

2.58*

2.61*

NS

Existential well-being scale
To be devoted motivation At birth
After birth(oneself or by others)
To be devoted period

22(16.8%)

49.77( 8.52)

109(77.2%)

48.08( 8.07)

Below 10years

20(15.3)

44.75( 7.02)

11-20years

38(29.0)

47.42( 8.31)

21-30years

27(20.6)

48.22( 9.14)

31-

46(35.1)

50.80( 7.27)

22(16.8%)

105.82(14.14)

109(77.2%)

100.06(15.73)

0.85

2.30*

1/4

Spiritual well-being scale
To be devoted motivation At birth
After birth(oneself or by others)
To be devoted period

Below 10years

20(15.3)

93.95(14.91)

11-20years

38(29.0)

99.11(18.08)

21-30years

27(20.6)

100.59(15.44)

3146(35.1)
*：p<.05, Sta. D：Standard Deviation, NS：Not Significant

105.93(12.27)

1.71

3.26*

1/4

나타났으나, 종교를 가진 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은 점수를 보여주었으며 종교를 가진 기간에 따라서도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0년 이하의 신앙생활을 한

유의한 차이(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WS에

집단과 30년 이상의 종교생활을 한 집단간에는 유의한

서는 종교를 가진 기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p<.05)

차이(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WS는 종교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 이하의 종교생활을

가지게 된 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p<.05)가 있는 것

한 집단과 30년 이상 종교생활을 한 집단간에 유의한

으로 나타났는데 모태신앙을 가진 집단이 유의하게 높

차이(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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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factor analysis result of SWS
Item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20. I believe there is some real purpose for my life

0.834

15. My relationship with God helps me not to feel lonely

0.822

14. I feel good about my future

0.691

17. I feel most fulfilled when I’m in close communication with God

0.664

1. I don’t find much satisfaction in private prayer with God

0.645

5. I believe that God is impersonal and not interested in my daily
situations
10. I feel a sense of well-being about the direction my life is head in

0.722
0.722

11. I believe that God is concerned about my problems

0.646

6. I feel unsettled about my future

0.532

7. I have a personally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God

0.507

3. I believe that God love me and cares about me

0.798

19. My relation with God contributes to my sense of well-being

0.564

13. I don’t have a personally satisfying relationship with God

0.484

16. I feel that life is full of conflict and unhappiness

0.744

18. Life doesn’t have much meaning

0.567

9. I don’t get much personal strength and support from my God

0.507

12. I don’t have enjoy much about life

0.473

8. I feel very fulfilled and satisfied with life

0.452

4. I feel that life is a positive experience

0.819

2. I don’t know who I am, where I came from, or where I’m going
Percent of variance
Eigenvalue

-0.595
35.994

7.991

6.194

5.935

5.118

7.199

1.598

1.383

1.187

1.024

4. 타당도 검증

잘 살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11. 나는 신이 내 문제

SWS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분석의 일환으로 요인분

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6. 나는 나의

석을 실시하였다. 고유가(Eigenvalue)를 1로 잡고 Va-

미래에 대해 불안정감을 느낀다’
,‘7. 나는 신과 개인

rimax 회전(rotation)시켜 요인을 추출한 결과 5개의

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
로 구성되어 있었다.
요인 3은 신과의 개인적 신뢰관계에 관한 것으로‘3.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인 1은 긍정적인 신과의

나는 신이 나를 사랑하며, 나를 보살펴준다고 믿는

관계 및 미래지향적 신념과 관련된 것으로‘20. 나의 인

다’
,19. 신과의 관계는 나의 행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

생에는 어떤 진정한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15. 나에

다고 생각한다’
,‘13. 나는 신과 개인적으로 만족스러

게는 신이 있으므로 나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14.

운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는 내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이다’
,‘17. 나는 신

요인 4는 실존적 현실관과 관련된 것으로‘16. 나는

과 밀접한 친밀한 영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낀다’
,‘1.

인생이 갈등과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낀다’
,‘18.

나는 나의 기도로 인해 나타난 효과에 크게 만족한다’

인생은 큰 의미가 없다’
,‘9. 나는 신으로부터 많은 힘과

로 구성되어 있었다.

지지를 받지 못한다’
,‘12. 나는 인생을 재미있게 즐기

요인 2 또한 요인 1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신과의
관계 및 미래지향적 신념과 관련된 것으로‘5. 나는 신

지 않는다’
,‘8. 나는 인생에 대해 충만감과 만족감을
느낀다’
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인간과는 달리 비인격적인 존재이며 나의 일상생활

요인 5 또한 실존적 현실관과 관련된 것으로‘4. 나

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믿는다’,‘10. 나는 나의

는 인생을 하나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2. 나

미래가 내가 바라는 대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더욱

는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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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isons of extracted factors by demographic variables
Demographic variable
Sex

Mean Male
(Sta.D) Female

No of
subject(%)

Factor 1

31-40

-0.57

0.14

-1.15

27(20.6) 23.67(6.39) 24.30(5.60) 14.85(4.29) 22.85(5.74) 9.07(1.80)

31(23.7) 26.16(5.01) 26.97(3.85) 16.71(2.36) 25.65(3.68) 9.68(1.97)
19(14.5) 27.21(3.72) 26.47(5.28) 16.53(2.01) 25.26(5.57) 9.53(2.65)

F

1.50

Mean Unmarried
(Sta.D) Married

1.33

1.73

1.72

0.44

24(18.4) 23.92(6.52) 24.38(5.74) 14.79(4.45) 22.96(5.92) 9.29(1.90)
107(81.6) 25.95(4.88) 26.36(4.32) 16.20(2.48) 24.36(4.73) 9.42(2.15)

T

1.44

1.60

1.49

1.09

0.29

Elementary or below 11( 8.4) 27.64(3.23) 25.27(6.02) 17.45(1.04) 25.27(4.00) 9.00(2.89)
Mean Middle
(ta.D) High
College and above

15(11.5) 21.80(8.80) 25.80(4.92) 15.27(3.58) 24.60(4.28) 9.67(2.09)
65(49.6) 25.70(4.96) 25.92(5.07) 15.56(3.31) 23.42(5.19) 9.56(2.12)
40(30.5) 26.26(4.32) 26.41(3.37) 16.41(2.27) 24.74(5.08) 9.13(1.81)

F
Physical
health

0.65

41(31.3) 25.49(5.26) 26.22(4.34) 15.95(2.60) 23.54(4.89) 9.46(2.19)

61-

Education

Factor 5

13(10.0) 26.07(4.57) 25.85(3.91) 15.46(2.88) 23.15(4.75) 9.00(1.91)

Mean
41-50
(Sta.D)
51-60

Marital
status

Factor 4

48(36.6) 26.27(4.80) 26.35(4.89) 15.73(3.43) 24.19(4.78) 9.13(1.99)
1.19

below 30

Factor 3

83(63.4) 25.18(5.48) 25.80(4.53) 16.06(2.68) 24.06(5.11) 9.55(2.15)

T
Age

Factor 2

3.58*
Very healthy

Mean Healthy
(Sta.D) Common
Not healthy

0.20

1.94

0.87

0.56

12( 9.2) 25.92(6.86) 26.67(2.61) 16.67(2.61) 26.08(6.75) 8.16(2.41)
46(35.1) 26.83(3.62) 26.96(3.53) 16.21(2.49) 25.30(4.59) 9.80(2.15)
56(42.7) 25.09(5.37) 26.23(4.25) 15.89(2.82) 23.13(4.72) 9.25(2.02)
17(13.0) 23.58(5.25) 22.18(6.17) 14.82(4.49) 22.70(4.98) 9.65(1.69)

F
*：p<.05, **：p<.01, Sta. D：Standard Deviation

1.20

5.03**

1.18

2.08*

2.19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Table 9. Comparisons of extracted factors by religious variables
N of
subjets(%)
To be devoted Mean at birth
(Sta.D) after birth
motivation

Factor 1

22(16.8) 27.45(5.07) 26.82(4.78) 17.09(2.07) 25.05(5.30) 9.41(2.38)
109(77.2) 25.20(5.23) 25.83(4.63) 15.71(3.08) 23.92(4.91) 9.39(2.05)

T

1.89

To be devoted Mean below 10years
(Sta.D)
period
11-20years

0.88

2.61*

0.92

0.03

20(15.3) 23.80(4.72) 24.40(4.49) 14.70(3.20) 21.90(4.23) 9.15(2.08)
38(29.0) 25.29(5.65) 25.24(5.49) 15.47(3.58) 23.71(4.96) 9.39(1.92)

21-30years

27(20.6) 24.81(6.53) 26.63(3.59) 15.74(3.17) 24.07(5.38) 9.33(2.08)

31-

46(35.1) 27.04(3.92) 26.96(4.36) 16.98(1.69) 25.41(4.78) 9.54(2.30)

F
*：p<.05, Sta. D：Standard Deviation

2.25

1.99

3.59*

2.54

0.17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요인 2와 요인 4에서 유의한 차

있는 지를 알지 못한다’
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나타난 요인들을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을 통

이(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적인 변인에

하여 비교평가한 내용은 표 8과 같다. 즉 성별, 나이,

따른 비교(표 9)에서, 종교를 가지게 된 동기는 모태신

결혼여부를 통한 비교에서 어느 요인에서도 유의한 차

앙을 가진 집단이 요인 3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

이가 없었으나(p>.05), 교육정도에 따라 요인 1인에서

(p<.05)를 보였으며, 종교를 가진 기간을 통한 비교에

유의한 차이(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서도 요인 3에서 유의한 차이(p<.05)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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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중심으로 실존적인 안녕감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의 질환으로 인한 환자가 절망감

고

찰

을 극복할 때 영성이 더 잘 개발된다는 Baldree 등24)의
연구와, 노인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을 가질 때 종

영적이라는 것은 수직적으로 초월하는 경향과 수평

교성이 강해진다는 보고25)와 비교되는 내용이다.

적으로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다고 자아초월

종교를 믿게 된 동기 및 종교를 가진 기간에 따른 영

심리학자인 Firman과 Vargie17)가 주장한바 있다. 이

적안녕척도의 평가성적을 비교한 결과, 모태신앙인 경

는 Morberg18)가 말한 영적 안녕은 신과의 관계를 받

우 그리고 종교를 가진 기간이 길수록 유의하게 더 높

아들이는 것을 내포하는 수직적인 단면을 가지는 한 축

은 종교적 안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존적

과 자신의 존재에 만족하거나 인생의 의미나 목적을 지

안녕의 경우에서는 종교를 가진 기간에 따라 안녕감의

각하는 것을 내포하는 수평적 측면으로 이루어진 성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영적 안녕감이 높

특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비교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은 경우는 종교를 가지게 된 동기가 부모로부터 전수된

이 연구에서의 영적 안녕은 종교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

경우와 30년 이상 종교를 가진 경우에서 의미 있게 높

으로 구성된 척도를 선택하였다.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정신질환과 영성(spirituality)의 관계를 고

이는 Erikson26)의 인성발달 단계에서처럼 출생 후

찰한 논문들은 극히 소수로 Allport와 Ross에 의해 개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기본신뢰감(baisc trust)은

발된 내재적-외현적 종교성향척도(Intrinsic and ext-

신앙발전에도 기본이 된다는 주장27)과 노년기에 자아

rinsic religious orientation scale)의 발표를 위시하여

의 통합(ego integrity)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론과 비

19)

그외 몇 편에 불과하다.

교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한국판 영적안녕척도를 표준화하기

타당도는 요인분석으로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위하여, 영적안녕 척도의 구성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고

Paloutzian과 Ellison16)이 두 가지 하위척도인 종교적

자 시도되었다. 이 척도가 개발된 서구 문화 그리고 중심

안녕과 실존적 안녕으로 요인을 나눈데 비하여 본 저자

된 종교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

들의 연구에서는 5개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요인

독교라는 단일종교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가 진행되

1, 2, 3은 원문의 요인구조와는 달리 문항 14와 20 및

었다.

6과 10, 4개의 실존적 안녕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척도의 신뢰도는 유의한 수준에서 적절한 것으로

이들은 모두가 인생의 목적 및 긍정적인 미래관을 평가

밝혀졌는데 내적 일치도를 말하는 Cronbach alpha 계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종교적 안녕으로 간주된 문항들이

수는 RWS가 0.87, EWS는 0.72로 Ellison20)의 0.87,

라 하겠다.28)29)

0.78과는 유사한 결과였으며, Kirschling과 Pittman21)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안녕의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종

이 측정한 값보다는 더 높았다. 또한 반분 신뢰도 계수

교적 안녕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각되고 있을 가능성을

역시 SWS 및 RWS와 EWS 하위 척도에서 모두 유의

시사해주는 내용이다.

하게 높은 수치가 나왔으며 문항전체상관(Item-total

요인 4와 5는 9번의 1개 문항을 제외하고는 원문에

correlation)도 유의한 상관 계수를 나타내주고 있었다.

서 실존적 안녕을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영적안녕척도의 성적을 비교

그 1개의 문항은 종교적 의존상태로 현재에서 현실적

한 결과, 성, 연령, 결혼상태 및 교육에서의 유의한 차

인 나와 신과의 관계를 반영한 내용으로해서 실존적 안

이를 볼 수 없었다. 신체적 건강에 따른 평가는 영적 안

녕으로 평가되었다고 하겠다.

녕과 하위 척도인 종교적 안녕척도에서 건강할수록 높
22)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을 중심으로 한 각 요인들의 비

은 점수였다. 이는 말기암 환자를 연구한 Reesd 와

교에서, 요인 1의 경우 학력이 높거나 낮은 경우 안녕감

죽음에 직면한 환자의 영적 표현을 연구한 Bascon23)

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독교인으로써

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건강과 영적 안녕은 상호관계

하나님과 내세관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절대적으로 믿어

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본다. 실존적 안녕의 경우 60

야 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기독교인은 교육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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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사, pp17

낮거나 높을 때 덜 비판적인 경향을 띌 수 있다고 분석

6) Assagioli R(1969)：Some considerations regarding

30)

한 국내보고와 비슷하였다.

요인 2와 요인 4는 신체적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안
녕감의 차이를 반영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7)

서, 요인 2의 경우 종교적 안녕을 반영하는 신체적 건
강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 요인 4의 경우, 실존적 안녕
을 반영하는 신체적 건강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종
교적 변인을 통한 각 요인들을 비교한 결과, 모태신앙
일수록 그리고 종교를 가진 기간이 길수록 요인 3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8)
9)

따라서 RWS중, 요인 3은 개인적 신앙을 강조한 순
수한 종교적 안녕을 반영하는 척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요인 1, 2, 3은

10)

RWS에 해당되는데 요인 1은 교육수준을 반영한 종교
적 안녕척도, 요인 2는 신체적 건강이 반영된 종교적
안녕척도, 요인 3은 신앙이 더 강조된 종교적 안녕척도

11)

로 평가되었으며, 요인 4, 5는 EWS에 해당되는 내용
으로 요인 4는 신체적 건강이 반영된 실존적 안녕척도,
요인 5는 현실관을 반영한 실존적 안녕척도로 평가되
었다. 이 척도로 조사한 일부 기독교인의 영적 안녕정

12)

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제한점은 공존 타당도를 검증할 수
없었다는 것과 대상이 기독교인 단독이라는 것이다. 추

13)

후 불교도와 무신론자들을 위시하여 다양한 종교집단
과 연령집단에도 실시하면서 다른 종류의 새로 개발된
영성평가척도와의 상호관계를 검증해 보고저 하는 바

14)

이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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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Vol 40, No 2, March, 2001

A Study 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Spiritual Well Being Scale
Seung Deuk Cheung, M.D., Jong Bum Lee, M.D., Hyung Bae Park, M.D.,
Jin Sung Kim, M.D., Dai Seg Bai, M.D., Kwang Heun Lee, M.D.,
Jeoung Kyu Sagong, M.D., Chang Jin Song, M.D., Jin Woo Bai, M.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Taegu

Objectives：The study is to tes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spiritual well being
scale which is devised by Paloutzian and Ellison.
Methods：The spiritual well being scale was translated into Korean by two psychiatrist and 131
Christians rated the Korean version of spiritual well being scale. For test-retest reliability, 80 telephone
counsellor trainee rated it again after one week interval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done with the collected
data.
Result：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regarded to have good test-retest reliability. Cronbach alpha
value of total score, and religious well being subscale and existential well being subscale were significantly high. Among demographic factors, health(healthier) factors, is related with significantly high
score of spiritual well-being scale(SWS). Period(over 30year) of christianity showed significant
discriminative score of SWS. Factor analysis for validity showed 5 subgroups which were correlated
with religious well-being scale(RWS) and existential well-being scale(EWS). 1st subgroup of RWS is
related with educational factor, 2nd subgroup of RWS is related with health foactor, 3rd subgroup of
RWS is related with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especially, 4th subgroup of EWS is related with
health factor and 5th subgroup of EWS is related with reality oriented view.
Conclusion：The Korean version of SWS which is consisted of RWS and EWS was proved to be a
reliable and valid instrument of assessment of spirituality.
KEY WORDS：Spiritual well being scale·Christianity·Reliability and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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