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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외상 경험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항: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
박선정*
본 연구는 대인외상 경험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 1,750명을 대상으
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 중 대인외상(대인관계파탄 또는 배신충격) 경험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응답한 239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2단계 모형접근에
의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최종모형의 RMR, GFI, RMSEA 등의 적합
도지수가 모두 기준에 부합하게 나타났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
와 적극적 대처의 경로가 유의하고 적극적 대처와 외상 후 성장의 경로가 유의하였다. 둘째,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 간의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셋째, 연구모형과 대
안모형의 비교 분석 결과 완전매개모형인 대안모형이 최종모형으로 선택되었다. 넷째, 적극적
대처의 완전매개효과를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검증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게 나
타났다. 끝으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인외상 경험 청소년의 외상 후 성장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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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외상’ 즉, ‘트라우마(trauma)’라는 용어가 생소하지 않은 사회를 살며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
느 시점에서 한번쯤은 ‘외상’이라 명명할 만한 충격적인 사건을 만난다. 은헌정, 이선미 및 김태
형(2001)의 연구에서는 전체연구 대상자 850명 중 78.8%가 외상적 사건을 경험하였고, 우리나라
청소년 1,274명을 대상으로 한 외상 관련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68.1%가 한 가지 이상의 외상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서영석․조화진․안하얀․이정선, 2012). 그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암
과 투쟁했던 경험일수도, 질병이나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경험일 수도,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 일 수도 있다. 그 사건이 무엇이든 간에 개인이 지각하는 고통의 크기가 삶을
흔들어놓을 만큼 크고 충격적이라면 그 사건은 외상 경험자에게 많은 부정적 변화를 가져다준
다(서우정, 2007; 전철은․현명호, 2003; 지은혜, 2009). 특히 사람에 의해 발생한 대인외상은 비
대인외상에 비해 높은 우울, 높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낮은 외상 후 성장 등의 부정적인 결
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희경, 2012; 이수림, 2013; 장진이, 2010; 최승미, 2008).
하지만 외상 사건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Danforth & Glass, 2001;
Janoff-Bulman, 1992; Rosenblatt, 2000). Tedeschi와 Calhoun(1996; 2006)은 외상 사건 이후 오히려 그
이전의 적응 수준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변화 즉,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외상
후 성장 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외상 후 성장 이론은 외상 사건 이후 기존의
신념, 인생이야기, 정서적 고통 조절이 도전 받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대화나 글쓰기 등의 자기
노출,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소의 영향을 받아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고 더불어 인
생이야기와 지혜가 확장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외상에 따른 긍정적 변화인 외상 후 성장의 관련
변인을 밝히기 위해 외상 유형별, 생애주기별 그리고 개인의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
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른 경험에 비해 개인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보고되고 있는(김희
경, 2012; 주혜선, 2008; 최승미, 2008)대인외상 경험을 세분화하여 대인관계파탄과, 배신충격 경
험을 주요외상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대인관계 양상을 경험하기 쉬운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과도
기에 있는 후기청소년(19세-24세)을 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실시하고자한다. Arnett(2007)는 청
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에 있는 후기청소년기를 ‘불안정성의 시기’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
으며 미국의 경우 35%의 후기 청소년들이 거주지를 빈번하게 옮기고, 동거하고 별거하고, 또 다
른 친구와 동거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천정웅, 2013).
한국의 경우는 후기청소년기에 대부분 대학을 진학하여 다양한 관계를 맺고, 이전과는 다른 양
상의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등의 변화를 겪게 된다.
대인외상과 비대인외상 경험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박지은(2014)의 연구에서는 대인외상 경험
자가 33.8%, 비대인외상 경험자가 66.2%로 나타났고, 유희정(2014)의 연구에서는 전체 연구 대상
중 대인외상 경험자가 30.5%, 비대인외상 및 기타외상 경험자가 69.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

- 26 -

박선정 / 대인외상 경험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항: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

는 외상경험대상자 중 대인외상 경험자가 42%, 비대인외상 경험자가 58%로 나타났다. 이것은
외상경험자의 30% 이상이 사람에 의한 외상 경험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었을 가
능성을 나타낸다. 비대인외상 유형이 재정적 어려움, 재해, 사고, 주변인의 사망, 질병 등 사람에
의해 고의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외상 유형을 모두 포괄하는 것을 감안하면 30% 이상으로 나타
난 대인외상 경험자의 비율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대인외상은 범죄피해, 성추행 및 성폭행, 이별, 실연, 절교, 어린 시절의 학대, 외도, 속임, 사
기 등이 모두 포함 되지만 각각의 외상이 갖는 특성에 따라 외상 후 성장을 촉진시키는 주요
변인에는 차이가 있다(안현의․주혜선, 2011; 이미연․김지혜․조용래, 2012; 이수림, 2013). 외상
유형에 따른 초기부적응 도식과 대인관계문제의 차이를 밝히기 위한 이현정과 장희순(2014)의
연구에서도 외상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순외
상 집단과 대인간 외상 집단은 동질하게, 대인간 외상 집단과 복합외상 또는 다중외상 집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외상 유형에 따른 외상 후 성장 또
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차이에 관한 연구가 존재한다
(김자혜․김정규, 2013; 안현의․주혜선, 2011; 이수림, 2013). 대인외상 경험 중 본 연구에서 다
룰 대인관계파탄 또는 배신충격 사건 경험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박지은(2014)의 연구에서는
58.5%, 이수림(2013)의 연구에서는 3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대학 상담 학생의 70%
이상이 이성관계나 대인관계 등 대인관계파탄이나 배신충격과 관련된 문제를 호소한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변은주, 1996; 장현진, 2013) 이러한 경험은 보복 범죄나 자살 등의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김서연․윤대우, 2014). 이처럼 대인외상 경험자의 많은 수가 대인관계파탄과
배신충격사건을 경험하고 그로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인관계파탄이나 배신충격
사건 경험자의 외상 후 성장에 관한 국내 연구는 대학생의 실연경험을 다룬 김나연(2010), 조명
희(2012)의 연구 정도에 불과하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대인관계파탄이나 배신충격사건 경험자
의 비율을 고려해볼 때 대인외상 경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국내 선행 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주요변인으로
다루어왔다.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신선영, 2009; 전유진․배정규,
2013; 정민선, 2014)와 적극적 대처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고은, 2013; 김
현정, 2013; 송 현, 2011)는 사회적 지지와 적극적 대처가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임
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 적극적 대처, 외상 후 성장과의 직․간접관계를 구체적으
로 밝힌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인관계파탄과 배신충격 대인외상을 경험한 후기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
간 경로를 적극적 대처가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인외상 경험
후기청소년들이 외상을 잘 극복하고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천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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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대인외상 경험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대인외상 경험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적극적 대처를 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Ⅱ. 이론적 배경
1. 대인외상 경험
외상 후 성장에서의 외상은 개인과 사회적 관계 변화의 촉매제이고 개인의 현실 및 타인과
자신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이해에 대한 도전이며, 원인이 되는 사건으로 관계파탄, 자연재
해, 범죄사건, 개인의 심각한 질병, 동료 및 가족의 죽음 등 다양한 사건을 모두 포함한다(박은
아, 2014). 외상 사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외상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개인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
다는 것을 제안하며 외상 유형을 여러 측면에서 구분하였다. Shaw(2000)는 외상유형을 크게 사건
외상(event trauma)과 진행외상(process trauma)으로 구분하였다. 사건외상은 제한된 시간이나 공간
에서 뜻하지 않은 갑작스런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해 생긴 외상을 말하는 반면, 진행외상은 학대
나 방임과 같은 스트레스 사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생긴 외상을 말한다(유재학․박지선․박
두흠․유승호․하지현, 2009). Allen(2005)은 일회적 외상과 중복적인 외상, 대인관계적 외상과 비
대인관계적외상, 자연적인 외상과 인위적인 외상의 3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정희진(2008)은 외상
경험을 일으킨 대상에 따라 사람에 의한 외상(대인외상 경험)과 자연에 의한 외상(비대인외상경
험)으로 구분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외상유형 분류 중 본 연구에서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대인외상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장진이(2010)는 대인외상을 사람에 의해 고의적으로 일어난 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별, 배
신, 폭력, 학대, 방임 등에 의한 외상이라고 하였고 김지애(2013)는 친밀한 관계에서 배신, 무시,
욕설, 무관심, 따돌림과 같은 정서적 폭력을 대인외상 경험으로 설명하였다. 박은주(2012)는 절
교, 이별, 이혼, 파혼 등의 대인관계파탄, 사기, 거짓말, 속임과 같은 배신의 충격, 학교나 직장에
서의 소외나 왕따와 같은 단체 적응문제, 폭력경험이나 목격 등의 외상경험을 대인외상으로 정
의하였다. 대인외상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박지은(2014)은 대인관계 외상 경험자에 관한 연구를
위해 이혼, 범죄피해, 성추행 및 성폭행, 대인관계파탄, 심각한 적응의 어려움, 배신충격 등을 대
인외상으로 그 외 외상유형을 비대인외상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한수경(2013)은 대인
외상을 학대와 방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고, 이현정과 장희순(2014)은 대인
간 외상을 신체폭력과 성폭력 경험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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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자들에 의해 대인외상으로 구분되며 경험의 빈도가 높으나 선행연구가 부족한
이별, 실연, 절교 등의 ‘대인관계파탄 경험’과 심각한 거짓말, 외도, 속임, 사기 등의 ‘배신충격경
험’을 대인외상 경험으로 설정하였다. 배신충격사건과 대인관계파탄사건은 그 내용적인 면에서
도 관련성을 가진다. 외도나 심각한 거짓말을 이유로 이별이나 실연을 겪게 되는 경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사기로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물론 중복외
상 경험자의 동일사건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도 배신충격 경험자의 60%가
대인관계파탄 경험을 동시에 보고한 것을 미루어볼 때 이러한 관련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
한 성폭력, 따돌림, 어린시절학대의 경험 등은 각각의 외상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보고되고
있지만 대인관계파탄이나 배신충격과 같은 경험을 단독으로 다룬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성장이라는 용어는 Tedeschi와 Calhoun(1996)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외상 후 성장은
인간이 살면서 경험하는 매우 도전적인 상황에 투쟁한 결과 얻게 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단지 외상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전 적응 수준
을 넘어서는 자신 및 타인, 삶에 대한 지각의 긍정적인 변화를 말한다(Tedeschi & Calhoun, 1996;
Tedeschi & Calhoun, 2004). 즉 외상 후 성장은 외상 사건 후에 내면의 강점을 발견하는 자기지각
변화, 친밀한 관계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개방이나 이타심이 증가하는 대인관계 깊이의 증가,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삶에 대한 감사와 영적․종교적 관심의 변화를 경험하는 삶의 의미 변화
를 포함한다(Tedeschi & Calhoun, 2004; 2006). 자기지각변화는 외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강점과 취약점을 지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자기 인생
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을 발견하는 것이며, 대인관계 깊이의 증가는 타인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
이 증가하는 변화를 말한다.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삶에 대한 감사와 영적․종교적 관심의 변
화는 삶에 중요한 요소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이수림, 2013). 이제까지 외상 관련연구는
장애 및 심리적 부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최근 긍정심리학과 강점관점에 대한 관심증가
로 외상 이후 긍정적인 변화에 중점을 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말
하는 외상 후 성장은 외상을 장애의 원인이 아닌 개인과 사회적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
제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크다(송승훈․이홍석․박준호․김교헌, 2009; 유희정,
2012; 최승미, 2008). 외상 후 성장 이론과 유사한 몇몇 이론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Linly와
Joshep(2004)의 역경 후 성장이론은 인본주의 심리학과 긍정심리학 사이를 연결하는 통합적인 치
료접근이론으로 역경을 통한 유기체적 평가이론, 사회-인지이론 이라고도 일컬으며 기억의 동화
나 기존 도식의 수정의 결과로 역경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외상 후 성장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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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용어로는 역경 후 성장(Linly & Joshep, 2004), 스트레스관련성장(Park, Cohen & Murch, 1996)
등의 용어가 사용되어 왔으나 Tedeschi, Park와 Calhoun(1998)은 외상 후 성장이라는 용어가 외상
에 대처한 결과라는 것과 외상 전 심리적 기능 수준을 넘어 서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용
어라고 주장하였으며 Tedeschi와 Calhoun(2004)은 외상 후 긍정적인 변화와 관련된 이론들을 체계
화하고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충격적인 외상 사건을 만나 개인
의 중요한 신념, 가치관, 목적이 뒤흔들려도 더 높은 차원의 목표와 신념을 다루기 위해 도전하
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그 결과 외상에 대해 반복적이고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반추의
과정을 경험하고 고통과 동시에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 전략을 찾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서 사회문화적인 요소와 자기개방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결과 자동적이고 침습적인 반추의
시간을 지나 심사숙고하고 사건의 의미를 살펴보는 의도적 반추를 경험하고 삶의 이야기와 지
혜를 확장시키는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Tedeschi와 Calhoun(2004)이 제시한 이론적 모형의 중요한
변인은 개인의 특성, 반추, 자기노출, 사회문화적 요소로 정리 해볼 수 있다. 이러한 변인들의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밝히는 것은 외상 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을 위한 기본 발판이 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edeschi와 Calhoun(2004)의 이론적 모형을 근거하여 사회문화적 요소인
사회적 지지와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
다.
3.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
사회적 지지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다. Cohen과 Wills(1985)는 사회적 지지를 타인들로부터
제공되는 자원을 일컫는 말로써 개인이 지닌 모든 사회적 관계망과 지지적인 대인관계를 의미
하며 어떤 대상이 감정적으로 편안한 것, 문제를 논의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충고를 하는 것, 물
질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신이 사회적 지지망의 일부라고 느끼게 해주는 대인관
계의 과정을 사회적 지지라고 보았다. 박지원(1985)은 Cohen과 Wills(1985)의 분류 기준을 토대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4가지 범주로 분류된 척도를 개발하였
다. 본 연구는 Cohen과 Wills(1985)의 정의와 박지원(1985)의 척도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외상
후 성장을 다룬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의 주요 예측 변인임을 밝혔다(신선
영, 2009; 유희정, 2012; 이수림, 2013; 하정혜, 2014; Weiss, 2002). Weiss(2002)는 외상 후 성장과
사회적 지지가 정적인 관계이며 사회적 지지가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고, 인지적 처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주장하였다. 신선영(2009)의 연구
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의 직․간접 영향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수림
(2013)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 대처를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연구가 사회적 지지의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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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밝힌 것은 아니다. Codova, Cunningham, Carlson과 Andrykowski(2001), Weiss(2004)의 유방암 생
존자에 관한 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과 사회적 지지간의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윤명숙과
김남희(2013)는 외상 후 성장 영향 요인 파악을 위해 자아탄력성, 삶의 의미, 사회적 지지를 독
립변인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진수와 서수균(2011)은 외상 후 성장이 사회적 지지와 무관하기 보다는 두 변인
간의 직접적인 관계만을 고려하고 사회적 지지의 양적인 측면만을 측정한 한계 때문일 것이라
추측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직
접적인 영향과 적극적 대처를 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살펴보고자
한다.
4.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에서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
스트레스 대처란 스트레스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며, 직접적으로나
잠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개인이 행하는 모든 반응을 포함한다(Silver
& Wortman, 1980). 스트레스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 대처방식
을 개인이 부담 되거나 개인의 자원을 초과한다고 평가되는 내적․외적 요구들을 관리하기 위
해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인지적이며 행동적인 노력으로 정의하고 대처의 차원을 문제중심적 대
처와 정서중심적 대처로 구분하였다. Lazarus와 Folkman(1984)의 연구를 바탕으로 김정희(1987)가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정서중심적 대처, 소망적사고 대처의 4가지로 분류하
고 이중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를 다시 적극적 대처방식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를 포함하는 적극적 대처가 사회적 지지, 외상
후 성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Cohen과 Wills(1985)는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완화효과를 주며, 대처방식에 영향을 주어 완충효
과로도 작용한다고 하였다. 완충효과는 외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지지가 사건에 대한
부정적 지각을 낮추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지지와 적극적 대처와의 관
계를 밝힌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문성원(1990)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수준이 높을수록 스트
레스 사건을 보다 잘 통제한다고 밝혔으며, 성선진과 이재신(2000)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
회적 지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지각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밝혔다. 양민경(2013)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적극적
대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대처와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를 살펴보면 최승미(2008)의 연구에서는 적극적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외상 경험 이후 성
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인영과 이인정(2011)은 타인에게 도움을 청
하는 형태의 대처가 외상 후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며, 김현정(2013)은 4가지로 분류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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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 대처 척도를 활용하여 적극적 대처방식인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가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며, 이
러한 외상경험자는 높은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음을 예측 해볼 수 있다. 또한 많은 연구
에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밝혀졌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유의
하지 않은 연구도 존재하며 이것은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
계에서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앞서 설명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
서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
정하고 매개효과 비교분석을 위해 [그림 2]와 같은 완전매개모형을 대안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대안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인외상 경험이 있는 후기청소년(19-24세)이며 설문은 부산․경남지역 대
학생 1,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회수 된 설문지 중 대인외상(대인관계파탄 또는 배신충격)
경험을 가장 힘들었던 사건이라고 응답하고, 사건당시의 주관적 심각도를 보통이상(10점 만점
척도에서 6점 이상)으로 응답한 239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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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연령

사건경험시기
대인외상유형

<표 1>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
남
여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중학생 이전 시기
중학생 시기
고등학생 시기
대학생 시기
대인관계파탄
배신충격

빈도

(N=239)
비율

57

23.8

182

76.2

61

25.5

76

31.8

50

20.9

28

11.7

16

6.7

8

3.3

11

4.8

42

17.6

79

32.9

107

44.8

139

58.2

100

41.8

연령, 외상 경험시기 분포는 <표 1>과 같다. 성별은 여학생이 76.2%로 남학생에 비해 많았으며,
연령은 대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20세가 31.8%로 가장 많았고, 24세가 3.3%로 가장 적게 나
타났다. 외상 경험 시기는 현재 대학시절에 경험한 경우가 44.8%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시
절이 32.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외상의 유형은 대인관계파탄 경험이 58.2%, 배신충격경험
이 41.8%로 나타났다.
3. 측정도구
대인외상 경험
대인외상 경험은 송승훈(2007)이 외상 사건의 종류와 주관적 고통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신선영(2009)이 일부 수정하여 연구에 활용한 외상 경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
인관계파탄과 배신충격 외상 경험을 포함한 16가지 외상 유형을 제시하여 경험유무를 표시하도
록 하고 그 중 가장 힘들었던 사건 하나를 선택하여 재기입하도록 하였다. 추가로 외상 사건 당
시의 주관적 심각도를 10점 척도(1점 : 전혀 심각하지 않음, 10점 : 매우 심각함)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1)

- 33 -

미래청소년학회지, 제12권 제1호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유희정(2012)이 연구에 활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
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4개요인 25문항, 1점-5점 리커트 척도로 구
성되어 있다. 정서적 지지는 사랑과 이해 및 격려와 신뢰 등과 관련된 지지로 ‘나의 주위 사람
들은 나를 사랑해 주고 보살펴준다’,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나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꺼이
들어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칭찬이나 인정과 관련된 평가적 지지는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취한 행동이 옳고 그름을 공평하게 평가해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적 지지는 문제 해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지지로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모르
는 일들에 관해 내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해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한 돈이나
물건 등을 제공하는 물질적 지지는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기꺼이 마련해 준
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내적합치도계수 Cronbach’s α는 유희정(2012)의 연구에
서 전체 .95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전체 .9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

적극적 대처
적극적 대처는 Folkman과 Lazarus(1985)가 69개 문항으로 개발한 척도를 김정희(1984)가 번안한
후 요인분석을 통해 4개요인 62개 문항으로 타당한 척도 중 적극적 대처에 해당하는 문제중심
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27개 문항, 1-4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다. 의사결정, 정보수
집, 목표설정 등과 관련된 문제중심적 대처는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념
한다’, ‘그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그것을 자세히 분석해본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 추구는 ‘그 일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
고 누군가와 이야기한다’, ‘전문적인 도움을 청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극적 대처 문항을
사용하여 외상 후 성장과 적극적 대처의 관계를 밝힌 김고은(2013)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계수
Cronbach’s α는 전체 .90이었으며, 본 연구는 전체 .87로 나타났다.
3)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성장 척도는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하고, 송승훈 등(2009)이 타당화한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PTGI)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는 자기지각 변화, 대인관계
의 깊이 증가,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 4개요인 16문항, 0점-5점 리커
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요인별 문항을 살펴보면 자기지각 변화는 ‘나는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인관계 깊이 증가는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더 감사
하게 되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더 정성을 기울이게 되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운 가
능성의 발견 영역은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적․종교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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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의 증가는 ‘영적, 정신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더 커졌다’, ‘나는 종교적인 믿음이 더 깊어졌
다’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송승훈 등(2009)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계수 Cronbach’s α가 전
체 .94, 본 연구에서는 전체 .92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Statistics 20.0과 Amos 21.0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자료의 정규
성과 이상치 검증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포함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수의 상
관관계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절차에 따라 χ² 통계랑 외에 RMR, GFI, NFI, TLI, CF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를 동
시에 고려하여 측정모형 분석 후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
비교를 통해 최종 모형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최종모형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
해 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 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량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의 측정변인과 적극적 대처의 측정변인 간에는 r=.171~.326(p<.01)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적극적 대처 측정변인과 외상 후 성장 측정변인 간에는 r=.203~.532(p<.01)의 유의
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측정변인과 외상 후 성장의 측정변인인 자기지각변화,
대인관계깊이증가, 새로운가능성발견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
적․종교적 관심의 증가와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정규분포성을 가정하므로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측정하여 정규분
포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왜도의 절대값이 .08~.90, 첨도는 절대값이 .00~1.16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왜도가 절대값 3.0보다 크거나 첨도가 절대가 8.0보다 크면 문제가 있는 변수로 간
주하나(Kline, 2010) 본 연구의 자료는 왜도와 첨도가 기준 크기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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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측정변인
1. 정서적지지
사회적 2. 평가적지지
지지 3. 정보적지지
4. 물질적지지
적극적 5. 문제중심적 대처
대처 6. 사회적 지지추구적대처
7. 자기지각변화
외상 후 8. 대인관계깊이증가
성장 9. 새로운가능성발견
10. 영적종교적관심증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

<표 2> 상관관계분석
1

2

3

4

5

6

7

8

9

10

1
.835**

1

**

**

1

**

**

1

**

**

1

**

**

.845

**

.820

**

.281

**

.172

.797
.755

**

.305

**

.250

.763
.326

**

.208

.192
.189

.601

1

.257** .310** .302** .217** .433** .532**
**

.322

*

.129

-.006

**

.353

**

.192

.030

**

.306

*

.132

-.016

**

.268

**

.271

**

.116 .284

**

.008 .203

**

.325

**

.425

**

1
**

1

**

**

1

**

**

.736
.701

**

.529

.342

.597

.515

.598

1

3.78

3.64

3.71

3.55

2.89

2.79

3.05

2.93

2.98

2.56

.60

.62

.64

.61

.42

.40

1.09

1.16

1.03

1.15

-.46

-.11

-.36

-.38

-.08

-.31

-.90

-.73

-.80

-.28

.40

.00

.27

.08

.48

1.16

.73

.22

1.03

-.38

**

p<.05 p<.01

2. 측정모형 분석
주요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해 측정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χ²=78.751(df=31), p<.001로 나타났다. χ²값은 표본의 크기에 영
향을 받아 과도한 추정을 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여 RMR, GFI, NFI, TLI, CFI, RMSEA
의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적합도 판단지수가 모두 통계학적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변수들
이 잠재변수에 이르는 경로계수가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수들
의 상호상관은 .30~.64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을 의
미하므로 구조모형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는 [그림 3]과 같이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²=78.751(df=31),
p<.001, RMR=.043, GFI=.941, NFI=.953, TLI=.957, CFI=.970, RMSEA=.079로 통계학적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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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사회적 지지
적극적 대처
외상 후 성장
***

<표 3> 측정모형분석 결과
측정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정서적지지
1.096
.945
.052
평가적지지
1.085
.888
.058
정보적지지
1.053
.893
.055
물질적지지
1.000
.859
문제중심적 대처
.907
.716
.109
사회적 지지추구적대처
1.000
.839
자기지각변화
1.548
.956
.124
대인관계깊이증가
1.236
.763
.118
새로운가능성발견
1.046
.739
.104
영적종교적관심증가
1.000
.641
-

C.R
21.236***
18.797***
***

19.039
-

***

8.210
-

11.417***
10.124***
***

9.868
-

***

p<.001, χ²=78.751 (df=31), RMR=.043, GFI=.941, NFI=.953, TLI=.957, CFI=.970, RMSEA=.079

[그림 3] 연구모형분석결과(표준화계수)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잠재변수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
면 사회적 지지에서 적극적 대처로 이르는 직접경로가 표준화계수 .320(CR=4.276, p<.001)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적극적 대처에서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직접경로 또한 표준화계수
.598(CR=5.969, p<.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지지에서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직
- 37 -

미래청소년학회지, 제12권 제1호
경로
사회적 지지 → 적극적 대처
적극적 대처 → 외상 후 성장
사회적 지지 → 외상 후 성장
***

<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C.R

.204

.320

.048

4.276***

1.252

.598

.210

5.969***

.147

.110

.083

.078

***

p<.001, χ²=78.751 (df=31), RMR=.043, GFI=.941, NFI=.953, TLI=.957, CFI=.970, RMSEA=.079

접경로는 표준화계수 .110(CR=.078, p>.05)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연구모형에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으므로 적합한
최종모형 선택을 위해 부분매개모형으로 설정한 연구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을 설정한 대안모형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두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모형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하기 위해 χ²차이를 분석한
결과 차이가 2.952로 자유도(df) 차이 1일 때의 χ²값 임계치 3.84를 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게 나타났다.
모형
연구모형
대안모형
χ² 차이

<표 5>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적합도 비교
χ²

df

RMR

GFI

NFI

TLI

CFI

RMSEA

78.751

31

.043

.941

.953

.957

.970

.079

81.703

32

.045

.939

.951

.957

.969

.080

2.952

1

따라서 간명성의 원칙에 따라 완전매개모형인 대안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여 최종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표 6>과 같이 최종모형의 경로가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경로에서 적극적 대처의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로계수
사회적 지지 → 적극적 대처
적극적 대처 → 외상 후 성장

<표 6>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C.R
***

.221

.356

.046

4.779

1.391

.648

.213

6.540***

***

p<.001, χ²=81.703***(df=32), RMR=.045, GFI=.939, NFI=.951, TLI=.957, CFI=.969, RMSEA=.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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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개효과 분석
구조모형 분석결과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직접 제공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적극
적 대처의 완전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Bootstrapping 방법은 반복적인 표본 추출을 통해 추정치의 편향, 표준오차를 산출 할 수 있으며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제공한다. 분석결과 <표 7>과 같이 매개효과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경로에서 나타난 적극적 대처의
완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로
사회적 지지 → 외상 후 성장

<표 7> 매개효과 분석
총효과
.231*

직접효과

간접효과

-

.231

*

p<.05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인외상 경험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적
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완전매개모형을 대안모형으로 설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모형 중 대안모형이 더
적합한 최종모형으로 채택되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와 적극적 대처의 경로(β=.356,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것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개인이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제적인 도움을 받
아 적응을 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Cutrona & Russell, 1990; Thiots, 1996). 또한 스
트레스 대처방식이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하여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일부 지지 하며(서 미․최보영․조한익, 2006; 한상철, 2001), 사회적 지지와 적극적 대처의 관계
를 직접적으로 밝힌 선행 연구결과(성선진․이재신, 2000; 양민경, 2013)와 일치한다. Cohen과
Wills(1985)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어떤 사건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평가하는 일차적 과정에
서 누군가가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며, 대처행동의 선택과정에서도
적극적 대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스트레스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Cohen
과 Wills(1985)의 설명은 사회적 지지의 객관적인 양 보다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지각하고 있는
지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대인외상 경험 청소년들이 가족, 친구와 같은 주요한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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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고, 이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보다 적
극적인 방식으로 대처해나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적극적 대처와 외상 후 성장 경로(β=.648,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것은 적
극적 대처 방식이 심리적 적응에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며(최미경, 2003; Forsythe,
& Compas, 1987; Terry, Tonge & Callan, 1995), 적극적 대처와 외상 후 성장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김고은, 2013; 최승미, 2008; Bellizzi & Blank, 2006; Maercker & Langner, 2001)결과와
일치한다. 다시 말해 적극적 대처 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높은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인외상 경험 청소년에게 적극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개입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의 직접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대인외상
경험 청소년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수준이 외상 후 성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의 직접적인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신선영, 2009; 유희정,
2012; 이수림, 2013; 하정혜, 2014; Weiss, 2002)와는 대조적이며,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의
직접적인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선행연구(Codova et al., 2001; Weiss, 2004)와는 맥을 같이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가 무관하기 보
다는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의 또 다른 예측 변인을 매개하여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대인외상 집단의 사회적 지지가 비대인외상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이수림, 2013)를 고려해볼 때 친밀한 관계를 맺어오던 사람에 의해 고의적
으로 발생하는 대인외상의 특성이 사회적 지지의 지각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심리적 적응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지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긍정
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의 경로에서 적극적 대처의 완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 즉, 대인외상 경험 청소년이 자신의 주변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자원이 많다
고 지각할수록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에 지원과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문
제를 회피하기 보다는 직면한 문제자체를 변화시키거나 관리하려는 노력을 취하게 된다. 이런
적극적인 노력은 외상 후 성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외상 후 성장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이
런 결과는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이수
림(201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한 몇 가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적극적 대처 방식이 사회적 지지
와 외상 후 성장을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적극적 대처가 외상 후 성장을 예측
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별, 실연, 절교, 배신 등의 충격적인 사건에 놓인 청
소년들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스트레스관리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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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설정하도록 돕고, 도움이 필요할 때 주변에 요청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입이 필요하
다. 다음으로 적극적 대처를 위해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개입이 필요하다. 실제 풍부한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대인외상 경험의 충격으로 사회적 지지의 지각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상 청소년이 주변의 사회적 지지원을 재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또 대인외상 경험으로 인해 주요한 사회적 지지원을 잃거나 혹은 외상 사건 이전부터
사회적 지지원이 부족했던 경우는 새로운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
연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인외상 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기존의 연구는 외상 사건의 내용이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외상유형을 같은 외상 사건의 맥락에서 연구해 왔으나 본 연구는 외상 유형의 세분화된
연구를 위해 대인외상 중 대인관계파탄과 배신충격 사건만을 분리하여 연구를 실시한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별, 실연, 절교 등의 대인관계파탄 경험이나 심각한 거짓말, 외도,
사기 등의 배신충격 사건으로 심리적 어려움에 놓인 청소년들의 초기 상담과 향후 개입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적극적 대처 각각의 변수와 외상 후 성장 간
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사회적 지지와 적극적 대처, 외상 후 성장의 직․간접
영향을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의 완전매개 효과를 검증한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
외상 경험 청소년들에게 대처와 관련된 구체적 개입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경남지역만
을 중심으로 대상을 임의표집 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성별 비율이 여성으로 치우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둘째, 외상 당시 주관적 심각도의 경우 사건 당시를 회상하여 기
입해야 하므로 당시의 실제 충격정도와 현재의 보고사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외
상 사건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외상 후 성장 과정을 본 연구에서는 보여주지 못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 비율을 고려한 후 표집대상을 보다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종단 연구를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주관적심각도, 사회적 지지, 대처방식과 외상 후 성장의 변화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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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Perceived by Adolescents
Experienced Interpersonal Trauma on Posttraumatic Growth:
Mediating Effects of Active Stress Coping

Park, Sun jeong*
This study analyzed effects of social support perceived by adolescents experienced interpersonal trauma on
posttraumatic growth and mediating effects of active stress coping. To achieve this, 1,750 university
students in Busan and Gyeongnam area were surveyed and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of 239 students
those who reported that interpersonal traumatic experience(broken relationships or shock about the betrayal)
was the most traumatic event. In the data analysis, goodness of fit of the research models was examin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ethod and bootstrapping method was being used to validate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effect parameters.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ath of social support and
active stress coping was significant and active stress coping and the path of posttraumatic growth was
significant. Second, social support and direct path of posttraumatic growth was not significant. Third,
alternative model(that is full mediation model) was selected as the final model by comparative analysis of
research model and alternative model. Fourth, as a result of verification by bootstrapping method, the
complete mediating effect of active stress coping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05 level of significance.
Finally, we discussed practical way to deal with posttraumatic growth of adolescents experienced
interpersonal trauma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Key words : interpersonal traumatic experience, posttraumatic growth, social support, active stress c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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