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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의미의 원천, 구조의 탐색 및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의 개발:
대학생을 대상으로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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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석 만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를 개발하였고, 요
인분석을 통해 삶의 의미의 원천 및 구조를 파악하였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하였다. 분석 1에서는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102개의 예비 문항을 구성하였고, 최종 문항 선정 및 요
인구조 확인을 위해 대학생 409명을 대상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최종 문항
으로 69개 문항이 선정되었고, 삶의 의미의 원천으로 종교 및 영성, 신체 및 정신 건강, 배우자(이성)와의
관계, 봉사 및 사회적 기여, 긍정적 대인관계, 확고한 신념과 실천력, 사회적 성공과 타인의 인정, 긍정적
가족관계, 자녀양육 및 부모되기, 경제적 안정, 타인에 대한 긍정적 영향력, 직업적 성취 및 목표 추구, 사
회적 관심과 참여, 자기 이해 및 수용,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 등의 15개 요인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삶의
의미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5개 요인은 자기 관련 요인, 타인과의 관
계 요인, 영성 및 공동체 의식 요인 등의 3개의 상위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결론적으로 삶의 의미는 15개
의 하위 요인과 3개의 상위 요인으로 이루어진 위계적 구조임이 확인되었다. 분석 2에서는 신뢰도와 타당
도를 검증했는데, 신뢰도 분석에서 내적 합치도와 4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양호하였고, 타당도 분
석에서도 기존의 삶의 의미 척도 및 안녕감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우울과는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가 삶의 의미의 원천과 구조를 반영하여 각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의미를 측정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요어 :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 삶의 의미, 삶의 의미 원천, 삶의 의미 구조, 신뢰도,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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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간의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동기로서 ‘의미에의 의지’를 제안한 이후 삶의
의미에 대해 많은 논의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긍정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증
가되면서 안녕감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행복’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고 이에 안녕감을 설
명하는 또 다른 흐름인 ‘삶의 의미’에 대한 연
구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삶의 의미와
행복이 안녕감의 독립적인 요소임이 입증되면
서 삶의 의미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의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다(Emmons, 1999).
삶의 의미는 삶에서의 일관성(Battista &
Almond, 1973; Reker & Wong, 1988), 목표 지향
성 또는 목적성(Ryff & Singer, 1998), 삶의 존재
론적 중요성(Crumbaugh & Maholick, 1964), 행
동을 하는 의도 또는 행동의 이유(Mascaro,
Rosen, & Morey, 2004)와 같이 다양하게 정의되
고 있다. 이에 박선영과 권석만(2012)은 삶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일 뿐 아니라
여러 유형과 구조를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구
성개념임을 언급하면서, 삶의 의미는 삶에서
추구하는 목적일 뿐 아니라 개인이 삶에서
‘중요하다’ 혹은 ‘의미있다’고 판단하는 구성
된 실체이며,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타인,
환경, 더 나아가 초월적인 존재와의 연결을
나타낼 때 본질에 근접한다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삶의 의미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를 살
펴보면, 삶의 의미는 정신건강과 관련이 높으
며, 적응이나 대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삶의 의미를 가
진 사람들이 더 큰 행복감과 만족감, 긍정 정
서를 경험하고(Chamberlain & Zika, 1988;
Frankl(1959)

Debats, Van der Lubbe, & Wezeman, 1993;

성격적인
면에서도 성실하고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며,
외향적이고, 타인을 배려하고 믿으며, 우울,
불안, 고독 및 신경증 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원두리, 김교헌, 권선중, 2005). 또한 삶
의 의미는 우울과 부적상관을 보였고(Bond &
Steger, Frazier, Oishi, & Kaler, 2006),

Feather, 1988; Harlow, Newcomb & Bentler,

자살 사고 및
미래의 자살 행동 가능성과도 부적 상관이 나
타났다(Edwards & Holden, 2001; Harlow et al.,
1986). 아울러, 최근에는 외상 또는 스트레스
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삶의 의미가 조절 또는
매개함으로써 적응적인 대처 방식을 촉진하며
(Park & Folkman, 1997), 역경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삶의 의미가 삶에 대한 희망이
나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도록 하는 완충자원
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심미성,
2006; 송주연, 2010).
이처럼 삶의 의미는 인간의 정신 건강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
고 있으나, 삶의 의미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사람들이 무엇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경험하는지와 같이 삶의 의미라는 경험 자체
에 대해서는 실증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에 대한 기존
척도가 가진 제한점으로 인해 삶의 의미의 경
험을 구체적으로 측정하지 못한 이유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의 경험이 무
엇인지에 대한 탐색을 위해 삶의 의미의 원천
과 구조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이러
한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삶의 의미 척도를
1986; Klinger, 1977; Reke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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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자 한다.
먼저 인간이 삶의 의미를 무엇으로부터 경
험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삶의 의미 원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bersole과 Depaola(1987)은 삶에서 중요한 원천
으로 관계, 봉사, 신념, 획득, 성장, 건강, 직무,
그리고 즐거움 등 8개 요인을 제안하였고,
Wong(1998)은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있는 삶’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를 척도
로 구성하여 사람들이 무엇으로부터 삶의 의
미를 경험하는지 양적 측정치를 통해 살펴보
았다. 그 결과 성취, 관계, 종교, 자기초월, 자
기수용, 친밀감, 공정한 대우라는 총 7개의 요
인이 나타났고, 이를 ‘의미추구를 위한 7가
지 최상의 경로’라고 제안했다. 또한 Emmons
(2003)는 사람들이 보고하는 삶의 의미가 Big
Four(WIST:

Work,

Intimacy,

Spirituality,

즉 일(성취), 친밀감(관계), 영성
(종교), 초월(다산성)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수
렴된다고 제안했다(권석만, 2008, p.454). 이와
일관되게 국내에서도 전경숙(2010)이 중년집단
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의 원천을 살펴보았는
데, 그 결과 삶의 의미 또는 의미있는 삶은
가족관계, 자기 가치감, 물질적 추구, 경제적
안정, 공동체 의식/나눔, 종교, 자아 실현을 통
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삶의 의미를 경험
할 수 있는 다양한 원천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지만, 이는 사람들이 일반
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의미의 잠재적인 원천
과 현재의 삶이 얼마나 일치하는지의 정도만
측정할 뿐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의
미의 원천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Transcendence),

물론 Wong(1998), 전경숙(2010)이 개인의 삶의
의미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삶의 의미의 일
반적인 원천을 고려한 척도를 개발했지만, 이
척도 역시 각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천
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즉 성취는 삶의 의미의 중요한 원천이지만 개
인에 따라서는 성취가 개인적 의미를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며, 관계 역시 누군가
에게는 삶의 의미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때로
는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점을 반
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삶의 의미를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를 개발할 때에는 각 개
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의미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삶의 의미의 구조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Wong(1998)은 삶의 의미에 대한 암
묵적 이론을 통해 삶의 의미가 인지적 요소,
동기적 요소, 정서적 요소로 구분된다고 보았
다. 즉 ‘인지적 요소’는 가치 또는 삶의 목적
과 관련되는 것으로, 세상에 대한 신념, 도식,
삶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포함한다. ‘동기적
요소’는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삶의 목표와 활
동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지 체계에 의해 안
내되고 전념이나 활동을 통해 표현되므로 행
동적 요소일 수 있다. ‘정서적 요소’는 삶의
목표 추구와 가치있는 활동에서 비롯된 만족
감과 충족감이다. 또한 Wong(1998)은 이러한
요소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에 추가적인 차원
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개인적 자질이나 성
격특성, 개인의 상태를 나타내는 ‘개인적 요
소’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나 공동체
의 일원이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
거나 이타적인 것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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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요소’를 언급하였다. 한편 Hermans
(1989)는 삶의 의미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가치 이론(valuation theory)’을 제안하면서, 삶
의 의미를 ‘가치를 조직화하는 과정’이라고 조
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삶의 의미를 잠재
적 수준과 외현적 수준으로 구분하면서, 이
중 잠재적 수준의 기본 동기가 ‘자기 유지 및
자기 강화에 대한 동기(S-motive)’와 ‘타인 혹은
자기 이외의 무언가와 접촉하고 통합하려는
자기 초월적 동기(O-motive)’로 구분된다고 제
안하였다. 이렇듯 삶의 의미는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다차원적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발된 척도에서는 이러한 삶의 의
미의 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삶의
의미의 구조는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요소로
이루어지지만 내용적으로는 개인적 요소와 관
계적 요소 혹은 자기 초월적 요소로 이루어진
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기 초월적 요소는
타인과의 관계와 자기를 초월한 더 큰 존재와
의 연결 혹은 사회적 기여와 공헌으로 구분되
는데, Seligman(2002)이 ‘삶의 의미는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보다는 타인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기여하는 것과 같이 자신보다 더 큰
어떤 것을 위해 공헌하고 있다는 인식으로부
터 비롯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사회적 기여와
공헌이라는 요소를 강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기 초월적 요인은 타인과의 관계 요인과 영
성 및 공동체 의식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삶의 의미의 구조가 내용적인 면에서
기존의 연구와 같이 2개 요인으로 구성되는지,
아니면 자기관련 요인, 타인과의 관계 요인,
영성 및 공동체 의식 요인이라는 3개 요인으
‘

로 구성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삶의 의미의 원천과 구조를 반영한 척
도를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 척도가
가진 제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
다.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척
도는 삶의 목적 척도(Purpose in Life test: 이하
PIL)로,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의미감 혹은 목
적의 정도를 평가한다(Crumbaugh & Maholick,
1964). 그러나 PIL은 사회적 바람직성과의 높
은 상관으로 인해 비판이 제기되었고(Braun &
Dolmino, 1978), 죽음에 대한 공포와 자유, 자
살과 같은 다른 개념들이 혼합되어 있거나,
우울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타당도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Yalom, 1980). 또한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행복 요인으로 해석 가
능한 차원이 산출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McGregor & Little, 1998). 또한 Battista와
Almond(1973)가 개발한 인생 관점 지표(Life
Regard Index: 이하 LRI)는 삶의 의미를 자신의
삶에 대한 철학을 의미하는 체계(framework)와
그러한 삶의 체계에 맞추어 삶을 살고 있는지
에 대한 인식인 실현(fulfillment)으로 구분하여
측정했는데, 삶의 의미-실현의 경우 정서적 요
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정신
건강 척도와의 상관이 과장될 수 있다는 비판
이 제기되고 있다(심미성, 2006). 또한 Sterger
등(2006)이 개발한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이하 MLQ)는 의미를 추구하
고자 하는 욕구와 동기인 ‘의미추구’와 삶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인 ‘의미존재’로 구
분하여 삶의 의미를 측정했는데, 이러한 척도
에서는 실제의 삶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의미
대로 살고 있는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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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계가 있다. 요컨대, 삶의 의미를 측정하
는 기존 척도들은 각 개인이 삶의 의미를 얼
마나 경험하거나 혹은 발견했는지의 정도만을
측정할 뿐, 삶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사람들이 무엇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경험하는
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사람들이 삶
의 의미를 경험하는 영역은 각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한 개인 내에서도 처해있는 상황이
나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도, 개인이 중
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의미의 원천을 고려하
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척도들은 삶의 의미의 인지적
요소를 반영할 뿐 동기적․행동적 요소를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즉 한 개
인이 경험하는 삶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서
는, 각 개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
는지 혹은 무엇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추구하
는지와 같은 인지적 요소 뿐만 아니라, 실제
의 삶에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원천과 얼마나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척도
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기적․행동적 요소를 측정하는 몇 개의 척
도에서도 각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의미 원천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의 의미를 구
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되는 척
도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첫째, 개인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중요도’
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삶에 대한 목적이나
가치, 삶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포함하는 ‘인
지적 요소’에 해당하는 측면이며, 사람들이 삶

의 의미를 무엇으로부터 경험하는지를 나타내
는 ‘삶의 의미의 원천’을 나타낸다.
둘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영
역에서 얼마나 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나
타내는 ‘일치도’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의 목표와 활동을 추구하
는 것으로, 인지 체계의 안내에 따라 전념이
나 활동을 통해 표현되는 ‘행동적 요소’이자
‘동기적 요소’일 수 있다.
셋째, 각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의미의 정
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인지적 요소로서의 중
요도와 동기적․행동적 요소로서의 일치도를
고려한 ‘의미감 지수’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즉 삶의 의미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중
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이나 가치에 따라 현재
얼마나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
한데, 개인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영역
이 다를 수 있으므로 중요도에 따라 일치도
에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Wilson, Sandoz, & Kitchens, 2010). 즉 일치도가
동일하더라도 그 영역에 부여한 중요도가 다
르다면 삶의 의미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며,
중요한 영역에서 일치된 삶을 살수록 의미감
이 더욱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에 최종적
으로 중요도 점수와 일치도 점수를 곱한 ‘의
미감 지수’를 산출하여 각 개인의 삶의 의미
의 경험 정도를 측정할 것이다.
넷째, 삶의 목표 추구와 가치있는 활동에서
비롯된 만족감과 충족감을 나타내는 ‘정서적
요소’는 삶의 의미의 구조에 포함되기는 하지
만 삶의 의미의 경험의 결과이며, 다른 변인
과의 상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즉 앞서 설명한 LRI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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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척도에 대한 비판처럼 우울이나 안녕감과
같은 정서 변인과의 관련성을 과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서적 요소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를 측정하
는 기존 척도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여 다차원
적 삶의 의미 척도를 개발하고, 본 척도의 요
인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삶의 의미의 원천 및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
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고, 대학생 집
단이 삶의 의미를 무엇으로부터 경험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1. 삶의 의미 원천의 탐색 및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의
요인구조 확인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대학생 및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예비 문항을
구성하고,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
비 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을 통해 최종 문항
을 선정하고 삶의 의미의 원천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삶의
의미의 구조가 내용적인 면에서 3개의 요인으
로 구성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
자 한다.

방 법
척도 제작 과정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를 위한 예비 문항

을 구성하기 위해 서울 소재 대학에서 심리학
강의를 수강하는 대학생 183명과 성인 70명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삶의 의미
를 무엇으로부터 경험하는가’, ‘이상적으로 생
각하는 의미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자유
롭게 답변을 기술하도록 했다. 문항 구성 시
에는 대학생 집단과 성인 집단을 구분하여 예
비 문항을 구성했는데, 이는 두 연령 집단이
생각하는 삶의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었
다. 대학생 집단의 경우 남자는 102명(55.7%),
여자는 81명(44.3%), 평균연령은 21.63세(SD=
2.88)였고, 성인 집단의 경우 남자는 33명
(47.1%), 여자는 37명(52.9%)으로 평균연령은
44.67세(SD=8.67)였다.
참가자들로부터 도출된 예비 문항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 집단의 경우에는 총 190문항이
선정되었고, 성인 집단의 경우에는 134문항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두 집단에서 도출된 삶의
의미 원천들 중에서 중복응답을 제외하고 유
사성을 바탕으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성인
집단에서 자녀양육과 관련된 영역이 포함된
것을 제외하고는 두 집단의 내용이 대체적으
로 유사하게 구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의 최종 문항은 두
집단의 예비문항을 모두 합쳐서 하나의 척도
로 구성했다. 내용 분석을 통해 도출된 영역
은 총 14개로, 그 내용은 ① 목표, ② 일/성취,
③ 가족관계, ④ 자녀양육, ⑤ 대인관계, ⑥
종교/영성, ⑦ 자기수용, ⑧ 자기실현, ⑨ 사회
정의, ⑩ 공동체의식/기여/나눔, ⑪ 타인의 인
정, ⑫ 경제적 안정 ⑬ 건강, ⑭ 즐거움/여유
이다.
이렇게 선정된 예비 문항을 임상심리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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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검토하면서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거나
유사한 표현들은 가장 전형적인 반응으로 수
정하였다.
또한 문항들의 내용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
해 임상심리전문가 6인이 각 문항이 삶의 의
미와 관련되는지 여부를 9점 척도로 평정하였
고, 그 중에서 임상가 평점의 평균이 5점 이
하이거나, 2명 이상이 5점 이하로 답변한 문
항은 제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예비문항은 102문항으로 선정되었다.
3

연구대상
서울 소재 대학에서 심리학 강의를 수강하
는 대학생 419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했
고, 그 중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10명
의 자료를 제외하고 409명의 자료에 대해 분
석을 실시하였다.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 261
명(63.8%), 여자 148명(36.2%)에 해당했고, 전체
평균연령은 21.29세(SD=2.38), 남자는 21.77세
(SD=2.68), 여자는 20.33(SD=2.07)에 해당하였
다.
또한 종교가 있는 사람은 151명(36.9%), 종
교가 없는 사람은 254명(62.1%)이었고, 종교를
기재하지 않은 사람은 4명(1.0%)이었다.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있는지를 평정하도록 했
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삶의 영역
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에
따라 혹은 한 개인 내에서도 연령이나 시기에
따라 어떤 영역은 더 중요하고 혹은 어떤 영
역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일치도’로 각 문항의 내용이 자신의 삶과 얼
마나 일치하며 각 문항의 내용을 실제의 삶에
서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지를 평정하도록 했
다. 중요도와 일치도는 0(전혀 중요하지 않다,
혹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에서 3(매우 중요
하다, 혹은 매우 일치한다)에 이르는 4점 척도
로 평정하도록 했다.
분석방법

최종 문항 선정 및 삶의 의미 원천을 파악
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삶의 의미 구조
를 파악하였다. 요인분석 과정에서는 다차원
적 삶의 의미 척도의 ‘중요도’ 점수만을 사용
하였는데, 왜냐하면 삶의 의미의 원천이나 구
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실제로 그
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일치도’와
상관 없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나 방향, 즉 인지적 요소를 파악할 필요
측정도구
가 있기 때문이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Browne, Cudeck, Tateneni 및 Mels(2008)가 개발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 (Multidimensional 한 CEFA(Comprehensive Exploratory Factor
Meaning in Life Scale: MMLS)
Analysis) 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위계적
최종 예비 문항 102개로 구성되며, 각 문항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AMOS 20.0 프
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을 측정했는데, 첫째는 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중요도’로 각 문항의 내용이 자신의 삶에서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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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신뢰도가 높은 문
항을 선정하기 위해 각 문항에 대한 중요도
점수의 총점-문항상관을 구하였고, 그 결과 상
관이 .40 이하인 10개 문항을 제거하였다. 따
라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최종적으로 92
개 문항이 포함되었고, 요인추출 방식으로는
Maximum Likelihood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회전은 Equamax rotation을 하였다.
요인 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척도 제작 당시
의 내용 분석을 참고하여 요인을 14개에서 17
개까지 탐색적으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가 1이상인 요
인이 17개였으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RMSEA 값이 .05 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모
형, .08 이하이면 적절한 모형, .10 이상이면
나쁜 모형으로 해석되는데(홍세희, 2000), 모든
요인 수에서 적합도는 좋은 모형으로 나타났
다(표 1). 따라서 최종 요인의 개수는 내용 분
석을 통해 선정하였는데, 요인 당 3개 이상의
문항이 포함되면서
요인구조에 대한 해석이 적절한 요인의 수
를 선정하였다. 요인의 수를 17개로 지정한

경우에는 2개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이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요인의 수를 15
개 이하로 지정한 경우에는 두 요인이 하나의
요인으로 합쳐지는 경우가 많아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요인의 수를 16개로 지정
한 경우에는 두 요인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
진 경우가 있었으나 기존의 다른 요인과 중복
된다고 판단하여 5개 문항을 제외하였고, 이
에 최종적으로는 15개 요인이 가장 적절한 것
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요인 부하량이 .35 이
하이거나, 두 개 이상 부하된 경우에는 그 차
이가 .10 이상이 나지 않는 18개 문항을 제외
하였다. 종합하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도출
된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는 총 69문항이며
15개 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요인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들
의 내용적 공통점을 살펴보았다(표 2). 요인 1
은 신의 존재를 믿고 종교적 믿음대로 살아가
는 삶을 반영하므로 ‘종교 및 영성’이라고 명
명하였다(5문항). 요인 2는 신체적으로나 정신
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반영하고 있어
서 ‘신체 및 정신 건강’이라고 명명하였다(3문
항). 요인 3은 스스로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
해 노력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좋은 부부관
계를 맺는 삶을 반영하므로 ‘배우자(이성)와의
관계’라고 명명하였다(4문항). 요인 4는 사회적

표 1.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의 중요도 점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의 적합도 지수
14요인
15요인
16요인
RMSEA

요인

17

0.040

0.038

0.038

0.037

(0.038, 0.042)

(0.036, 0.041)

(0.035, 0.040)

(0.034, 0.039)

perfect fit

0.000

0.000

0.000

0.000

Close fit

1.000

1.000

1.000

1.000

신뢰구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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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요인 1. 종교 및 영성 (α=.95)
신의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삶
종교를 통해 성찰과 위로를 얻는 삶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며 사는 삶
종교생활을 통해 절제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삶
신의 뜻을 세상에 전하며 사는 삶
요인 2. 신체 및 정신 건강 (α=.87)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
요인 3. 배우자(이성)와의 관계 (α=.90)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해주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
서로에게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부부관계를 맺는 것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
요인 4. 봉사 및 사회적 기여 (α=.91)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삶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삶
공동체를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삶
자신의 일을 통해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삶
사회에 기부를 하는 삶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나누는 삶
사회구성원으로서 내가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
요인 5. 긍정적 대인관계 (α=.82)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를 갖는 것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가지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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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수정된 문항부하량 총점 상관
.88

.38

.89

.40

.90

.42

.89

.40

.78

.39

.75

.48

.92

.46

.59

.43

.68

.43

.76

.43

.72

.47

.53

.53

.38

.59

.50

.67

.42

.58

.35

.69

.63

.68

.73

.66

.61

.58

.58

.46

.54

.49

.54

.49

.56

.52

인지행동치료
표 2.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구조 및 신뢰도
문 항
요인 6: 확고한 신념과 실천력 (α=.76)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삶
자신의 소신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실현해나가는 삶
요인 7: 사회적 성공과 타인의 인정 (α=.89)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삶
자신의 이름을 남길만한 놀라운 성취를 이루는 삶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
사회에 공헌을 하거나 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남기는 삶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는 삶
누군가에게 롤모델이 되는 삶
여러 사람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삶
요인 8: 긍정적 가족관계 (α=.85)
가족들과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사는 삶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삶
가족이 행복하도록 노력하는 삶
가족이 화목하고 즐거운 것
요인 9: 자녀양육 및 부모되기 (α=.90)
자녀를 행복하고 바르게 키우는 삶
자녀가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것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
자녀가 이 사회에 건강한 일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삶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자녀들에게 롤모델이 되는 삶
요인 10: 경제적 안정 (α=.83)
일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
하고 싶을 일을 할 때 구애받지 않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제든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삶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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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계수

(계속 1)
수정된 문항총점 상관

.52

.50

.66

.50

.64

.54

.54

.54

.79

.51

.53

.60

.39

.58

.59

.56

.37

.68

.44

.65

.65

.44

.80

.52

.73

.50

.64

.51

.73

.55

.61

.51

.53

.56

.53

.61

.54

.56

.48

.62

.63

.51

.57

.39

.53

.49

.64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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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구조 및 신뢰도
문항
요인 11. 타인에 대한 긍정적 영향력 (α=.85)
자신이 수행한 업적이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삶
나의 삶이 타인에게 작은 도움이나 변화를 줄 수 있는 삶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의 범위가 넓어지는 삶
사회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존재가 되는 삶
요인 12. 직업적 성취 및 목표 추구 (α=.79)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성취해가는 삶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삶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삶
열정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
자신의 목표를 성취해나가면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삶
요인 13. 사회적 관심과 참여 (α=.82)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삶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삶
모든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을 가치있게 느끼도록 사회구조를 만들어가는 삶
인류공통의 선(예: 평화, 환경)을 위해 사는 삶
요인 14. 자기 이해 및 수용 (α=.79)
자신의 삶에 스스로 만족하는 삶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삶
스스로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믿는 삶
지금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삶
스스로 가치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삶
요인 15.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 (α=.77)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삶
삶을 재미있게 사는 것
여가를 즐기면서 사는 삶
다양한 경험을 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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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2)
수정된
요인 문항
-총점
부하량 상관
.38

.64

.52

.62

.69

.59

.49

.68

.43

.42

.51

.51

.51

.40

.50

.48

.51

.55

.44

.52

.54

.58

.41

.55

.42

.58

.44

.44

.52

.47

.60

.49

.39

.46

.37

.45

.50

.40

.47

.41

.36

.52

.35

.48

인지행동치료

약자를 비롯한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기여하
며 공동체를 위한 삶을 반영하므로 ‘봉사 및
사회적 기여’라고 명명하였다(7문항). 요인 5는
평생을 함께 하고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갖는 삶을 반영하므로 ‘긍정적 대인관
계’라고 명명하였다(4문항). 요인 6은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이를 행동으로 실
현하는 삶을 나타내므로 ‘확고한 신념과 실천
력’이라고 명명하였다(3문항). 요인 7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을 만큼 사회

적으로 성공한 삶을 반영하므로 ‘사회적 성공
과 타인의 인정’이라고 명명하였다(7문항). 요
인 8은 가족들과 서로 신뢰하고 행복하며 좋
은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는 삶을 반영하므로
‘긍정적 가족관계’라고 명명하였다(4문항). 요
인 9는 자녀를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삶을 반영하
므로 ‘자녀양육 및 부모되기’라고 명명하였다
(6문항). 요인 10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사
랑하는 사람을 지원해주고 노후에 경제적으로

표 3.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의 15개 요인 간 상관분석
1

2

1

-

2

.05

-

3

.06

.40**

4

3

4

5

6

7

8

.32** .27** .26**

11

12

13

14

-

.09

.41** .47** .34**

6

.76

.30** .18** .49** .32**

-

7

.23** .24** .23** .57** .34** .47**

8

.11*

9

.16** .43** .67** .46** .50** .36** .41** .59**
.05

10

-

5

10

9

-

.43** .61** .28** .44** .24** .30**

-

.53** .37** .21** .50** .35** .45** .35** .38**

-

11

.24** .24** .25** .73** .29** .48** .69** .29** .40** .31**

-

12

.10*

13

.30** .21** .18** .75** .25** .49** .47** .24** .38**

14

.12*

.52** .33** .38** .47** .54** .30** .41** .45** .41** .38** .48** .35**

15

.02

.46** .40** .32** .64** .41** .35** .39** .40** .58** .33** .49** .21** .54**

.35** .23** .41** .39** .58** .54** .29** .35** .44** .51**
.11*

-

.67** .36**

-

주. 1: 종교 및 영성, 2: 신체 및 정신 건강, 3: 배우자(이성)와의 관계, 4: 봉사 및 사회적 기여, 5: 긍정적
대인관계, 6: 확고한 신념과 실천력, 7: 사회적 성공과 타인의 인정, 8: 긍정적 가족관계, 9: 자녀 양육 및
부모되기, 10: 경제적 안정, 11: 타인에 대한 긍정적 영향력, 12: 직업적 성취 및 목표 추구, 13: 사회적 관
심과 참여, 14: 자기 이해 및 수용, 15: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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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삶을 반영하므로 ‘경제적 안정’이라고
명명하였다(4문항). 요인 11은 자신의 삶이 타
인에게 도움이 되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삶을 반영하므로 ‘타인에 대한 긍정적 영
향력’이라고 명명하였다(4문항). 요인 12는 자
신의 일이나 직업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목표
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삶을
반영하므로 ‘직업적 성취 및 목표 추구’라고
명명하였다(5문항). 요인 13은 사회 문제에 관
심을 갖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
해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나타내므로 ‘사
회적 관심과 참여’라고 명명하였다(4문항). 요
인 14는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을 나타내므로
‘자기 이해 및 수용’이라고 명명하였다(5문항).
요인 15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
고 여가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반영하므
로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이라고 명명하였다
(4문항). 각 요인의 고유치는 순서대로 2.25,
1.77, 1.47, 1.35, 1.32, 1.23, 1.19, 1.18, 1.16,

이었다.
15개 요인에 대한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
과, 요인 1의 ‘종교 및 영성’과 상관이 나타나
지 않은 몇 개 요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요인들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상
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1.14, 1.14, 1.12, 1.11, 1.11, 1.11

위계적 요인구조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삶의 의미의 원천은
15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Wong(1998)
은 삶의 의미가 ‘개인적 요소’와 ‘관계적 요
소’로 구분된다고 제안했고, Hermans(1989)는

삶의 의미 구조가 ‘자기유지 및 자기강화에
대한 동기(S-motive)’와 ‘자기 이외의 무언가
와 접촉하고 통합하려는 자기초월적 동기
(O-motive)’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이는 삶의
의미의 원천이 1차적으로는 15개의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Wong(1998)의 관계적
요소와 Hermans(1989)의 자기초월적 동기는 내
용적인 면에서 타인과의 관계 뿐 아니라 자기
를 초월한 더 큰 존재와의 연결이나 사회적
기여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삶의 의미의
원천이 1차적으로는 15개 요인으로 구분되지
만, 이는 다시 3개의 상위 요인, 즉 자기와 관
련된 요인, 타인과의 관계 요인, 영성 및 공동
체 의식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가 15개의 하위
요인과 3개의 상위 요인으로 구성된 위계적
3-15 요인 모형을 가정하였고, 자기와 관련된
요인에는 신체 및 정신 건강, 확고한 신념과
실천력, 사회적 성공과 타인의 인정, 경제적
안정, 직업적 성취 및 목표 추구, 자기 이해
및 수용,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을 포함하였고,
타인과의 관계 요인에는 배우자(이성)와의 좋
은 관계, 긍정적 대인관계, 긍정적 가족관계,
자녀양육 및 부모되기를 포함하였다. 또한 영
성 및 공동체 의식 요인에는 종교 및 영성,
봉사 및 사회적 기여, 타인에 대한 긍정적 영
향력,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포함하였다.
대안 모형으로는 1개의 상위 요인과 1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위계적 1-15 요인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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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의 적합도
위계적 1-15 요인 모형
위계적 2-15 요인 모형
위계적 3-15 요인 모형

χ2

df

RMSEA

NFI

CFI

2615.437

931

.067

.776

.842

2511.999

929

.065

.785

.851

2090.068

927

.055

.821

.891

과 Wong(1998)과 Hermans(1989)가 제안했던 2
개의 상위 요인과 1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위계적 2-15 요인 모형을 가정하였고, 이에 대
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
서는 각 하위 15개 요인에 대해서 요인 부하
량이 높은 3개 문항을 관측 변수로 선정했는
데,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이 개별문항에 대한

적합도보다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의 요인 모형을 평
가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는 표 4에 제시하였
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
선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
성을 선호하는 지수로 알려져 있는 NFI,
2 신체 및 정신건강

.64

6 확고한 신념과 실천력

.73

자기 관련
요인

7 사회적 성공과 타인의 인정

.56
.74
.77
.78

10 경제적 안정
12 직업적 성취 및 목표 추구

.82

14 자기 이해 및 수용
15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

.67

3 배우자(이성)와의 관계

.82
.54

타인과의

.74

5 긍정적 대인관계
.78

관계 요인

.84

8 긍정적 가족관계
9 자녀양육 및 부모되기

.41
.34

영성 및 공동체
의식 요인

1 종교 및 영성

.87
.85
.93

4 봉사 및 사회적 기여
11 타인에 대한 긍정적 영향력
13 사회적 관심과 참여

그림 1.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의 위계적 15-3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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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본 결과, 대안 모형에 비해 연
구자가 제안한 모형의 NFI가 .80이상으로 적
합도가 가장 적절하게 나타났고, RMSEA값도
.05에 근접하여 좋은 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표본의 영향에 민감하지 않은 CFI도 .90에 근
접하는 등 적합도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
났다(NFI=.821, CFI=.891, RMSEA=.55). 또한
연구자가 제안한 모형의 경우 각 개별 문항들
과 해당 하위 요인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
준화된 계수 추정치들은 모두 유의미하였고
(범위 .54 ～.94), 상위 요인과 하위 요인의 관
계를 나타내는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들도 그
범위가 .34에서 .93으로 양호하였다.
따라서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는 ‘15개의
하위 요인과 3개의 상위 요인으로 구성된 위
계적인 요인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확
인된 위계적 3-15 요인 모형은 그림 1에 제시
하였다.

방 법

RMSEA

분석 2.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의 타당화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문항-총점간 상관, 내적 합치도, 4주 간격 검
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타당도를 위
해서는 공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는 기존 삶의 의미 척도와 정
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서론에 논
의한 바와 같이 삶의 의미는 정신 건강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안녕감 척도와는 정적
상관을, 우울 척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일 것
으로 예상된다.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분석 1의 대학생 집단과 동일하
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
대상 중 87명에게 4주 간격으로 두 차례 검사
를 실시하였다. 검사-재검사에 포함된 참여자
의 성별은 남자 50명(57.5%), 여자 37명(42.5%)
에 해당하였다.
측정도구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

와 Kaler(2004)가 개발하
고, 원두리, 김교헌, 권선중(2005)이 번안한 척
도로, 의미 존재와 의미 추구라는 두 하위요
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 척도 당 5문
항씩 전체 10문항의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언제나 그렇다)로 평정된다. 본 연구
의 내적 합치도는 .86였다.
Steger, Frazier, Oishi

인생관점지표-체계(Life Regard IndexFramework: LRI-F)

와 Almond가 개발하고 Debats(1998)가
수정하여, 심미성(2006)이 번안한 척도로, 인생
관점지표-체계와 인생관점지표-실현으로 구성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요소가 배
제된 인생관점지표-체계만을 사용하였으며, 총
14문항으로 5점 척도(1점=거의 그렇지 않다,
5점=거의 항상 그렇다)로 평정된다. 본 연구
의 내적 합치도는 .8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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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척도로서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하고, 조명한과
차경호(1998)가 번안하였다. 총 5문항으로서
Likert형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
우 그렇다)로 평정된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
도는 .82였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

위해서 내적 합치도와 4주 간격의 검사-재검
사 신뢰도를 측정하였고, 타당도 검증을 위해
서 기존의 삶의 의미 척도 및 안녕감 척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의 삶
의 의미 경험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위해 중
요도, 일치도, 의미감 지수를 산출하여 분석하
였다. 이 과정에서는 SPSS 18.0을 사용하였다.

결 과
신뢰도 분석

와 Singer(1989)가 개발한 척도로서 자아
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에 대한 신뢰도 검
통제,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의 6개 차원으로 증을 위해 69개 최종 문항에 대해 내적합치도
이루어져 있다. 총 46문항으로서 Likert형 6점 (Cronbach's α)를 살펴본 결과, 중요도 점수는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 .96, 일치도 점수는 .97, 의미감 지수는 .97
평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김명소와 김혜원, 차 로 매우 양호하였고,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
경호(2001)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Cronbach's α) 역시 .76～.95로 매우 양호했으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92였다.
며, 최종 문항으로 수정된 문항-총점 상관도
.38～.69로 양호하였다.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와 최종 문항에 대한 문항-총점 상관은 표 2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에 제시하였다. 한편 응답자 중 87명을 대상
Radloff(1977)가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
으로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분석
한 척도이다. 총 20문항으로서 Likert 형 4점 한 결과, 중요도는 .83, 일치도는 .79, 의미감
척도(0=극히 드물게, 3=거의 대부분)로 평정 지수는 .79로 나타나 적절한 수준의 안정성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 확인되었다.
(2001)이 번안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으
며,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91였다.
타당도 분석
Ryff

분석방법

공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다차원적 삶
의 의미 척도와 삶의 의미를 측정하는 기존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척도인 인생 관점 지표(LRI), 삶의 의미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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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의 중요도, 일치도, 의미감 지수와 다른 척도들의 상관계수
LRI

MLQ

SWLS

PWBS

CES-D

중요도
.31**
.42**
.19**
.29**
-.06
일치도
.37**
.42**
.50**
.48**
-.29**
의미감 지수
.40**
.47**
.48**
.50**
-.27**
주. 의미감 지수: 각 문항에 대한 중요도*일치도의 총합, LRI: 인생관점지표-체계, MLQ: 삶의 의미 척도,
SWLS: 삶의 만족도 척도, PWBS: 심리적 안녕감 척도, CES-D: 한국판 CES-D 척도
** p<.01

표 6.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 의미감 지수의 하위 요인과 다른 척도들의 상관계수
LRI

MLQ

SWLS

PWBS

CES-D

자기 관련 요인
.42**
.47**
.56**
.54**
-.34**
신체 및 정신 건강
.26**
.25**
.42**
.41**
-.37**
확고한 신념과 실천력
.44**
.50**
.37**
.47**
-.21**
사회적 성공과 타인의 인정
.35**
.45**
.34**
.33**
-.13**
경제적 안정
.14**
.22**
.34**
.26**
-.15**
직업적 성취 및 목표 추구
.46**
.47**
.52**
.50**
-.30**
자기 이해 및 수용
.41**
.42**
.53**
.53**
-.38**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
.19**
.25**
.45**
.40**
-.27**
타인과의 관계 요인
.26**
.30**
.36**
.44**
-.24**
배우자(이성)와의 관계
.15**
.19**
.24**
.27**
-.13**
긍정적 대인관계
.18.**
.27**
.27**
.40**
-.17**
긍정적 가족관계
.33**
.25**
.37**
.40**
-.30**
자녀 양육 및 부모되기
.16**
.22**
.26**
.30**
-.14**
영성 및 공동체 의식 요인
.35**
.44**
.28**
.30**
-.09
종교 및 영성
.26**
.21**
.09
.10*
-.02
봉사 및 사회적 기여
.30**
.35**
.25**
.26**
-.11*
타인에 대한 긍정적 영향력
.30**
.41**
.32**
.31**
-.08
사회적 관심과 참여
.27**
.41**
.22**
.28**
-.08
주. 의미감 지수: 각 문항에 대한 중요도*일치도의 총합, LRI: 인생관점지표-체계, MLQ: 삶의 의미 척도,
SWLS: 삶의 만족도 척도, PWBS: 심리적 안녕감 척도, CES-D: 한국판 CES-D 척도
*p<.05, **p<.01

- 215 -

인지행동치료

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차원
적 삶의 의미 척도의 중요도, 일치도, 의미감
지수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
울러 정신건강 척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중요도, 일치도, 의미감 지수와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우울의 경우에는 중요도를 제외
하고 일치도, 의미감 지수와 부적 상관을 나
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가 삶의 의미를 잘 반영하는 척도임을 보
여주는 결과이며, 특히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의 일치도 점수와 의미감 지수가 안녕감
과 관련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
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부가적으로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에서
각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의미는 ‘의미감 지
수’를 통해 측정되므로, 의미감 지수의 하위요
인과 기존의 삶의 의미 척도 및 안녕감의 상
관을 살펴보았다(표 6). 그 결과 다차원적 삶
의 의미 척도의 상위 3요인, 하위 15요인 모
두에서 다른 척도와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다만 종교 및 영성과 삶의 만족도
의 상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r=.09, ns, 종교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
석을 한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상관은 나타나
지 않았다는 점에서, r=.12, ns, 종교와 삶의
만족도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위 3요
인 중 자기 관련 요인과 타인과의 관계 요인
에서는 부적상관이 나타났으나 r=-.34, p<.01,
r=-.24, p<.01, 영성 및 공동체 의식 요인에서
는 봉사 및 사회적 기여를 제외하고는 우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09, ns.
(MLQ)

이러한 결과는 삶의 의미와 안녕감을 경험
하기 위해서는 자기와 관련된 심리적․물질적
요인,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요인, 봉사 및 사
회적 기여와 같은 공동체 의식 요인이 중요하
고 이와 일치된 삶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만, 영성 및 공동체 의식 요인에서 일치된 삶
을 살지 않는다고 해서 우울감을 경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생 집단의 삶의 의미 경험
대학생들이 무엇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경험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의 중요도, 일치도, 의미감 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표 7).
먼저,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의 상위 3요
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들은
중요도, 일치도, 의미감 지수 모두에서 타인과
의 관계 요인, 자기 관련 요인, 영성 및 공동
체 의식 요인 순서로 삶의 의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간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하위 15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
했는데, 대학생들이 삶의 의미를 경험하기 위
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를 나타내는 ‘중요도’에서 1위는 배우자(이성)
와의 좋은 관계, 2위는 신체 및 정신건강, 3위
는 긍정적 가족관계, 4위는 직업적 성취 및
목표 추구, 5위는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으로
나타났다. 남자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중요도
에서 전체 대학생과 동일한 순위를 나타냈지
만, 여자 대학생은 1위가 긍정적 가족관계, 2
위는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 3위는 자기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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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의 중요도, 일치도, 의미감 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자기 관련 요인
신체 및 정신건강
확고한 신념과 실천력
사회적 성공과 타인의 인정
경제적 안정
직업적 성취 및 목표추구
자기이해 및 수용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
타인과의 관계 요인
배우자(이성)과의 관계
긍정적 대인관계
긍정적 가족관계
자녀양육 및 부모되기
영성 및 공동체의식 요인
종교 및 영성
봉사 및 사회적 기여
타인에 대한 긍정적 영향
사회적 관심과 참여

전체

중요도
남

여

(N=409)

(n=261)

(n=148)

전체

일치도
남

여

(N=409)

(n=261)

(n=148)

의미감 지수
전체
남
여
(N=409)

(n=261)

(n=148)

2.60

2.59

2.61

1.74

1.70

1.80

4.73

4.61

4.93

(.34)

(.32)

(.38)

(.52)

(.51)

(.53)

(1.64)

(1.60)

(1.69)

2.77

2.78

2.76

1.89

1.89

1.90

5.35

5.33

5.38

(.44)

(.45)

(.43)

(.72)

(.74)

(.70)

(2.29)

(2.31)

(2.27)

2.60

2.60

2.59

1.86

1.85

1.87

5.00

4.99

5.03

(.47)

(.46)

(.48)

(.66)

(.65)

(.67)

(2.20)

(2.18)

(2.25)

2.14

2.16

2.11

1.30

1.28

1.32

3.08

3.06

3.13

(.67)

(.67)

(.69)

(.62)

(.62)

(.61)

(1.91)

(1.88)

(1.97)

2.50

2.50

2.48

1.35

1.29

1.45

3.54

3.38

3.82

(.57)

(.54)

(.61)

(.75)

(.72)

(.81)

(2.26)

(2.11)

(2.48)

2.75

2.75

2.75

1.87a

1.82

1.95

5.24a

5.09

5.50

(.36)

(.36)

(.37)

(.62)

(.62)

(.61)

(1.99)

(1.98)

(1.98)

2.68a

2.63

2.77

1.98

1.94

2.04

5.44a

5.26

5.77

(.41)

(.41)

(.38)

(.69)

(.68)

(.69)

(2.18)

(2.17)

(2.18)

2.74

2.72

2.78

1.94a

1.86

2.06

5.45a

5.19

5.91

(.41)

(.40)

(.42)

(.66)

(.66)

(.64)

(2.12)

(2.10)

(2.07)

2.71

2.71

2.70

1.80

1.76

1.87

5.04

4.92

5.23

(.38)

(.38)

(.40)

(.64)

(.65)

(.61)

(1.99)

(2.00)

(1.97)

2.80

2.82

2.74

1.51

1.48

1.55

4.35

4.30

4.45

(.45)

(.40)

(.52)

(1.01)

(1.01)

(1.02)

(3.03)

(3.01)

(3.08)

2.70

2.69

2.73

2.18a

2.11

2.31

6.06a

5.86

6.41

(.46)

(.48)

(.43)

(.66)

(.68)

(.61)

(2.20)

(2.22)

(2.11)

2.76

2.76

2.78

2.07

2.03

2.13

5.86

5.75

6.05

(.44)

(.46)

(.41)

(.73)

(.74)

(.70)

(2.38)

(2.41)

(2.33)

2.56

2.57

2.54

1.43

1.40

1.48

3.87

3.78

4.03

(.53)

(.50)

(.59)

(.95)

(.94)

(.98)

(2.79)

(2.73)

(2.88)

1.82

1.80

1.86

1.11

1.08

1.16

2.56

2.46

2.72

(.57)

(.56)

(.57)

(.54)

(.54)

(.54)

(1.57)

(1.52)

(1.65)

.86a

.76

1.05

.67

.60

.78

1.28a

1.07

1.66

(.99)

(.96)

(1.03)

(.86)

(.84)

(.87)

(2.12)

(1.93)

(2.39)

2.08

2.08

2.08

1.12

1.10

1.15

2.61

2.54

2.74

(.66)

(.65)

(.68)

(.63)

(.63)

(.62)

(1.84)

(1.78)

(1.94)

2.33

2.33

2.33

1.48

1.44

1.55

3.68

3.56

3.91

(.60)

(.60)

(.62)

(.67)

(.65)

(.69)

(2.13)

(2.03)

(2.29)

2.01

2.03

1.97

1.17

1.18

1.14

2.65

2.69

2.59

(.68)

(.68)

(.67)

(.63)

(.63)

(.63)

(1.87)

(1.89)

(1.85)

주. 아래첨자 a = 성별 간에 유의미한 수준의 점수 차가 있음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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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용, 4위는 신체 및 정신건강, 5위는 직업
적 성취 및 목표 추구로 나타나는 등 성별 간
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특히 종교 및 영성,
자기이해 및 수용은 남자 대학생에 비해 여자
대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더 높았다, 각각 t(407)=-2.88, p<.01,
t(407)=-3.49, p<.001.

때 삶의 의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대학생의 경우 1, 2위는 동일하고 3위는
신체 및 정신 건강, 4위는 자기 이해 및 수용,
5위는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으로 순위만 다를
뿐 전체 대학생의 내용과 동일했고, 여자 대
학생의 경우에는 1～4위의 순위는 동일했고, 5
위에는 직업적 성취 및 목표 추구가 나타나는
등 여자 대학생은 삶의 의미를 경험하는데 직
업적 성취와 목표 추구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교 및 영성, 긍정적 대인관
계, 직업적 성취 및 목표 추구, 자기이해 및
수용,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은 남자 대학생에
비해 여자 대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더 높았다, 각각

대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의미
원천과 얼마나 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나
타내는 ‘일치도’에서는 1위가 긍정적 대인관
계, 2위는 긍정적 가족관계, 3위는 자기 이해
및 수용, 4위는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 5위는
신체 및 정신 건강으로 나타났다. 남자 대학
생의 경우에는 전체 대학생과 1～3위는 동일
했고 4위는 신체 및 정신 건강, 5위가 다양한 t(407)=-2.57, p<.05, t(407)=-2.42, p<.05,
경험과 즐거움이었던 반면, 여자 대학생의 경 t(407)=-2.03, p<.05, t(407)=-2.28, p<.05,
우에는 1, 2위는 동일했지만 3위는 다양한 경 t(407)=-3.35, p<.001.
험과 즐거움, 4위는 자기 이해 및 수용, 5위는
직업적 성취 및 목표 추구로 나타났다. 특히
논 의
긍정적 대인관계, 직업적 성취 및 목표 추구,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은 남자 대학생에 비해
여자 대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의
의미한 수준으로 더 높았다, 각각 t(407)=-2.87, 미를 측정하기 위해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
p<.01, t(407)=-2.16, p<.05, t(407)=-3.02, p<.05.
를 개발하였고, 개발된 척도의 요인 구조를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이 현재 자신의 삶에서 파악함으로써 삶의 의미의 원천 및 구조를 파
삶의 의미를 얼마나 경험하는지를 나타내는 악하고자 했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뢰
‘의미감 지수’에서는 1위가 긍정적 대인관계,
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대학생 집단의
2위는 긍정적 가족관계, 3위는 다양한 경험과
삶의 의미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즐거움, 4위는 자기 이해 및 수용, 5위는 신체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및 정신건강으로, 대학생들은 친구들이나 가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의 예비 문항을 구성
족과 긍정적 관계를 맺고, 즐거움을 느낄만한 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척
다양한 경험들을 하며,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 도는 총 69문항이며 15개 요인으로 구성되었
로를 존중하며, 신체 및 정신적으로 건강할 다. 즉 요인 1은 종교 및 영성, 요인 2는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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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신 건강, 요인 3은 배우자(이성)와의 관
계, 요인 4는 봉사 및 사회적 기여, 요인 5는
긍정적 대인관계, 요인 6은 확고한 신념과 실
천력, 요인 7은 사회적 성공과 타인의 인정,
요인 8은 긍정적 가족관계, 요인 9는 자녀양
육 및 부모되기, 요인 10은 경제적 안정, 요인
11은 타인에 대한 긍정적 영향력, 요인 12는
직업적 성취 및 목표 추구, 요인 13은 사회적
관심과 참여, 요인 14는 자기 이해 및 수용,
요인 15는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이라고 명명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어떤 삶의 영역을 중요하
게 생각하는지를 반영하는 ‘인지적 요소’로서
‘삶의 의미 원천’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삶의 의미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확인된 15개 요인을 대
상으로 위계적 구조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위계적 3-15 요인
모형이 간명하면서도 적합도 측면에서 우수한
모형임이 확인되었다. 즉 삶의 의미는 3개의
상위 요인과 15개의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진
위계적 구조로 구성되는데, 3개의 상위 요인
은 자기 관련 요인, 타인과의 관계 요인, 영성
및 공동체 의식 요인이었다.
셋째,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다차원적 삶
의 의미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
다. 신뢰도 분석 결과 내적 합치도와 4주 간
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났다. 타당도 분석에서는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와 기존의 삶의 의미 척도 및 안녕감, 우
울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다차원적 삶의 의
미 척도의 중요도, 일치도, 의미감 지수는 모
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우울의 경

우에는 중요도를 제외하고 일치도, 의미감 지
수와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
는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가 삶의 의미의
원천과 구조를 반영하여 각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의미를 측정하는 타당한 척도임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넷째, 대학생 집단의 삶의 의미 경험에 대
해 살펴본 결과, 대학생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음으로 자기와 관
련된 영역, 그 다음으로 영성 및 공동체 의식
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치
도도 이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
펴보면, 대학생들은 배우자(이성)와의 좋은 관
계, 신체 및 정신 건강, 긍정적 가족관계, 직
업적 성취 및 목표 추구, 다양한 경험과 즐거
움을 중요한 삶의 의미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의 삶에서는 긍정적 인간관계, 긍
정적 가족관계, 자기 이해 및 수용, 다양한 경
험과 즐거움, 신체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영
역에서 일치된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이 삶의 의미를 무엇으로
부터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의
미감 지수’를 살펴본 결과, 대학생들은 친구들
이나 가족과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자신의 삶
에서 즐거움을 느낄만한 다양한 경험들을 하
며,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신체
및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삶의 의미를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
다. 첫째, 삶의 의미를 측정하는 기존 척도들
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척도를 개
발하였다. 즉 기존 척도들은 삶의 의미가 구
체적으로 무엇이고, 무엇으로부터 삶의 의미

- 219 -

인지행동치료

를 경험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중요하
게 생각하는 삶의 방향이나 가치를 뜻하는 인
지적 요소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
하는 가치와 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고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척도들은 동기
적․행동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는 ‘인지적 요소’와 ‘동기적․행동적 요
소’를 모두 반영하도록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의미감 지수’를 산출했는데, 이는
자신이 중요한 가치를 두는 삶의 영역에서 일
치된 삶을 살아갈수록 삶의 의미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방식은 Wilson과 Groom(2002)이 개
발한 가치로운 삶 질문지(Valued Living
Questionnaire: VLQ)와 유사한데, VLQ가 주관적
내용을 기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적 측정
치로 개발된 본 척도의 활용도가 더 높을 것
으로 예상된다.
둘째,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경험하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의미의 원천’을 살펴
보았다. Ebersole과 Depaola(1987)는 삶에서 중요
한 원천으로 관계, 봉사, 신념, 획득, 성장, 건
강, 직무, 그리고 즐거움 등 8개 요인을 제안
했고, Wong(1998)은 성취, 관계, 종교, 자기초
월, 자기수용, 친밀감, 공정한 대우 등 7개 요
인을 제안했으며, Emmons(2003)는 일(성취), 친
밀감(관계), 영성(종교), 초월(다산성)이라는 4개
요인을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
원천이 15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내용상에

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관계 영역이
가족 관계, 대인 관계, 배우자(이성)와의 관계,
자녀 양육 등으로 세분화되었고, 초월(다산성)
영역도 봉사와 사회적 기여, 사회적 관심과
참여, 타인에 대한 긍정적 영향력 등으로 세
분화되었다. 또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Wong(1998)의 연구에서 도출된 ‘공정한 대우’
는 포함되지 않은 반면 ‘사회적 성공과 타인
의 인정’ 요인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경우 직업적 성취를 통한 만족을 넘어서서 사
회적으로 성공하고 타인의 존경과 인정을 받
는 문화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확인된 대학생 집
단의 삶의 의미 원천의 결과와 중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전경숙(2010)의 결과가 크게 다르
지 않았는데, 이는 연령에 따라 삶의 의미 원
천의 순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원천
의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을 일정 정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2003)은 행복
한 삶의 구성요인으로 경제력, 성취 및 자기
수용, 여가,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자기계발
및 목표추구, 자립성, 사회․정치․문화 환경,
종교, 이타심, 자녀의 바른 성장, 부모 및 친
지간의 원만한 관계,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대인관계, 외모, 긍정적 인생관, 건강
의 16개 요인을 제안했는데, 이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삶의 의미는 행복의 구성요인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봉사, 사회적 기여, 타인에
대한 영향력, 사회적 참여 등의 공동체 의식
요인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의 구조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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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한 인지적 요소와 동기적․
행동적 요소를 반영하여 척도를 제작하였고,
정서적 요소는 삶의 의미 경험의 결과이므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삶의 의미 구조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가 자기와 관련된 요소 또는 타인과의 관
계 요소 이외에도 자기를 넘어서는 영적인 존
재와의 연결이나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는
요소가 있음을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삶의 의미의 구조는 크게 자기 관련 요
인, 타인과의 관계 요인, 영성 및 공동체 의식
요인이라는 3가지 상위 요인으로 구성됨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Cloninger, Przybeck,
Svrakic과 Wetzel (1994)이 개발한 기질 및 성격
검사에서 성격 차원을 자율성, 연대감, 자기
초월이라는 세 요소로 구분한 것과 유사한 결
과인데, Cloninger 등(1994)이 성격 차원을 개인
이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대한
자기개념에서의 차이라고 정의했다는 점을 고
려하면, 삶의 의미 구조가 3가지 요소로 구분
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
겠다.
하지만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
다. 먼저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의 예비 문
항을 구성할 때에는 대학생 및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집단
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요인구조가 성인
집단에도 유사하게 적용되는지, 또한 다차원
적 삶의 의미 척도를 성인에게 일반화하여 사
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인 집
단에 대한 교차 타당화가 필요할 것이다. 아
울러 대학생 집단에서도 독립적인 대상으로
Wong(1998)

반복 검증하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삶의 의미의
경험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므로(원두리, 김교헌, 권선중,
2005), 연령대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의미의 원천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의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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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of the source and structure of meaning in life and the
development of the Multidimensional Meaning in Life Scale:
A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Sun-Young Park

Seok-Man Kwon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developed the multidimensional meaning of life scale to measure the meaning of life that each
individual experiences, and identified the source and structure of the meaning of life by factor analysis. It also
assess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cale by using a sample of university students. First, 102 preliminary
questions were derived from a sample of university students and adults, and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o
select final questions and to identify factor structure by using a sample of 419 university students.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69 questions were finally selected and 15 subordinate factors as the sources of the
meaning of life were identified, which are religion and spirituality, physical and mental health, partner
relationships, social services and contributions,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elief and willpower, social
success and recognition of others, positive family relationships, child rearing and parenting, economic stability, a
positive influence on others, professional accomplishments and goal-pursuing, social interest and participation,
self-understanding and acceptance, and various life experiences and enjoyments. Nex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vealed that 15 subordinate factors were divided into 3 factors, i.e, self-related factor,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pirituality and community responsibility. Consequently, it confirmed the hierarchical structure comprising 3
superordinate factors and 15 subordinate factors. Also, high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 were
found, and validity was established by correlations with the previously validated scale of meaning of life and by
correlations with clinical ratings of depression. Overall, results suppor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ultidimensional meaning of life scale which measures the source and structure of meaning of life.
Key words : Multidimensional Meaning in Life Scale, Meaning in life, Source of meaning in life, Structure of meaning in
life, Reliability,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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