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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연구의 최근 동향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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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감사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경험적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감사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감사의 정의와 심리적 특성을 개관하고,
감사 측정도구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감사가 행복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감사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가능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다음의 논점들이 도출되었다. 첫
째, 심리학적 관점의 연구들은 감사를 정서로 개념화하고 있으나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
을 포괄한 정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반영한 도구의 개발이 요청된다. 둘째, 감사성
향의 형성 시기와 발달과정, 변화가능성, 변화양상 등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된다. 셋
째, 유아 및 아동, 청소년, 노인 등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 성향이 업무
수행 능력이나 학업 수행 및 성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지
적, 행동적, 정서적, 동기적 요소들을 반영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해 볼 수 있
다. 다섯째, 감사 정서의 경험과 인식의 강도, 감사표현의 양상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와 개인
간 성향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주요어 : 긍정심리학, 감사, 감사증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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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훈련을 통해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

서 론

다고 제언하고 있다.
최근 긍정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아직 시작 단계에

많은 연구자들이 개인의 강점과 긍정적인 특

놓여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 감사에 관해 이

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

루어진 연구는 더욱 일천하다. 앞서 언급했듯

다. 기존의 상담과 심리치료가 개인의 다양한

이 감사는 행복, 희망, 자부심, 낙관성, 긍정적

이상행동에 관심을 두고 이를 감소 또는 완화

인 기분, 자기실현, 대인관계, 공동체 의식 등

시키는데 초점을 두어 온 반면 긍정심리학은

의 긍정적인 특성과 관계가 있으며, 개인의

개인이 가진 긍정적 특성을 증진하고 계발함

긍정적 특성과 강점을 발견하고, 계발하도록

으로써 심리적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조력하는 것은 심리건강적 측면에서 매우 중

Peterson과 Seligman(2004)은 인간의 이상행동

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감사의 심

에 관한 대표적인 분류체계인 미국정신의학회

리적 특성을 다각적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의 DSM(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을 보완

지금까지 심리학 영역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하여 인간의 강점에 관한 분류체계를 개발하

평가받지 못했던 감사의 강점과 가치를 규명

였으며, 여기에 감사, 용서, 희망, 공감, 낙관

하는 것은 상담 및 정신건강 증진 측면에서도

성, 유머, 이타주의, 동정심, 영성, 겸손 등의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감사가

24가지 긍정적 특성과 강점을 포함시켰다. 이

가지는 심리학적 가치를 규명하고, 측정하며,

들 긍정적 특성 가운데 ‘감사(gratitude)’ 성향은

나아가 이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개인의 약

보편적인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활용하고 있

점과 부정적인 측면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

는 특성이므로 긍정심리학의 중요한 주제로

고 하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감사라는 긍정적

여겨진다.

특성과 강점을 찾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매

감사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우 고무적이다.

감사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탐색 및 다른 구

이에 본고에서는 감사에 대한 심리학적 접

인과의 관계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여기에

근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감사에 대

는 감사와 성격요인의 관계 탐색 및 감사 측

한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앞

정 도구 개발을 비롯하여, 감사가 정신건강에

으로 감사에 대한 연구가 나아갈 방향과 과제

미치는 영향, 감사 증진프로그램의 효과에 관

에 대해 조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

한 경험적 연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저 감사의 정의와 감사의 심리적 특성을 개관

연구들은 감사가 행복, 희망, 자부심, 낙관성,

하고, 감사의 측정을 위해 개발된 감사 측정

긍정적인 기분, 자기실현, 순조로운 대인관계,

도구들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감사의 심리적

공동체 의식, 생활만족도, 친사회적 행동 등과

특성과 하위구성요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관련되어 있으며(Froh, Sefick, & Emmons, 2008;

자 한다. 또한 주관적 안녕감을 필두로 한 감

Emmons, 2004; Emmons & Shelton, 2005;

사가 행복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McCullough, Emmons, & Tsang, 2002; 권선중,

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감사증진

김교헌, 이홍석, 2006; 노지혜, 이민규, 2005),

프로그램의 개발 가능성과 효과성을 검토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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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ometer)’로 작용함으로써, 자신이 타인에게

고자 한다.

친사회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수반되는 정서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며, ‘도덕

감사의 심리학적 접근

적 동기(moral motive)’로 작용함으로써, 사람
정서로서의 감사

들로 하여금 타인이 자신에게 친사회적 행동

감사는 태도, 정서, 기분, 성격, 미덕, 습관,

을 하면 자신도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도록 촉

동기, 대처방식, 생활양식 등 다양하게 이해되

진시킨다. 또한 감사는 ‘도덕적 강화자(moral

어 왔다. 우리말 사전에는 감사를 ‘고마움을

reinforcer)’로 작용하여 이전에 있었던 선행을

나타내는 인사’ 또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으

강화해 줌으로써 친사회적 행동을 격려하는

로 풀이하고 있으며(국립국어연구원, 1999), 옥

기능을 한다(Froh, Sefick, Emmons, 2008).

스퍼드 영어사전에는 감사를 “고마워하는 특

감사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도덕적 수행인

성이나 상태, 호의에 보답하려는 의도”로 정의

자(moral agent)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긍정적

되어 있다. 감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gratitude

인 결과를 갖게 해 주었음을 인식함으로써 생

는 ‘호의’를 뜻하는 라틴어 gratia와 ‘기쁘게

긴다(Emmons & McCullough, 2003). 감사는 긍

함’을 뜻하는 라틴어 gratus에서 유래한 것으로

정적 결과를 획득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

이 라틴어 어원에서 나온 모든 파생어는 친절,

와 이러한 긍정적 결과가 외부에서 온 것이라

관대함, 선물, 주기와 받기의 아름다움, 아무

는 것을 인식하는 두 가지 단계의 정보처리과

대가없이 무엇인가를 얻는 것 등과 연결되어

정에서 발생한다(Emmons, 2004). 이와 같은 맥

있다(Emmons, 2004).

락에서 Weiner(1985)는 감사를 ‘자신의 안녕에

감사는 주로 도덕철학이나 신학적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긍정적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

도덕적 덕목(virtue)이나 품성으로 다루어져 왔

식하는 과정’과 ‘긍정적 결과의 원인이 외부에

으나 심리학적으로 접근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있음을 인식하는 과정’이 결합된 결과로 경험

감사를 정서(affect)와 관련시켜 개념화하고 있

되는 ‘귀인-의존적 정서’로 보았다.

다. 감사는 도덕적 정서(moral affect), 귀인-의

공감적 정서로서의 감사는 호의나 은혜를

존적 정서(attribution-dependent emotion), 공감적

베푼 사람의 이타적 노력을 알아차리고 그러

정서(empathic emotion) 등으로 다양하게 칭해진

한 사람이나 행위, 사건의 가치와 의미를 인

다.

정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Adler와 Fagley(2005)

McCullough 등(McCullough, Kilpatrick, Emmons,

는 감사를 어떤 것(사건, 사람, 행동, 사물)의

& Larson, 2001; McCullough, Emmons, & Tsang,

가치와 의미를 인식하고, 그것에 관련된 긍정적

2002)은 감사를 자신이 친사회적인 대우를

인 정서를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Lazarus

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친사회적인 행동

와 Lazarus(1994)는 자신의 삶에서 호의적인 상

및 도덕적인 행동을 수행하고 유지하도록 동

황을 만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은혜를 베푼 사

기화되고, 파괴적인 대인관계 행동은 금하도

람이 그것을 베푸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

록 동기화되는 도덕적 정서로 정의하고 있다.

을 공감할 때 나타나는 '공감적 정서'로 감사

도덕적 정서로서의 감사는 ‘도덕적 지표(moral

를 개념화했는데, 감사는 이타적 선물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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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의도를 알아야하고, 준 사람은 받는

것과 받는 것 모두에 공감이 관여된다.
한편 McCollough 등(2001)은 스스로를 어떠한

사람의 필요를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Lazarus와

이익의 수혜자로 인식하고 은혜를 베푼 사람

Lazarus는 “감사의 여러 측면들”(p. 118)이라고

에게도 가치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기술하였는데, 이는 대인간 교류에서 사람들

준 것이라고 느낄 때 가장 지속적이고 강한

이 주고받는 것에 대해 부여하는 개인적인 의

감사를 느낀다고 설명하였다. 감사는 자신에

미는 감사의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Lazarus

게 이익을 준 특정 대상에 대해 인식하여 느

(1999)는 제공자와 수혜자간의 역동에 의해 감

껴지는 정서로써 은혜를 베푼 사람 혹은 제

사가 형성되는 방식에 관심을 가졌다(Emmons

삼자의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행동경향성'

& Shelton, 2005, p. 462).
또한 권선중 등(2006)은 감사성향이 높은 사

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람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이 고려된 것이다.

긍정적 측면을 읽어냄으로써을 감사할 거리를
감사에 대한 인지정서적 접근

찾을 수 있는 독특한 인지도식이 발달해 있는

심리학에서 감사는 정서경험에 대해 인지평

것으로 보이며,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상

가적 접근을 취하는 정서이론가들에 의해 빈

황을 만나도 그 안에서 긍정적인 특성을 찾고

번하게 연구되어 왔다.

결국 자신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재해석함으

Weiner(1985)는 결과-의존적 정서와 귀인-의

로 이러한 상황에 압도되지 않는다(Tedeschi &

존적 정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불행이나

Calhoun, 2004). 또한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들

행복과 같은 일반적인 정서들은 사람들이 경

이 가지고 있는 귀인양식은 유연성이 높아 보

험하는 결과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좋

인다. 이들은 자신이 나쁜 일을 피하게 되면

은 결과를 경험하면 기쁘고, 나쁜 결과를 경

신에게 감사하지만 나쁜 일을 당할 경우 더

험하면 기분이 나쁘다. 반면 자부심, 분노, 감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에 감사할 뿐 책임을

사와 같은 이차적 정서반응은 특수한 귀인패

신에게 돌리지 않는 등 귀인양식에 있어서 유

턴을 수반한다. 귀인의존적 정서는 사람들이

연성을 보인다.

긍정적 및 부정적 상황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
해 만들어내는 귀인의 특정 유형으로부터 발

감사의 심리적 측정

생한다. Weiner에 따르면 감사는 긍정적 상황
을 다른 이의 행위나 노력에 귀인시키는 데

감사 성향

서 발생하는 귀인-의존적 정서이다(Emmons &

감사를 정서로 보는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Shelton, 2005, p. 461).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정서특질과도 같은 기질

Lazarus와 Lazarus(1994)는 감사를 동정과 더불

적 감사(dispositional gratitude) 또는 감사 성향

어 공감적 정서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감사가

(gratitude disposition)이 있음을 가정한다. 감사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 하

도 우울, 불안, 공포와 같은 정서적 경험처럼

기 때문이다. 선물을 주는 것과 받는 것 모두

위계적 수준으로 분류될 수 있다. Rosenberg

에 공감이 관여된다. 받은 사람은 준 사람의

(1998)는 정서적 경험을 구체성과 안정성,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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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 그리고 다른 심리적 체계에 미치는 영

사를 감사 기질이나 감사 성향이라고 부르는

향에 따라 정서(emotion), 기분(mood), 그리고

특질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질(trait)로 분류했다.
감사도 특질, 기분, 정서로 존재할 수 있으

감사성향 측정도구

며,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정서와 마찬가지로
상태(state)와 특질(trait)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심리측정적 속성이 보고된 감사 관련 척

것으로 생각된다. 감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도 가운데 국외에서 개발된 국외 척도로는

경향성에는 개인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일차원 척도 GQ-6(The Gratitude Questionnaire:

생각된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McCollough Emmons, & Tsang, 2002), 다차원적

감사한다.; 즉 감사(즉 감사하는 경향성)는 성

GRAT(The Gratitude, Resentment, Appreciation

향(기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의 경험

Test: Watkins, Grimm, & Hailu, 1998), 다차원

을 가질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

적 감사척도 Appreciation Scale(Adler & Fagley,

인다. 따라서 성향적(기질적)으로 감사하지 않

2005)가 있으며, 국내에는 McCullough 등(2002)

는 경향이 있는 사람조차도 감사의 순간이 있

이 일상생활에서의 감사의 경험과 표현을 평

을 수는 있다. 이것은 감사하는 “상태”이다

가하는 39개의 문항을 분석하여 감사성향의

(Adler & Fagley, 2005, p. 81-82). 그러나 감사

핵심을 측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더 강한 수준

별하여 개발한 The Gratitude Questionnaire를 한

과 더 높은 빈도로 감사를 경험하고 표현하며,

국판으로 타당화한 권선중 등(2006)에 의한 척

특정 기간 동안에 마주치는 상황에 대해 감사

도가 있다. 감사 척도의 구성과 문항의 예를

하는 횟수가 더 많고, 한 사건과 관련된 대상

<표 1>에 간략히 제시하였다.

중에서 감사할 대상을 더 많이 갖는다. 감사

GQ-6(McCollough 외, 2002)는 감사하는 마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획득한 긍정적 경험에

의 감정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감사

서 타인의 기여를 인식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하는 마음은 그 감정을 유도하는 사건의 범위

데 이러한 정서상태의 일반화된 경향성을 ‘감

뿐만 아니라 얼마나 빈번하게, 그리고 강하게

사 성향(gratitude disposition)’이라고 한다. 감사

감사하는 마음을 경험하는지에 따라 평가되었

성향은 “긍정적 경험을 하거나 긍정적 결과를

다. 이 척도는 “내 삶에는 감사할 거리들이 매

얻은 것에 대한 다른 사람의 공헌을 인식하

우 많다” 등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감사의

고 고마운 마음으로 반응하는 일반화된 경향

강도와 빈도, 범위, 밀도의 측면이 고려된 단

성”(McCullough, Emmons, & Tsang, 2002, p. 12)

일요인의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

또는 “감사를 경험하기 쉬운 성향”(Watkins,

도(intensity)는 감사함의 정도를 의미하며, 빈도

Woodward, Stone, & Kolts, 2003, p. 432)으로 정

(frequency)는 감사를 자주 느끼는 것과 관련되

의된다. 본고에서는 감사 성향을 다른 사람들

어 있다. 범위(span)는 주어진 시간동안 어떤

의 호의가 가지는 역할에 대해 감사하는 정서

사람이 감사함으로 느끼는 생활환경의 수를 말

를 가지고 인식하고 반응하는 일반화된 경향

하며, 밀도(density)는 한 가지 긍정적 결과에 대

성으로 정의하고, 감사의 구인탐색을 위해 감

해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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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감사 척도의 구성과 문항 예
도구

하위척도 문항수

설명

특징적 항목

감사의 빈도, 강도, 밀도에
GQ-6

6

기반 하여 감사를 단일요인 나는 삶에서 감사할 것이 매우 많다
으로 평가함

“소유”
초점

외경심

6

의식

6

현재
Appreciatio

10

순간

n scale

자아/

(57문항)

사회적

7

표현
상실/
역경
대인
관계
감사
GRAT
(44 문항)

사소한
감사
풍족감

형과 무형의 자신에 초점

다움을 볼 때 아주 작은 존재라고 느낀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 나는 감사하는 생각을 되새기기 위해 개인
해 규칙적인 행동을 수행함

적이거나 종교적인 의식을 행한다.

현재 주어진 순간에서 긍정 나는 주변의 일들에 대해 잠시 멈춰 서서
적인 면에 집중함

생각해 볼 때 좋고 만족스럽게 느낀다.

다는 것에 대한 감사로 긍정

지금의 나보다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보면 나의 상황에 더 만족하게 된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나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을 해서
위해 고안된 행동들

고마움을 표시한다.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은 없다
8

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 행운이

나는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자연의 아름

외경심을 느낌

적인 기분이 발생
10

나는 음식, 의복, 집과 같은 생활에서 기본
라고 생각한다.

삶이 더 나빠졌을 수도 있었
5

비교
감사

소유하고 있는 긍정적인 유

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발생
하는 감사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매일의
삶을 충만하게 살도록 일깨운다.
나는 내 친구들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5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

11

타자에 대한 감사

14

비사회적인 근원에 대한감사

17

결핍감의 부재

를 생각하곤 한다.
나는 내 친구와 가족에게 진실로 감사한다.
나는 멈춰 서서 장미 향기를 맡는 것이 정
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결코 다른 사람들이 갖는 행운을 갖지
못하는 것 같다(역산문항)

GRAT(Gratitude, Resentment, and Appreciation

있다. Watkins 등(1998)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Test; Watkins, Grimm, & Hailu, 1998)는 풍족감

생활에서 결핍감을 느끼지 않고 풍족감을 느

(결핍감의 부재), 사소한 일상에 대한 감사, 타

끼며, 자신의 행복감에 끼친 다른 사람들의

자에 대한 감사의 3요인 44문항으로 구성되어

공헌에 대해 감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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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사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즐거움에 감

Sefick, & Emmons, 2008; Emmons, 2004; Emmons

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감사를 경험하고 표현

& Shelton, 2005; McCullough, Emmons, & Tsang,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았다.

2002; 권선중, 김교헌, 이홍석, 2006; 노지혜,

Watkins 등(1998)은 이 네 가지 요인(풍족감,

이민규, 2005).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소한 즐거움, 외부귀인-타인에 대한 감사,

다양한 심리적 문제(우울, 불안, 고독)를 적게

감사표현의 중요성)을 척도 개발에 반영하 였

경험하고, 이러한 문제의 취약성 요소로 알려

으며, 외부귀인과 감사표현의 중요성 관련 문

져 있는 부적 정서성과 정서적 민감성도 낮았

항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임으로써 3요인 44

다. 또한 다양한 긍정적 특성(외향성, 우호성,

문항으로 구성된 최종 척도를 개발하였다.

성실성, 긍정적 정서성, 낙관성)을 더 많이 가

The Appreciation Scale(Adler & Fagley, 2005)은
소유, 경이감, 의식, 현재, 사회적 비교, 상실/

지고 있으며, 삶에 대한 만족과 안녕감 또한
높게 보고하였다(권선중 등, 2006).

역경, 대인관계, 사람에 대한 감사의 8개 요인

McCollough 등(2002)은 감사 성향이 높은 사

57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이들은 정서, 인

람들이 우울 및 불안,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

지, 행동으로 특징지어지는 감사의 모델을 제

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및 주관적 행복

시하고 촉발인과 전략이라는 감사의 두 가지

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등 안녕감을 측

경로를 설명하였다. 촉발인(trigger)은 자발적이

정하는 척도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고 무의도적으로 어떤 이에게 감사를 불러일

또한 감사 성향은 활기, 낙관성, 희망, 유연한

으키는 사건들이다. 전략(strategy)은 의도적으

대인관계, 친사회적 행동 및 영성과 정적인

로 감사의 태도를 증진시키고 북돋우기 위해

상관을 보였으며, 질투심이나 물질주의적 태

사람들에 의해 채택되는 것으로, 감사의 8가

도와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

지 측면에는 정서, 인지, 행동과 같은 감사의

는 피험자와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평정해준

직접적인 표시와 촉발인과 전략처럼 감사에

자료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Watkins(2004)도 여러 방법을 통해 감사와

이르는 경로가 포함된다.

안녕감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감사성향은 안
녕감의 명시적 측정척도들과 정적 상관을 보

감사와 정신건강

였으며, 암묵적인 측정방법들과도 높은 상관
감사와 안녕감

을 보였다. 긍정기억 편향 점수가 감사특질과

감사가 상태적 정서이든 특질적 정서이든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침투적 기억편향 실험

간에 감사는 주관적 안녕감과 분명히 관련되

에서도 감사 성향이 높을수록 긍정적 기억의

어 있다. 사실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침투편향이 자주 나타났다. Kashdan 등(2005)은

인 경향이 있다(Watkins, 2004). 감사가 행복,

PTSD를 겪거나 겪지 않는 베트남 참전자들을

희망, 자부심, 낙관성, 긍정적인 기분, 자기실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두 집단 모두 감사 기

현, 순조로운 대인관계, 공동체 의식, 생활만

분을 많이 경험할수록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족도, 친사회적 행동 등의 특성과 관련이 있

느끼고 친사회적 행동과 내현적 동기화 행동

다는 경험적인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Froh,

을 많이 했으며, 자기 존중감이 높았으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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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특질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PTSD 집단

장하여 연구한 결과, 감사 조건의 집단이 긍

에서 더 두드러졌다(노지혜, 2005 재인용).

정적인 감정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자기보고에

McCollough 등(2004)은 신체질병 환자와 대학

서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으며, 수면의 양과

생들을 대상으로 매일 감사를 느끼는 정도인

질에서 향상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타인

감사 기분(grateful mood)도 안녕감과 관련이 있

들의 평정치에서도 지지되었다.

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감사 성향이 높은 사

또한 McCollough 등(2004)은 Rosenberg(1998)의

람은 감사와 관련된 일상 사건들이 적은 날에

그날 느끼는 기분으로서의 감사는 정동적 특

도 감사 기분을 유지하지만 감사 성향이 낮은

질뿐만 아니라 순간의 정서적 경험에 의해서

사람의 감사기분은 그 날의 감사관련 사건과

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를 통

상관이 더욱 높았다.

해 감사기분이 개인의 고유한 특질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정서적 경험을 늘림으로써 증가

감사증진 프로그램

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감사하는 기분을

감사 성향은 비록 안정적인 성격특성으로서

조작하면 감사특질이 개인에게 미치는 긍정적

의 특징을 보이지만 ‘받은 복을 세어보기’와

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같은 간단한 개입 프로그램을 통해 고양시킬

감사증진 프로그램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

수 있으며, 이러한 감사연습을 통해 얻게 되

반 성인과 청소년의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요

는 다양한 정서적 이로움이 선행연구들을 통

인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받은 복을 세어보

해 증명되어왔다.

기 형태로서의 감사는 성인의 주관적 안녕과

Emmons와 McCullough(2003)는 실험적 조작을

관련이 있을 뿐만아니라(Emmons & McCullough,

통해 10주간 일주일에 한 번씩 감사일지를 쓴

2003; Watkins, 2004), 중학생의 생활만족도와

대학생들은 생활스트레스나 중성적인 생활사

상관이 있었다(Huebner, Valois, Paxton, & Drane,

건을 보고한 통제집단에 비해 보다 정기적으

2006). Gordon, Musher-Eizenman, Holub와 Dalrymple

로 운동을 하고, 신체적 증상을 덜 보고하였

(2004)은 생활 속 감사의 자원에 대해 생각해

으며,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낫게

보도록 하는 학급토론과 연습이 아동의 긍정

느끼며, 다가올 미래에 대해 보다 낙관적이었

적인 발달을 지원하는 데 효율적임을 제안하

다. 또한 2주간 집중적으로 매일 감사 일지쓰

였으며, Froh, Sefick과 Emmons(2008)는 감사가

기 연습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일상스트레스와

아동의 안녕감 증진, 부정적 감정 감소와 관

사회적 하향비교(참가자들이 자기가 다른 사

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2주간 매일

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초점을 둔

복을 세어보도록 하는 훈련을 통해 학업경험

집단에 비해 각성, 열정, 목표의식, 집중력, 에

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적 평가를 막고, 낮은

너지에서 보다 긍정적인 상태를 보고하였으며,

학업성취 및 결석과 같이 잠재된 부정적 결과

개인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조력 행

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동과 다른 이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더 많

행복한 청소년은 우울과 불안 증상을 거의 보

이 제공해 주었다. 다음으로 만성적인 질병을

고하지 않았으며(Gilman & Huebner, 2003), 물질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기간을 3주로 연

남용(Zullig, Valois, & Huebner, 2001)과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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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무기 소지와 같은 폭력행동(Valois, Zullig,

아닌 외부에서 온 것임을 인식함으로써 감사

Huebner, 2001)이 매우 적었다.

정서를 갖게 된다. 이러한 인식적 요소와 귀
인 특성은 감사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감사 정서에 선행한다. 또한

논 의

감사는 수혜자로 하여금 감사를 표현하거나
받은 은혜를 다른 이에게도 베풀려는 도덕적

최근 들어 감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여

동기와 도덕적 강화요인으로 작용하여 실제

러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

행동에 옮기게 할 가능성이 많다. 이는 감사

지 감사의 심리적 특성과 효과에 관한 연구는

가 갖는 행동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

국내외 모두 초기 단계에 놓여 있으므로 향후

다. 감사에 대한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

검증되고 논의되어야 많은 연구문제들을 안고

이 고려된 이러한 포괄적 정의는 정서에 대한

있다.

최근의 심리학적 관점과 일치한다.

본고에서는 최근 심리분야에서 수행된 감사

이처럼 감사를 정서 이외에 인지적, 동기적,

에 대한 국내외의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행동적 특성이 포함된 구인으로 접근할 경우

개관함으로써 감사연구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

이를 측정함에 있어서도 이를 반영한 다차원

고 더불어 향후 감사연구의 방향을 제안해보

적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감사의 다차원적인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감사에 대한

심리적 특성을 탐색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심리학적 접근에 초점을 둔 정의와 특성을 살

타당하고 신뢰로운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펴보았으며, 감사의 구성요소에 관한 이론적

감사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자료를 축적해

가설과 측정도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감사 측

나가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이

정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고찰하였다. 끝으로

며 향후 감사 프로그램의 적용과 검증을 위해

감사의 정신건강적 가치와 효과를 검증한 실

서도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험적 연구결과들을 살펴봄으로써 교육과 상담

둘째, 감사와 성격적 특성, 다른 심리적 구

장면에서 감사가 갖는 강점과 유용성을 확인

인들과의 관계 연구들은 현재로서는 매우 부

하고 이를 보다 체계화하여 적용하고 발전시

족하다. 게다가 연구결과도 일치하지 않아서

킬 수 있도록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감사를 안정된 성격특성으로 주장하기도 하고,

자 한다.

성격특성과는 다른 긍정적 정서라고 제안하기

첫째, 감사의 정의와 특성에 대한 심리적

도 한다. 현재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성격의 5

관점의 연구들은 감사를 정서로 개념화되고

요인(Big Five)을 중심으로 탐색된 것으로 많은

있으며, 도덕적 정서, 귀인-의존적 정서, 공감

성격심리 연구자들이 5요인이 성격특성을 반

적 정서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영하는 매우 영향력 있는 요소로 확인한 바

그러나 감사는 정서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있으나 감사가 성격의 5요인 이외의 다른 요

부분이 많다. 감사 정서가 발생하는 과정을

소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탐색적 연

보면 혜택이나 호의 등 감사한 일에 대한 인

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식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혜택이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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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사를 성격적 특성으로 보는가, 정서

상담평가연구

적 또는 인지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가

불편함을 갖게 하지는 않는지, 그로 인해 자

에 따라 감사의 발달 및 형성 시기와 변화양

기존중감 내지는 자기효능감을 약화시키게 되

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

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 감사를

다. 즉 감사 성향은 언제부터 형성되며, 어떤

많이 느끼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수혜자

발달과정을 거쳐 향상되거나 퇴보하는지, 이

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감사를 느끼는 것이

러한 특성은 어느 시기까지 변화가 가능한 것

약자로 인식됨으로써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인지, 대상에 따라 변화양상에는 어떤 차이가

것은 아닌지, 감사한 상황을 해석하는 개인의

있는지, 연령에 따른 감사 성향의 곡선은 어

방식에 따라 감사성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떤 형태로 형성되는지 등에 대한 다각도의 접

아닌지 다양한 실험적 장면에서의 접근이 수

근이 요구된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대학생 등

행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성향은 낙관성과

의 성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아 및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데 이처럼 지나치게 낙

아동, 청소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 관

관성이 높거나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은 오히

한 연구는 부족했다. 감사와 행복, 희망, 자부

려 감사를 느끼는 상황에 놓이지 않으려고 노

심, 낙관성, 긍정적인 기분, 자기실현, 순조로

력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현재 상황에 안주

운 대인관계, 공동체 의식과의 관계가 있으므

하거나 다른 이의 도움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로(Emmons & Shelton, 2002), 초기와 후기 청소

가짐으로써 오히려 건강한 삶과 적응을 방해

년의 최적의 심리적 성장에 대해 잘 이해하기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감사성향의 높고 낮음

위해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에 대한 엄밀

에 따른 이분법적 접근에서 보다 확장된 접근

한 탐색이 중요하다(Froh, Sefick, & Emmons,

이 요구된다.
넷째, 현재 감사증진 프로그램은 대체로 감

2008).
셋째, 선행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감사가 심

사일지를 작성하게 하거나 받은 복을 세어보

리적 안녕감을 비롯하여 행복과 정신건강에

기와 같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개입을 통해 이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루어졌다. 그러나 감사에 인지적, 행동적, 정

감사 성향이 반드시 정신건강에 기여하는 측

서적, 동기적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면에서만 조명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려할 때 이러한 다각적 요소를 반영한 체계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그 차이를

감사가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요소라면 실

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업무나 학업의 수행과 성취에도 궁극적으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감사가 가진 인지적

로는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높은 감사성향이

특성에 주목한다면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에

오히려 긴장의 요소를 덜어주고 지나치게 낙

있어서도 인지적 특성에 초점을 둔 접근방식

관적으로 접근하게 함으로써 실제 성취에는

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사성향이 높거나 낮은 이들의 인지도식에 관

에 대해서도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 연구를 통해 이들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또한 감사를 자주 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

사고경향, 왜곡된 신념 및 인지적 오류, 기억

이 오히려 빚진 감정과 인식을 유발함으로써

편향성 및 기억과정에 대한 탐색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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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재구조화 하는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을

있을 것으로 가정되며 이러한 표현의 차이와

것이다.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작업은 기억을

정서의 강렬성의 차이가 문화적 차이인지 단

회상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긍정적 사

순히 개인 간의 성향의 차이인지에 대해서는

고경향성과 주로 관련되는데 이는 주로 인지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와 관

적 요소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

련하여 동서양 문화권에서 감사 표현의 정도

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생활 속에서 감

가 사회적 적응과 대인관계 형성에 어떤 영향

사하거나 고마운 일들에 초점을 두도록 한

을 미치는지를 탐색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

연구(Emmons & McCullough, 2003; Sheldon &

이다.

Lyubomirsky, 2006)는 이러한 전략이 감사 사고
와 감정의 활성화에 효율적임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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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test trends and tasks in gratitude research

Lim, Kyung-hee
Suncho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spect the direction and tasks of gratitude research through the
review of the psychological experiment researches in gratitude. The definition, psychological traits, and
scales of gratitude were surveyed. And the effects of gratitude on happiness and mental health was
examined.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and efficacy of gratitude enhancing program was reviewed. As a
result, the followings were discussed. First, the psychological researches defined the gratitude as affect. But
the definitions including cognitive and behavioral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and the scales should be
developed. Second, the development process, time, possibility and aspects of change in gratitude disposition
should be investigated from the multidimensional approaches. Third, the subject should be extended to the
children, the adolescents, and the aged. And the effects of gratitude disposition on the task
accomplishment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should be examined. Fourth, the systematic programs
included cognitive, behavioral, and motive elements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Finally, the cultural
and the individual differences of experience level, intensity and expression aspects in gratitude should be
che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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