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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관계상실’이라는 역경을 통해 성장에 이르는 심리적 과정을

의미재구성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탐색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이의 상실은 매우 슬프

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이러한 역경과 투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심리

적 변화, 즉 성장을 경험하기도 한다(Linley & Joseph, 2004; Park, Cohen, & Murch,

1996; Tedeschi & Calhoun, 1996). 최근까지 상실과 같은 역경 사건을 심리적 고통의

주범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고통으로부터의 회복을 넘어선 성장에 이르는 과정을

밝히는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 관계상실의 역경을 통한

성장이 심리적 안녕 및 성격적 성숙과 관련된 의미 있는 현상임을 확인하고, (2) 역경후

성장에 이르는 의미재구성 과정에 작용하는 인지적 처리방략 및 신념체계의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3) 인지적 처리방략의 활용에 초점을 둔 성장 촉진적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을 실시하고, (4) 심각한 상실 이후에 높은 성장을 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질적연구를실시함으로써 양적연구의한계를보완하고자하였다.

연구 1에서는 관계상실을 통한 성장이 정신건강 및 성격적 성숙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 탐색하기 위해서, 심각한 관계상실 경험이 있는 202명의 대학생들로부터

역경후 성장 척도(PTGI), 행복의 삼각형 척도, CES-D 및 TCI 성격차원 검사의 자료

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역경후 성장은 전반적 행복 수준과 정적 상관을 보였

고 우울과는 낮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역경후 성장은 Cloninger(1987)가 제안

한 성격적 성숙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상실 이후의 성장 수준이 높은

집단은 일반 규준집단과 비교했을 때에도 성격적으로 성숙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역경후 성장이 정신건강 및 성격적 성숙과 밀접하게

관련된 의미 있는 현상임을 시사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역경후 성장에 이르는 의미재구성 과정에 관여하는 인지적 처리방략

과 신념체계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 성인 517명 중 심각한

관계상실을 경험한 205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상실에 대한 적응적

인지적 처리방략의 사용이 대체로 역경후 성장과 정적 관련성을 보인 반면, 부적응적

처리방략들은 대체로 역경후 성장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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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계획 다시 세우기, 긍정적 초점변경이 역경후 성장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으

며, 이러한 처리방략은 정서표현을 통제하고도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더불어, 상실을 통한 성장 수준이 높을수록 합리적, 긍정적 신념을 지니

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상실을 통한 성장 수준이 높은 집단은 심각한 역경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자신 및 타인에 대한 긍정적 신념이 더 강하고 역기능적 신념은 더 약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3에서는 상실을 통한 성장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밝혀진 인지적 처리방략의 활용

에 초점을 맞춘 개입 프로그램(상실의 치유 및 성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총 8회기, 16시간으로 구성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심각한 상실경험이 있

는 10명의 성인에게 실시하고 각 시기별 측정치들을 통제집단의 측정치들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상실의 치유 및 성장 프로그램은 역경후 성장, 행복, 우울 및 성격 성숙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변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었다.

그리고 연구자가 프로그램의 구성에서 의도한 대로, 개입을 통해 참여자의 인지적 처리

방략이증가할수록역경후성장이유의미하게증가하는경향이확인되었다.

연구 4에서는 관계상실의 의미처리와 성장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탐색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관계상실을 통한 성장 수준이 높은 성인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68개의 개념과 37개의 하위범주, 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인과적

조건으로는 충격적 상실로 인한 고통 경험이 도출되었으며,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는 상실에 대한 의미재구성 과정 및 다양한 활동이, 그리고 중재적 조건으로 개인내

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도출되었다. 결과로는 긍정적 변화 및 성장이 나타났으며,

현재 관찰되는 현상으로는 만족스럽고 균형 잡힌 삶과 남아 있는 고통이 도출되었다.

종합논의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관계상실 또는 역경후 성장에 이르는

심리적 과정을 좀 더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역경후 성장, 관계상실, 성격적 성숙, 의미재구성, 인지적 처리방략, 신념체계 

학  번: 2008-3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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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이 세상이 하나의 학교라면, 상실과 이별은 그 학교의 주요 과목

이다. 상실은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어려운 배움 중 하나이

다. 아무리 상실을 겪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그것은 결국 찾아온다.

- Elisabeth Kübler-Ross(2007)

누구나 일생을 살면서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의미 있는 관계에서의 상실을 경험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역경 사건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수용전념치료의 창시자 Hayes(2005) 역시

“충분히 오래 산다면, 모든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상실을 경험한다.”고 말

하면서 상실 경험의 보편성과 수용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현재까지 상실과 관련된 국내의 경험적 연구는 놀라울 정도로 미비한 실정

이다. 이윤주, 조계화, 이현지(2007)가 실시한 사별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에 따르

면,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사별관련 논문이 단 9편에

불과하다. 관계에서의 상실이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사건

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소홀했다고 판단된다. 게다

가 대부분의 연구주제가 사별의 슬픔이나 고통으로부터의 회복 및 조력에 집중되

어 있어, 사별을 통한 성장과 같은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

한 연구는 더욱 미흡한 상황이다.

위인전과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역경을 통한 성장

현상을 접해왔지만, 이에 대한 심리학적 관심과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

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동안 상실과 같은 역경은 심리적 고통의 주범으로 간

주되어 그로 인한 부적응 및 치료적 개입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통으로부터의 회복을 넘어선 성장의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 통합적

균형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사별을 포함하여 이혼이나 실연과

같이 중요한 관계에서의 단절로 인해 깊은 슬픔과 비탄에 빠져 고통을 받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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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목격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관계상실을 경험하기 이전보다 더욱

성장하여 성숙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보고들이 분명 존재한

다(Janoff-Bulman, 1992). Danforth와 Glass(2001)는 사랑하는 이의 상실이라는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폭이 넓어지고, 현재 상황에

대한 감사를 느끼며, 상실한 이를 대신하여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 이득발견

(benefit-finding)과 같은 긍정적인 관점의 변화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자녀를

잃은 29쌍의 부모를 조사한 Rosenblatt(2000)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재구성해가는 과정에서 세상을 떠난 아이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생존

한 배우자나 남아 있는 다른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이 부모들은 상황이 더 나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나

죽음을 통해 죽은 자녀의 고통이 감소되었다고 생각함으로써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사별 뿐 아니라 연인과의 이별을 통해서도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Tashiro와 Frazier(2003)의 연구에서 연인과의

이별 후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감이 높아졌으며,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겼을 뿐 아니라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더 지혜로워졌다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자발적인

보고를 제시하였다.

인간의 상실경험은 마치 가까이에서 보면 지저분한 폐품이나 쓰레기더미에

불과한 것이 은은한 조명을 비추고 조금만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되는 정크아트(Junk Art)와 닮아 있다. 즉, 단기적인 관점에서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에 초점을 둔다면 상실경험은 아무 쓸모없는 폐품이나 쓰레기에 불

과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역경과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체험에 조명

을 비추어 성찰함으로써 이전 보다 더욱 성장하는 측면에 주목한다면 매우 가치

있는 예술작품과도 같은 경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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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후 성장의 이론적 개념

1. 용어의 선택과 정의

충격적인 관계상실과 같은 역경 경험은 지금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나 주요우울증의 영역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다. 가까운 이의 죽음이나 사

고를 목격한 충격으로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해지고, 고통스럽고 끔찍한 심상

이 반복적으로 침투하며, 수면의 어려움이나 과각성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상실한 대상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이 깊어져 심각한 우울상태가 장기화되기도 한

다. 이러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방법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외상에 노출될 확률이 약 80%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평생 유병률이 약 5%에 불과한 점을 생각할 때(은헌정, 이선미, 김태형,

2001; 이선미, 은헌정, 1999), 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건강한 내적 힘과 성장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edeschi와 Calhoun(1996)은 “인간이 살면서 경험하는 매우 도전적인 상황에

투쟁한 결과 얻게 되는 긍정적 심리적 변화”를 ‘posttraumatic growth(PTG)’라는

용어로 소개하면서 이 현상에 관한 연구를 선도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Park,

Cohen과 Murch(1996)는 ‘stress-related growth’로 비슷한 현상을 설명하였고,

Linley와 Joseph(2004)는 ‘adversarial growth’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 긍정적이

고 희망적인 현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밖에도 Fazio와 Fazio(2005)는 2002

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사건의 유가족들의 심리적 고통과 회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유족들의 역설적인 성장 현상을 관찰하였고 이를 ‘growth

through loss and adversity’로 명명하였다. Affleck과 Tennen(1996)이 제안한

'benefit-finding'도 유사한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이는 추후에 진정한 의미

의 지속적인 성장(sustained growth)과 구별되었다.

관련된 국내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

데 다양하게 번역하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

기에 앞서 용어에 대한 고민과 결정이 필요하다. 학자들마다 제각기 사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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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rauma, adversity, stress 등이 고통을 야기하면서도 극복하고 성장시키는

경험이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가장 적합한 우리말이 역경(逆境)이라 판단되어

‘역경후 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Tedeschi와 Calhoun(1996, 2004)

역시 trauma를 DSM 체계에서 정의하고 있는 PTSD의 외상 개념을 넘어서서,

개인의 지각과 반응, 보고에 더 큰 비중을 둔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으로 사

용한다고 밝혔기에 보다 차별화된 용어 선택이 필요하다.

역경후 성장에서 말하는 ‘성장’이란 역경 이전의 개인의 성장 수준을 넘어서는

긍정적이며 새로운 그 무엇을 의미한다. 즉, 단순히 역경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던 이전의 적응 수준, 심리적 기능 수준, 또는 삶

의 자각 수준을 넘어서는 진정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이양자, 정남운, 2008;

Tedeschi & Calhoun, 1995). 긍정심리학적 패러다임이 도입되고 널리 인식되기

이전의 심리학 연구들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주로 인간의 부적응과 고통에 초점

을 맞추었기 때문에 어떤 이론에 기반을 둔 개입이든 그 목표가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에 그쳤다. 하지만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역경 경험을 재조명함으로

써 단순한 회복을 넘어선 성장과 성숙이라는 더 크고 폭넓은 지향점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향해 의미 있는 개입법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2. 역경후 성장의 세 영역

역경후 성장을 연구하는 이론가들마다 용어를 달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

으로 다음의 세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의 차원과 내용에 대해서

는 공통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합의된 성장의 세 주요 영역은 자

기와 세상에 대한 관점의 변화, 대인관계에서의 변화, 삶에 대한 철학적 인식의

변화이다(Linley & Joseph, 2004; Park, Cohen, & Murch, 1996; Tedeschi &

Calhoun, 1996).

(1) 자기와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의 변화

역경이나 외상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에 대한 위험과 스스로의 취약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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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동시에 자신과 세상에 대한 비현실적인 지각과 신념을 수정하게 된다.

더불어 역경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과 혼란에 놓였다가 이를 견디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잠재력과 강점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통제감이 상승하는 경험을 한다(Tedeschi & Calhoun, 1996, 2004). 결과적으로

개인은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강점을 발견함으로써 균형 잡힌 자기상을 형성

하게 되며, 세상에 대해 더욱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2) 대인관계에서의 변화

충격적이고 예상치 못했던 위기에 빠지게 되면 이제까지의 관계 경험에서도 많

은 변화가 야기된다. 특히 관계상실과 같은 역경 사건은 관계의 단절이라는 극단

적인 변화를 직접적으로 초래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파생되는 관계에서의 변화가

더 두드러질 것이다. 즉,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도움을 청하거나 자기공개를

하고, 주변의 지지와 도움을 경험함으로써 관계의 중요성과 친밀감이 더욱 증가

하게 된다(Park, Cohen, & Murch, 1996; Tedeschi & Calhoun, 2004). 또한 자신

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살아가

는 이들에 대한 감사와 이타적 태도가 증가하는 긍정적 변화를 보이게 된다.

(3) 삶의 철학에서의 변화

인생의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은 종종 신에 대한 분노 혹은 자신의 운명과 인생

전반에 대한 회의와 절망을 경험하곤 한다. 역경을 경험하기 이전에 신앙을 가지

고 있었던 경우에 더욱 그러하겠지만, 설령 특정 종교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

람도 이러한 역경으로 인한 극심한 혼란과 좌절에 빠져 어떤 초월적 존재를 원망

하거나 전적으로 기대고 매달리는 모습을 흔히 관찰할 수 있다. 또한 Calhoun과

Tedeschi(1999)는 역경으로 인한 충격과 스트레스가 클수록 실존적, 영적 변화를

이끌어낼 기회가 커진다고 하였다. 특히 중요한 관계에서의 상실 경험은 인간의

운명, 삶과 죽음, 만남과 헤어짐의 인연과 같은 실존적, 철학적 물음을 직접적으

로 던지기 때문에 인생관 전반에서의 변화가 필연적일 것이다. 이러한 실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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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혼란과 두려움이 지속될 것이고 성장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의미 있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함으로써 더 나

은 인생관 및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역경을 통해 성장한 사람들은

대체로 삶의 의미에서 우선순위가 바뀌고, 작은 것들에 고마움을 느끼며, 영적인

면에서 신의 존재를 느끼거나 종교에 대한 믿음이 공고해지는 변화를 보이는 것

으로 밝혀졌다.

3. 역경후 성장과 유사한 개념들

역경후 성장과 유사하지만 분명히 구별되는 몇 가지 개념들이 있다. 가장 유사

한 개념으로는 탄력성(resilience)을 들 수 있다. 탄력성은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

을 겪더라도 이후에 삶을 지속해나가고 목적적인 삶을 영위해나가는 능력을 의미

한다(Rutter, 1987). 이 개념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심리적인 건강과 안정적인

적응을 유지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되어 왔으며, 이들을 보호하는

요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특질과 같은 개념이다. 강인성(hardiness)의 개

념도 역경후 성장과 관련성이 있는데, 이는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개입하

고 통제하며 도전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Kobasa, 1979). 강인성이 높은 사람은

호기심이 많고, 능동적이며,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믿고 도전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탄력성과 강인성은 모두 삶의 어

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나 적응을 가능케 하는 개인 내적 특성을 지칭하는

개념인데 반해, 역경후 성장은 심각한 스트레스 사건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뎌내고 투쟁한 결과로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 자체를 의미한다는 점에

서 구별되는 개념이다(이유리, 2011). 또한 역경후 성장은 역경의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기능의 질적인 변화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적응의 관점에서 제안된 탄력

성의 개념과 구별된다. 따라서 탄력성과 강인성이 역경후 성장을 촉진하는 개인

내적 성격 특성일 수 있으나, 이들 자체는 질적인 변화나 성숙이 일어났음을 뜻

하지 않는다.

역경후 성장의 개념은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다소 구체화 되고 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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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s, Wohl과 Verberg(2007)는 광산폭발로 가족을 잃은 52명의 유가족을 대상

으로 긍정적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자들이 동일한 개념으

로 여기거나 혼재해서 사용하였던 이득발견(benefit-finding)과 지속적인 성장

(sustained growth)을 구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을 상실

한 유가족들이 보고하는 긍정적 변화의 내용 중에는 먼저 일시적인 자존감 유지

를 위한 이득발견이 있는데, 이것은 의식적인 노력과 투쟁을 통해 얻는 것이 아

니라 수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구별되는 진정한 의미의 성장은 지속성

이 있고 타인에 의해 관찰 가능한 형태이며, 기존의 가치관 및 도식의 붕괴를 재

건하기 위한 의미처리의 노력이 수반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성장의 개념을 정

교화 하려는 노력은 역경후 성장이 실제 존재하는 현상인가 혹은 일시적인 착각

이나 환상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논쟁과 함께 이루어져 온 것으로 사료된다.

역경후 성장은 실제 존재하는 현상인가

역경후 성장이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인가, 개인의 긍정적 착각에 불과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Sumalla, Ochoa, & Blanco, 2009). Taylor의 인지적 적응

이론에 따르면 위협적 사건에 직면했을 때 개인은 긍정적으로 왜곡된 신념을 보

이는데, 이 현상을 ‘긍정적 착각(positive illusion)’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Taylor와 Armor(1996)는 역경후 성장이 위협에 대하여 자존감을 회복

하도록 도와주는 자기고양적 평가(self-enhancing appraisal)라고 주장하였다. 즉,

개인이 어떤 충격적 외상이나 역경을 경험할 때 이전의 자기지각이나 세상에 대

한 신념을 복구하기 위해서 사건의 의미를 확인하거나, 사건의 발생을 정당화하

기 위해서 외상으로부터 개인적 힘이나 성장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Frazier, Conlon과 Glaser(2001)의 성폭행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에

서, 응급실 방문 6개월 후에 역경을 통해 얻은 점들을 보고하였으나 13개월이 지

난 후에는 앞서 보고한 이득을 보고하지 않은 사람들(benefit loser)이 있음을

제시하면서 역경후 성장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

들은 역경 사건 후 초기에 보고하는 긍정적 변화는 고통의 부인일 가능성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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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정서적 처리과정을 방해해서 회복을 지연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심각한 관계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상실로 인한 성장을 보고한 것이 단지

심리적 고통과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처방략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 내적인 성격특성의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긍정심리학

적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역경후 성장이 단지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대처방략에 불과한 것이라면 상실경험 이전의 기능수준이나 인격

적 성숙 수준을 넘어선 인간의 번영과 지혜의 발달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권석만(2008)은 그의 저서에서 역경과 고통은 우리의 삶을 재평가하게 만들며, 이

를 통해 새로운 변화나 성장과 같은 긍정적 변화가 촉진된다고 하였다. 그는

인간의 긍정적 정신건강을 고려하는 다양한 관점들 중 하나로 자기실현의 관점을

제시하였는데, 역경은 개인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하고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고 하였다. Tedeschi와 Calhoun(2004)은 심리치료

장면에서 내담자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긍정적 변화를 보고하지만, 스스로 이러

한 변화를 성장의 표현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임상가 역시 이러한 성장

의 측면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Zoellner와 Maerker(2006) 역시 역경후 성장이 임상 현장에서 연구할만한 가치

가 있는 것이라면,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안녕감, 정서적 고통

수준, 또는 기타 건강의 영역에서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역경후 성장은 사회적, 인지적, 또는 성격심리학 분야에 속한 단지

하나의 흥미로운 현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취했다. 이러

한 견해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도 동의하고 있는바, 본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지지 증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1. 역경후 성장과 정신건강의 관계

기존의 여러 연구자들이 역경후 성장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역경후 성장과 적응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메타분석 연구(Helgeson,

Reynolds, & Tomich, 2006)에서 역경후 성장은 긍정 정서의 증가 및 우울의 감

소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을 뿐 아니라, 침투적 사고의 증가와도 관련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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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였다. 사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Davis, Nolen-Hoeksema,

& Larson, 1998)에서는, 사별 후 6개월(시점 1)에서 13개월(시점 2) 사이에 성장

을 보고한 사람들에게서 두 시점 모두 성장을 보고한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서적 고통이 감소한 반면, 두 시점 사이에 긍정적 변화를 보고하지 못한 사람

은 시점 1에 낮았던 고통 수준이 시점 2에는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Mcmillen, Smith와 Fisher(1997)의 종단연구에서도 사고 후 4주에서 6주 사이

에 역경후 성장을 보고한 사람들이 3년 후 PTSD 관련 증상을 더 적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경후 성장에 대한 연구들을 개관한 이양자와 정남운(2008)은

역경후 성장과 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횡단적 연구와 종단적 연구 결과들을 종합

한 결과, 외상이 발생한 이후 경과된 시간을 참작할 때 두 관계가 분명해지며

대체로 역경 사건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 더 강한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

한 역경으로 인한 고통의 감소가 반드시 성장을 증진시키지는 않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역경후 성장의 지각은 고통을 완화시키고 적응을 증가시킨다고 제안하였

다. 역경후 성장 현상에서 있어서 시간적 요인은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2. 역경후 성장과 성격적 성숙의 관계

역경후 성장의 보고가 위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일시적인 자기고양적

환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안정적인 성격차원의 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Linley와 Joseph(2004)의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역경후 성장 수준이

높을수록 Big 5의 우호성,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이 높고 신경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성격 강점들과의 관계에서는 역경후 성장 수준이 높을수록

낙관적이며, 강인하고, 탄력적이며, 자존감이 높고, 감사성향이 높은 것이 밝혀졌

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역경 사건이 일어난 후 횡단적으로 수집된 자료들을 통해

관계성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밝혀진 성격 특성이 역경을 경험하기 이

전부터 높아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인지, 아니면 역경 이후의 성장의

결과로서 함양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지금까지 역경후 성장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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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타고난 기질인지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성격인지 명확

하게 구분되지 않은 개인의 성향들에 대해 이루어졌다. 아마도 역경을 통해 성장

하고 성숙하는 결과물은 후자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loninger,

Przybeck, Svrakic과 Wetzel(1994)에 의해 타고난 기질적 요인과 구분하여 제시

된 후천적인 성격차원과 역경후 성장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Cloninger 등(1994)은 애초에 기질차원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성격장애

의 유무나 심리장애의 심각도에 대한 판별을 위해 성격차원(character)을 제시하

였는데, 이를 통해 생애 초기에 동일한 기질을 보인 사람이라도 성장하면서 환경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다르게 행동하고 대처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성격차원은 개인이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대한 자기개

념을 반영한다(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a; Cloninger et al., 1994). 성격차원의

발달은 생물학적인 자동적 반응을 변화시켜, 그 자극에 부여된 의미에 따라 최종

적인 반응을 조절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생애 초기에는 위협 자극에 대한 회피

성향이 매우 강했지만, 성장하면서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

협 자극에 대한 자동적 반응을 따르지 않고 목표 추구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 있

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차원을 자율성(self-directedness: 환경과의 관계에서 자

신을 자율적 인간으로 동일시하는 정도)이라 하며, 이밖에도 연대감(cooperativeness: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사회의 통합적 일부로 동일시하는 정도)과 자기초월

(self-transcendence: 만물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우주의 통합적 일부로 동일시하

는 정도)의 세 차원이 제안되었다.

Cloninger 등(1994)이 제안한 성격차원의 성숙이 심리적 적응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는 여러 선행 연구들의 주장이 있다. 동일한 기질유형을 지닌 사람이라도

성격발달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성격차원들이

모두 미성숙할 때는 우울한 모습을 보이지만, 모두 성숙할 때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가정된다. 국내에서 유성진과 권석만(2009)이 경험적 연구를 통해

성격의 세 차원이 미성숙할수록 심리적 적응에 전반적으로 불리하고 성격장애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검증한 바 있다.

특히 성격의 세 차원 중에서 자율성과 연대감은 성격의 전반적 성숙도를 평가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율성과 연대감 성격차원에서 낮은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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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집단에서 성격장애 환자의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Svrakic, Whitehead,

Przybeck, & Cloninger, 1993)에 기초하여, Cloninger 등(1994)이 제작한 기질 및

성격검사(TCI)에서는 자율성과 연대감 점수를 합산하여 성격적 성숙도를 산출하

고 있다. Davis와 Nolen-Hoeksema(2009)는 역경 이후의 진정한 성장은 인생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실천하는 것이며, 이는 단순한

이득발견과 차별되는 점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역경후 성장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자기조절을 하는 자율성 성격차원의 발달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친밀감을 경험하고,

주변사람들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깨닫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다. 이는 자신을

사회의 통합적 일부로 여기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연대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역경후 성장이 자율성과 연대감 성격차원

의 전반적인 성숙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역경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역경 자체의 특성

역경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은 역경 사건 자체의 특성이

다. 역경 사건의 종류, 역경 사건의 충격 심각도, 역경 사건으로부터 경과된 시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역경이나 스트레스 사건의 심각도가 높을수록 성장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고(Park, Cohenm, & Murch, 1996, Tedeschi &

Calhoun, 2004), 역경 직후의 스트레스와 부정적 변화를 많이 보고한 사람일수록

1년이 경과된 후에 삶에서 긍정적 변화를 더 많이 보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avis & Macdonald, 2004). Peterson, Park, D'Andrea와 Seligman(2008)의

연구에서는 역경을 경험한 횟수가 많을수록 역경후 성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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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의 특성

두 번째 측면은 역경을 경험하는 개인의 특성이다.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성격적 특성, 인지적 능력, 사회적 자원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 중 선행연구들에서 역경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일관되게 보고

되는 것은 성별, 낙관성, 사회적지지 자원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비슷한 역경을

겪었을 때 성장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역경 이전에 측정한 성격 특성들 중

낙관성이 유일하게 이후의 성장 수준을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avis,

Nolen-Hoeksema, & Larson, 1998). 또한 Fazio와 Fazio(2005)는 9․11 테러의 희

생자 유가족들의 치유와 성장을 돕는 가운데, 성장을 촉진시키는 개인적 핵심자

원으로 낙관성(optimism), 진정한 의미(true meaning), 유머(humor), 정서지능

(emotional intelligence), 탄력성(resilience), 영성(spirituality), 자기-신뢰

(self-confidence)를 제시하였다.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을 일구어내는 데 있어 개

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격적 특성이 분명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

지만, 역경이나 외상 사건은 예상치 않게 혹은 기대치 않게 일어나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건 이전의 성격특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거나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Davis 등(1998)의 연구에서도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가

족들을 대상으로 사별 직전의 성격특성을 측정을 하였는데, 이미 선행한 가족의

심각한 질환으로 인한 충격 및 역경을 경험한 이후기 때문에 기저의 성격특성을

측정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향후 장기적으로 계획된 대규모 종단연구가 절

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3. 역경에 대한 처리과정

역경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할 세 번째 측면은 바로 역경에 대

한 처리과정이다. 도대체 어떠한 처리과정을 통해 역경을 극복할 뿐 아니라 긍정

적 변화나 성장을 일구어 낼 수 있는가. 앞서 언급한 역경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

는 두 가지 측면은 역경이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즉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버리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개입의 여지가 상당히 제한적인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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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세 번째 측면을 정교하게 밝히는 것은 사후 개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다

는 점에서 임상적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Tedeschi와 Calhoun(1996, 2004)은 역경 및 외상 사건을 지진에 비유하였다. 개

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요한 신념과 목표, 인생관 등을 뒤흔들어놓거나 붕괴

시킬 만큼 큰 충격을 가져온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개인이 가지고 있던 도식이

붕괴되면 정서적 고통이 유발되기 때문에,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왜 자신에게 이

런 일이 일어났으며 이 경험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반추가 일어나게

된다. 역경 사건 초기의 반추는 자동적이고 침투적인 특징을 지닌다. 이것은 상당

히 고통스럽고 원치 않는 사고과정이지만, 역경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적응적이고 성숙한 도식의 재건을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동시에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주변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자기공개의 기회와

그림 1. 역경후 성장에 관한 모델(Tedeschi & Calhou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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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를 구하는 경험을 함께 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공개 및 사회적 지지

경험과 반추가 상호작용을 일으켜, 어느 순간 역경과 자신의 삶에 대한 자의적인

성찰과정으로 나아간다. 역경의 의미를 재평가하고, 기존의 인생관과 삶의 철학에

대해 반성하는 건설적인 사고활동은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림 1에 Tedeschi와 Calhoun(2004)이 제시한 역경후 성장에 관한 설명모델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도시하였다.

Martin과 Tesser(1996)는 이러한 인지적 처리과정을 인지적 관여(cognitive

engagement)라고 표현하였다. 이미 벌어진 사건이나 개인의 반응, 인지 도식과

신념 및 인생의 목표 사이에서 불일치가 일어났기 때문에, 반복적인 인지적 관여

를 통해 일부 인생의 목표는 달성할 수 없으며 일부 도식은 더 이상 맞지 않고

일부 신념들 역시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지적 관여를 통해 새로운 목표를 형성하고, 자신이 가정한 세상의 주요 요소들

을 변화된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개인이 새로운 인생 목

표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이다.

Calhoun과 Tedeschi(2002)의 연구에서, 생의 주요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을 때 사

건 직후에 일어나는 인지처리과정의 수준이 높을수록 역경후 성장의 수준이 높다

고 보고되었다. 또한 일기쓰기의 효과 연구에서, 사건이나 관련 정서에만 초점을

두도록 한 집단에 비해 정서적 반응을 인지적으로 처리하도록 한 대학생 집단이

이후에 더 높은 역경후 성장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경후 성장에 이르는 의미재구성 과정

1. 역경후 성장에 기여하는 인지적 처리방략

충격적인 외상이나 역경으로 인해 뒤흔들린 기존의 신념 및 도식을 재건하고,

삶의 변화 속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어떠한 처리방략이 필요할까?

Tedeschi와 Calhoun(1996)은 이러한 인지적 처리과정을 반추(rumination)라고 지

칭하였으며, Schaffer와 Moos(1992)는 외상에 대한 인지적 평가 및 대처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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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역경 이후의 성장 수준이 높은 사람일지라도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한 직후에는 그와 관련된 자동적이고 침투적인 사고를 반복적으로 떠

올리게 된다. 일부는 이 단계에 머물면서 더욱 고통스럽고 부적응적인 상태로 침

몰하는가 하면 일부는 역경으로부터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기존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되돌아보는 성찰적 사고과정으로 나아가는데, 이러한 인지적 처리과정

은 고통스러운 정서경험을 완화시키고 행복감과 같은 긍정 정서 경험을 증가시키

는 역할을 한다(Tedeschi & Calhoun, 2004). Nolen-Hoeksema와 Davis(2004)가

제안한 반추의 두 유형 중 전자는 정신병리와 관련이 높은 되새김식(brooding)

반추와, 후자는 기능적이고 적응적인 특성을 지닌 성찰적(reflective) 반추와 개념

적으로 유사한 과정으로 여겨진다. 이에 Zoellner와 Maercker(2006)는 기존 역경

후 성장 모형에서 성장의 여러 영역에 도달하는 인지적 대처를 단일한 하나의 과

정으로만 보았으나, 각 영역에 도달하는 각기 다른 인지적 대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미혼모의 역경후 성장에 관한 이유리(2011)의 연구에서 아이를 입양기관에 떠

나보낸 후 역경후 성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인지적 대처의 차이를 살펴

보았는데, 네 가지 대처방략(성찰, 긍정적 재구조화, 수용, 의미 찾기) 중 성찰에

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성찰’은 연구자가 제안한

나머지 세 가지 대처방략들과 수평적으로 비교될만한 것이기보다는 이들을 포함

하는 상위 개념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당연할지 모른다.

따라서 좀 더 뚜렷하게 구분되는 차별적인 특성을 지닌 대처방략들을 관련 변인

에 포함시켜서 성장에 기여하는 처리방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Gross와 John(2003)의 정서조절 과정 모델에 따르면, 고통스러운 정서를 조절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 선행사건 중 특정 상황을 선택하거나 선택한 상황을 수정

하는 방략을 사용하거나, 상황을 더 이상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의의 할당을

조정하는 방략을 사용할 수 있다. 혹은 마지막 단계로 그 상황에 대한 의미를 변

화시키는 사고과정을 통해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마도 역경을 통해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역경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을 조절하기 위해서 Gross

와 John(2003)이 제시한 여러 단계에서 인지적 노력과 방략들이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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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nefski, Kraaij와 Spinhoven(2001)은 정서조절을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과정

으로 개념화하여 부적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한 세분화된 인지적 대처방략들을 제

시하였다. 총 9 가지 방략들을 제시하였는데 그들 중 조망확대(putting into

perspective), 계획 다시 생각하기(refocus on planning), 긍정적 초점 변경

(positive refocusing), 수용(acceptance), 긍정적 재평가(positive reappraisal)는 부

적 정서를 조절하는데 적응적인 방략으로 분류되고, 반추 혹은 생각에 잠기기

(rumination or focus on thought), 자기비난(self blame), 타인비난(blaming

others), 파국화(catastrophizing)는 부적 정서를 조절하는데 부적응적인 방략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중 적응적 정서조절 방략은 역경 직후의 심각한 고통과 충격을

점차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기존의 의미구

조를 재구성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Garnefski 등(2001)이 제안한 다섯 가지 적응적 방략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긍정적 초점변경은 일어난 부정적 사건에 대해 생각하는 대신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을 생각하는 전략이며, 조망확대는 사건의 심각성을 덜거나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그만하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수용은 자신의 경

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전략으로, 이미 일어난 사건과 혼란을 회피하거나 부인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도록 이끌 것이다. 긍정적

재평가는 자신이 겪은 상황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보거나 역경 속에서

자신의 강인함을 발견하는 것이고, 계획 다시 세우기는 상황을 변화시킬 방법을

생각하는 것으로 행동이 뒤따르는 인지적 전략이다. 사랑하는 이의 상실을 경험

한 사람들은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건 자체를 이해하고 체험을 통한 이득

을 찾으려 노력하며, 삶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고 하였는데(Gillies

& Neimeyer, 2006), 바로 이러한 의미재구성 과정이 Garnefski 등(2001)이 제안

한 적응적 방략들과 개념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양적, 질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이러한 인지적 처리방략들이 심

각한 관계상실의 역경을 통한 성장과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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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경후 성장과 신념체계의 변화

Janoff-Bulman(1989, 1992)은 외상적 경험이 인간의 기본 가정(basic assumptions),

즉 세상에 대한 우호성(benevolence of the world), 세상에 대한 의미감

(meaningfulness of the world), 자신에 대한 가치감(worthiness of the self)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부모나 형제와 사별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

은 그러한 상실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세상이 정의롭거나 통제가능하다는

믿음, 혹은 자신에게 운이 따른다는 믿음이 부족하고, 비합리적인 신념이 더 높다

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Boelen, Kip, Voorsluijs, & Bout, 2004). 그렇다면

심각한 외상이나 역경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평생 비관적이고 적대적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가?

Janoff-Bulman(1989)을 비롯하여 외상과 신념에 관한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를

수행해온 학자들이 간과한 것 역시 ‘시간의 요인’과 ‘성장의 가능성’이다. 즉, 관계

상실과 같은 역경을 경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오히려 더욱 성장할 수 있고 시간

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역경을 통한 성장 수준을 고려한다면 심각한 역경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신과 세계에 대해 더욱 긍정적이거나 합리적인 신념체계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이러한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만한

선행 연구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관계상실에 대한 의미재구성 과정을 설명한

이론들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였다.

관계상실에 대한 의미재구성 과정

사랑하는 이의 상실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다. 이는 아마도 사랑하는 이가

없는 세상, 혹은 사랑하는 이가 없는 나는 그 누구도 꿈꾸고 싶지도 않고 기대하

는 바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해주는 이론적 모델이 바로 Grillies

와 Neimeyer(2006)가 제안한 상실에 대한 의미재구성 모델(model of meaning

reconstruction in loss)이다(그림 2). 이들에 따르면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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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구조(meaning structure)에 부합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고통이 유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강한 충격과 고통이 유발되며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으

로 의미찾기 과정이 시작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상실이 오래 전부터 예상되었고

충분히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호상[好喪], 장기 흡연으로 인한 폐질환 사

망 등)에는 상실 사건이 기존의 의미구조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의 큰 충격을 유

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혹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상실이

발생했을 때(자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일방적인 이별통보 등) 기존의 의미구

조로 설명할 수 없는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한 심리적 고통이 유발되는 것

이다. 심리적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미찾기 과정에는 상실 자체를 이해하기

(sense making), 상실경험으로부터 이득을 발견하기(benefit finding), 정체성과

세계관의 변화(identity change)가 포함된다. 이러한 의미부여(meaning making)

그림 2. 상실에 대한 의미재구성 모델(Grillies & Neimey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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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기존의 의미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충격적이고 놀라운 상실사건을 이

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의미구조를 재구성하게 된다. 새롭게 형성된 의미

구조가 상실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된다면 고통이 감소하고 새로운 의미구조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하지만 변화된 의미구조가 여전히 상실을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되지 않는다면 고통이 지속될 것이고 다시금 의미부여 과정에 들어가는 것

이다.

Park(2008) 역시 이와 유사한 경로를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상실에 대한 대

처로서 의미부여 모델(meaning making model of recovering from loss)에서는

사건에 대한 초기 평가가 전반적 의미체계(global meaning system)와 불일치 할

때 심리적 고통이 유발되고, 의미부여과정을 통해 사건을 재평가함으로써 불일치

가 줄어들 때 부적응으로부터 회복되는 경로를 가정한다. 이때 전반적 의미체계

는 Grillies와 Neimeyer(2006)가 제시한 의미구조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모델 모두 사건에 대한 평가와 기존의 신념체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실의 의미재구성 모델은 역경후 성장을 설명하는 모델과 상당히 유사

한 의미처리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고통이 유발되는 원인이 기존 신념체계의 혼

란으로 인한 것이며, 이를 재건하기 위한 인지적 처리과정을 거친다는 점이 바로

그러하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델에서 제시하는 인지적 처리과정이 같은 과정인

지 혹은 다른지, 같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과 전략이 사용되는지 등에 대해

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즉, 기존의 관계상실의 극복 모델에서는 인간이

상실로 인한 심리적 고통에서 회복되는 과정만을 설명하고 있지, 역경에 대항해

투쟁하며 성장을 일구어내는 과정에 대해서는 애초에 다루고 있지 않다. 짐작컨

대 이러한 과정 속에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긍정심리학적, 통합적 관점의 부재로

인해 인간의 상실경험을 온전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따

라서 심각한 관계상실의 역경을 경험한 이후에 거치게 되는 여러 의미처리 과정

및 인지적 방략들 중 어떤 것들이 정서조절을 넘어선 질적인 변화 및 성장에 기

여하는지를 경험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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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및 연구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역경후 성장에 이르는 의미재구성 과정을 정교하게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심각한 관계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의 역경후 성장과 정신

건강 및 성격적 성숙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역경후 성장이 연구할 만한 가치

가 있는 현상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런 다음 성장에 이르는 의미재구성 과정

에 관여하는 구체적인 인지적 처리방략과 신념체계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성장에 기여하는 인지적 처리방략을 기반으로 한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관계상실의 의미처리와 성장과정에

대한 심층면담과 질적 분석을 통해 일련의 구조화된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

고자 하였다.

연구 1의 목적은 관계상실을 통한 성장과 정신건강 및 성격적 성숙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역경후 성장 현상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까운 이

의 상실로 인한 심각한 역경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역경후 성장 수준이 행복 및

우울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역경후 성장이

Cloninger(1987)가 제안한 성격차원의 성숙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2에서는 관계상실을 통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처리방략과 신념

체계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역경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실 사건의 특성 및 개인의 특성을 조사하여 통제하였다. 그런 다음 역

경후 성장 수준과 Garnefski 등(2001)이 제안한 인지적 방략의 관계성을 살펴보

았다. 나아가 상실에 대한 인지적 처리방략의 사용과 정서 표현의 영향력을 비교

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역경후 성장 수준에 따른 신념

체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세계 기본가정 및 역기능적 신념과 역경후 성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상실을 통해 성장한 집단과 미성장 집단, 그리고 심각한 역

경경험이 없는 집단의 신념체계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연구 3의 목적은 연구 2에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인지

적 처리방략들이 실제로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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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를 위해 인지적 처리방략의 활용에 초점을 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개입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까운 이의 상실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

는 성인 18명을 대상으로 총 8회기, 16시간으로 구성된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

고, 사전-사후로 역경후 성장, 행복, 우울, 인지적 처리방략, 신념체계, 성격 성숙

도 등을 측정하여 변화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각 시기별 측정치의 변화를 통제집

단에서 동일한 시기에 수집한 측정치들의 변화와 비교하여 개입의 효과를 검증하

고자 하였다.

연구 4에서는 구조화된 측정도구와 양적 분석에 의해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였다. 즉, 심각한

상실경험을 통한 성장을 보고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이론에 따라 질적 분석을 실시하여 현상을 보다 상세하게 담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2에서 심각한 관계상실을 경험한 사람 중 성장 수준이

높은 성인 12명을 선발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인터뷰 자료와 관찰 자료를

근거자료로 하여 개념추출 및 범주화 작업을 실시하고, 범주들 간의 관계성을 분

석한 후 최종적으로 이야기구성 작업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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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관계상실을 통한 성장과 성격적 성숙 및

정신건강의 관계

소중한 가족의 죽음이나 사랑하는 연인과의 이별과 같은 상실사건이 우리에게

큰 고통과 충격을 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역경을 통해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성장하거나 더욱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람들의 보고도 존재

한다(Danforth & Glass, 2001; Janoff-Bulman, 1992). Tedeschi와 Calhoun(1996)은 역

경을 통해 강점과 취약점을 자각하고 자신을 수용하며, 대인관계에서 더 높은 친

밀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더불어 자신의 삶을 반성함으로써 인생

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영적인 면에서도 성숙하는 긍정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역경후 성장이 실제 존재하는 현상인지, 아니면 개인의 긍정적

착각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Sumalla, Ochoa, & Blanco, 2009).

Taylor와 Armor(1996)는 역경후 성장이 위협에 대하여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도

와주는 자기고양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개인이 어떤 충격이나 역

경에 처했을 때 자기지각이나 세상에 대한 신념을 복구하기 위해서 사건의 의미

를 확인하거나, 외상으로부터 개인적 힘이나 이득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역경후 성장이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 심리적 안념감이나 고

통 수준 및 다른 건강의 영역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선행 연구자의 주장에 동의하

고 있는바, 본 연구자는 역경후 성장이 행복한 삶이나 안정적인 성격 측면과 유

의미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역경후 성장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역경후

성장은 우울 및 고통 감소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elgeson,

Reynolds, & Tomich, 2006). 사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Davis, Nolen-Hoeksema

와 Larson(1998)의 연구에서는, 사별 후 6개월과 13개월 사이에 이득을 발견한 사람

들은 두 시점 모두에서 이득을 발견한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서적 고통이 감

소한 반면, 두 시점 사이에 이득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6개월과 13개월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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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cmillen, Smith와 Fisher(1997)도 사고 직후 역

경후 성장을 보고한 사람들이 3년 후 PTSD 증상을 더 적게 경험한 것으로 보고

하였다. 이처럼 역경을 통한 성장은 고통의 감소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정신질환

과 정신적 안녕(mental well-being)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차원에서 증감될 수 있

음을 제안한 긍정심리학적 이론에 근거할 때(Keyes & Lopez, 2002), 역경후 성장

이 Seligman(2000)이 제안한 행복의 다양한 측면들, 즉 즐거운 삶, 몰입하는 삶,

의미 있는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역경후 성장의 보고가 일시적인 긍정 환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특질인 성격적 성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할 것이다. 역경후 성장과

관련된 성격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역경후 성장 수준은 Big 5의 우

호성,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이고, 낙관성, 강인성, 탄력성,

자기효능감, 감사 등의 긍정적 성품 및 강점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Helgeson, Reynolds, & Tomich, 2006; Linley & Joseph, 2004).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역경 사건이 일어난 후 횡단적으로 수집된 자료들을 통해 관계성을 밝

혔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 특성이 역경을 경험하기 이전부터 우세하여 성장에 기

여한 요인인지 아니면 역경 이후에 성장의 결과로서 함양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역경후 성장을 통해 함양된 성격적 특성은 유전적, 생물학적 기질

(temperament)보다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성격차원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loninger(1987)가 제안한 성격차원(character)의 성

숙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성격의 세 차원 중에서 자율성과 연대감은 성격의 전반적 성숙도를 평가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Davis와 Nolen-Hoeksema(2009)는 역경 이후

의 진정한 성장은 인생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실천

하는 것이며, 이것이 단순한 이득발견과 차별되는 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역경

후 성장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자기조절을 하는 자율성 성격차원의 발달

과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에서 친밀

감을 경험하고, 주변사람들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깨닫는 긍정적 변화를 보고하는

데, 이는 자신을 사회의 통합적 일부로 여기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연대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역경후 성장은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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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성격 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1에서는 심각한 관계상실의 역경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역

경후 성장 수준이 행복 및 우울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역경후 성

장이 행복의 세 구성요소와는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상실을 통한

성장이 Cloninger(1987)의 세 가지 성격차원 및 전반적 성격 성숙도와 관련되는

지 살펴보았다. 더불어 기존의 많은 역경후 성장 관련 연구들에서 역경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

계에서의 심각한 상실경험이라는 특정한 역경 사건을 경험한 이들을 대상으로 분

석하였고, 상실의 범주에 따른 차이도 사전에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관계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의 역경후 성

장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높고 우울감은 낮을 것이다. 둘째, 관계상실을 통

한 성장 수준이 높을수록 성격적 성숙도가 높을 것이다.

방 법

연구참여자

서울소재 S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과목 수강생 285명을 대상으로 설문 연구를

실시하였다. 불성실한 반응을 보인 21명의 데이터를 제외한 후, 충격적인 역경 경

험으로 ‘가까운 이의 상실’을 보고한 사람들 중 심각도가 2점(심각함) 미만인 자

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02명의 자료를 선별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남자 110명

(54.5%), 여자 92명(45.5%)이고, 평균연령은 남자가 21.34(SD=2.90)세, 여자가

19.76(SD=1.28)세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1).

 측정도구

상실경험 관련 질문지. 일차적으로 Tedeschi와 Calhoun(1996)이 역경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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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PTGI)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사건 목록 질문지와 송승훈 등(2009)이 사

용한 외상사건 관련 질문지를 기초로 하여 역경의 유형을 크게 6가지(가까운 이

의 상실, 학업 및 과업 실패, 경제적 어려움, 본인의 사고 및 상해, 학대 및 가혹

행위, 심각한 질병)로 재분류하여 제시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가장

큰 역경과 충격적 사건”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중 ‘가까운 이의 상실’을 경험

한 것으로 보고한 경우 Sofka(1997)가 개발한 상실경험 체크리스트에서 상실의

대상과 유형, 기간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상실의 범주는 죽음상실과 단절상실로

나뉘며, 상실유형은 총 13가지다. 복수의 상실 경험이 있는 경우, 가장 충격적이

고 고통스러웠던 상실 경험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경험의 심각도, 일상생활에 미

친 부정적 영향(적응 곤란), 역경 이후에 성장 및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한

시점을 조사하였다. 심각도는 0점(전혀 심각하지 않음)부터 5점(아주 많이 심각

함)까지 평정하도록 하였고, 역경 경험의 영향은 ‘기본적인 일상활동도 불가능할

정도’부터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사이의 다섯 수준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역경후 성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 충격적인 외상이나

역경을 경험한 후 긍정적 변화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다.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0

점(경험 못했다)부터 5점(매우 많이 경험하였다)사이에서 평정하게 되어 있다(총

점: 0～105점). 하위요인은 5가지로,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new possibilities), 대

인관계의 향상(relating to others), 개인내적 강점의 발견(personal strength), 영

적 관심의 변화(spiritual change), 삶에 대한 감사(appreciation of life)가 이에 속

한다. 국내에서 송승훈 등(2009)의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를 .94로

보고하였으며, 이를 임상심리전문가인 본 연구자가 원문과 다시 한 번 대조하여

보다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

도는 .91이었다.

기질 및 성격검사-성인용(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RS:

TCI-RS)의 성격척도. Cloninger 등(1994)이 제안한 기질-성격 모형에 기초하여

개발된 자기보고식 검사로서 기질을 측정하는 4개 척도와 성격을 측정하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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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2007b)이 한국판으로 표

준화하여 대학생 이상 성인의 평가에 적용되는 기질 및 성격검사-성인용의 전체

척도 중에서 성격척도 세 가지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자율성 척도는 20문항, 연

대감 척도는 22문항, 자기초월 척도는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0점(전혀 그렇

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된다. 한국판 표준화연구에 참여한 대학

생집단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척도별로 .83～.90의 범위이며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척도별로 .76～.90으로 양호하였다(민병배 등, 2007a).

행복의 삼각형 척도. Seligman(2002)이 제안한 행복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포

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권석만과 김지영(미발표)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다.

행복의 세 구성요소는 즐거운 삶(pleasant life), 열정적인(혹은 관여적인) 삶

(engaged life), 의미 있는 삶(meaningful life)으로, 각 요소별 7문항씩 총 21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로 0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

으로 평정된다(총점: 0～84점). 김지영(2011)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

는 .93이고 즐거움, 열정, 의미 요소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0～.88로 보고되었으

며, 삶의 만족도 척도와 .71의 높은 상관을 보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가 .84이고, 세 요소의 내

적 합치도는 .74～.81로 대체로 양호하였다.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Radloff(1977)가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용으로 개발한 척도로서, 총 20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형 4점 척도(0=극히 드물게, 3=거의 대부분)로 평정된

다(총점: 0～60점). 본 연구에서는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개발한 통합적

한국어 판 CES-D를 사용하였으며, 내적 합치도 계수는 .91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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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N=202)

평균(표준편차)

남(N=110)

평균(표준편차)

여(N=92)

평균(표준편차)
t

PTGI 총점 56.22(19.80) 54.03(18.51) 58.81(21.06) -1.69

새로운 가능성 13.92(5.73) 13.58(5.55) 14.34(5.95) -.94

관계향상 21.88(8.06) 20.92(7.69) 23.06(8.38) -1.87

강점발견 11.31(4.69) 10.90(4.45) 11.80(4.94) -1.35

영적변화 3.40(2.90) 3.15(2.60) 3.70(3.27) -1.34

삶에 대한 감사 8.10(3.29) 8.01(3.24) 8.20(3.37) -.41

TCI 성격차원

자율성 45.31(10.92) 44.33(10.91) 46.48(10.88) -1.41

연대감 54.76(10.18) 53.10(10.33) 56.75(9.69) -2.57
*

자기초월 28.60(11.42) 27.27(11.12) 30.20(11.63) -1.82

성격 성숙도 100.02(17.05) 97.34(17.36) 103.24(16.19) -2.48
*

행복삼각형 총점 47.78(9.66) 46.85(10.27) 48.89(8.81) -1.50

즐거운 삶 15.04(4.15) 14.46(4.19) 15.74(4.03) -2.19
*

열정적 삶 16.27(3.62) 16.23(3.94) 16.33(3.21) -.19

의미있는 삶 16.47(3.40) 16.16(3.71) 16.83(2.96) -1.38

CES-D 16.59(10.24) 17.02(10.14) 16.08(10.39) .65

역경 심각도 2.70(1.34) 2.72(1.34) 2.69(1.36) .13

적응곤란a 2.68(.92) 2.68(.92) 2.67(.93) .05

결 과

먼저 본 연구에 포함된 주요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성별에 따

른 차이를 비교하였다(표 1). 앞서 언급하였듯이, 남녀의 평균 연령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다른 변인들에서도

차이를 보이는지 t-test를 통해 살펴보았다. 전체 역경후 성장의 총점 평균은

56.22였고, 역경후 성장 총점과 각 하위요인들의 점수에서는 남녀 간 유의한 차이

표 1. 역경후 성장, 성격차원 및 성숙도, 행복 및 우울의 남녀간 평균 비교

 * p<.05.  a 상실사건 직후의 적응 곤란 정도를 5가지 수준에서 평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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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상실(N=86) 단절상실(N=116)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충격심각도 2.82 1.33 2.68 1.32 .64

적응곤란 2.47 .97 2.84 .86 -2.35*

PTGI 55.58 20.96 54.71 20.20 .25

가 발견되지 않았다.

기질 및 성격검사의 세 가지 성격차원의 남녀 간 비교에서는 자율성과 자기초

월은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연대감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t=-2.57, p<.05. 자율성과 연대감을 합산하여 도출한 성격 성숙도에서도 여자

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t=-2.48, p<.05. 정신건강 측정치의

경우, 행복삼각형 총점은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세 하위요소

중 즐거운 삶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았다, t=-2.19, p<.05. 우울 수준과 역경

의 심각도에서는 유의미한 남녀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상실의 유형 및 대상에 따른 역경의 심각도와 성장 수준 비교

총 13가지 상실유형 중 가장 높은 빈도의 상실경험은 연인과의 이별이

38.3%(77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부모 및 친척의 죽음이 29.1%(59명)로

높았다.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죽음상실 및 불임/유산으로 인한 상실은 보고되지

않았는데, 이는 대부분이 미혼인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각 상실유형의 빈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죽음상실과 단절상실로 범주화하여

사건의 심각도와 성장 수준을 비교한 결과(표 2), 상실경험의 심각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t=.64, ns., 적응곤란의 수준은 단절상실이 죽음상실보다 오히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35, p<.05. 또한 역경후 성장 수준에 관해

서는 두 범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25, ns.

표 2. 상실범주에 따른 역경의 심각도와 역경후 성장 수준 비교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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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GI총점
새로운

가능성
관계향상 강점발견 영적변화

삶에대한

감사

행복삼각형 총점 .47
**

.38
**

.45
**

.41
**

.16
*

.43
**

즐거운 삶 .39** .28** .39** .29** .17* .41**

열정적인 삶 .42
**

.32
**

.41
**

.40
**

.12 .33
**

의미있는 삶 .45** .40** .38** .42** .12 .37**

우울(CES-D) -.22
**

-.09 -.23
**

-.25
**

-.07 -.20
**

더불어, 상실경험 직후의 적응곤란 수준과 역경후 성장 수준의 상관을 살펴보았

을 때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실경험의 특성에

따라 사건 직후의 부적응 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역경후

성장에 일관된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지을만한 근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역경후 성장과 정신건강의 관계

상실을 통한 역경후 성장이 인간의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우선 Seligman(2002)이 제안한 행복의 세 구성요소와 역경후 성장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표 3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역경후 성장은 행복삼각형 총점과 .47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행복의 세 구성 요소 중에는 ‘의미 있는 삶’과 가장 높은

정적 관련성을 나타냈다, r=.45, p<.01. 행복삼각형 총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역경후 성장의 하위요인은 ‘대인관계의 향상’이었다, r=.45, p<.01. 이에 반해 역경

후 성장과 우울 점수는 -.22의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역경후 성장 하위요

인들 중 새로운 가능성 발견 및 영적변화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행복삼각형의 세 하위요인과 우울의 상관을 살펴보면, 우울과 즐거

운 삶의 상관은 -.60이고 의미 있는 삶과는 -.31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

를 종합했을 때, 역경후 성장은 안락주의적 관점의 행복보다는 자기실현적 관점

의 행복의 모습과 관련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표 3. 역경후 성장과 행복, 우울의 상관관계 (N=202)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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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GI총점
새로운

가능성
관계향상 강점발견 영적변화

삶에대한

감사

성격 성숙도 .33
**

.21
**

.31
**

.36
**

.09 .27
**

자율성 .25
**

.13
*

.23
**

.34
**

.06 .18
**

연대감 .28** .21** .28** .25** .09 .28**

자기초월 .39
**

.30
**

.27
**

.32
**

.51
**

.25
**

좀 더 구체적으로 행복의 세 요소와 역경후 성장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즐거운 삶은 역경후 성장의 삶에 대한 감사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

며, 열정적 삶은 관계향상과, 의미 있는 삶은 강점발견과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역경후 성장 요인 중 대인관계의 향상은 행복의 세 측면과 .38～.41의 비교

적 높고 고른 상관을 보인 바, 상실을 통한 대인관계에서의 긍정적 변화가 행복

한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역경후 성장이 행복 및 우울의 정신건강 측정치들과 유의

미한 관련성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이 검증되었다. 특히 역경후 성장은 우울증상

보다는 행복과 더욱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역경후 성장과 성격적 성숙의 관계

역경후 성장과 성격차원의 성숙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역경후 성장은 전반

적인 성격 성숙도와 .33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

또한 전반적 성격 성숙도는 역경후 성장의 하위요인들 중 강점발견 요인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r=.36, p<.01.

역경후 성장 하위요인과 TCI의 세 가지 성격차원의 관계를 상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역경후 성장 하위요인들이 세 가지 성격차원 및 전반적 성숙도와 유의

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 가운데, 영적 변화는 오직 자기초월하고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초월 차원은 애초에 개인의 종교적 성향과 밀접한 관련을

표 4. 역경후 성장과 TCI 성격차원의 상관관계(N=202)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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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집단(N=33) 미성장 집단(N=36)
t

평균(백분위
a
) 표준편차 평균(백분위) 표준편차

성격 성숙도 112.36 (72.4) 16.87 92.33 (43.4) 20.42 4.18
***

자율성 51.42 (67.8) 11.99 41.91 (46.1) 12.45 3.25
***

연대감 60.94 (69.2) 8.98 50.42 (40.3) 12.60 3.96
***

자기초월 37.42 (67.9) 12.74 23.83 (36.8) 9.46 5.05
***

행복삼각형총점 55.52 10.04 41.56 10.25 5.07
***

즐거운 삶 17.52 4.54 12.56 4.15 4.74
***

열정적인 삶 18.97 3.55 14.53 4.12 4.78
***

의미있는 삶 19.03 3.37 14.47 3.44 5.56
***

우울 13.97 11.47 20.31 10.91 -2.35
*

역경 심각도 3.14 1.59 2.58 1.47 1.87

적응 곤란 2.83 1.15 2.50 .87 1.17

맺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요인 간에 정적 관련성은 이미 예상된 바이나, 다른 성

격 차원과 영적 변화 요인이 상관을 보이지 않은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역경후 성장 수준에 따른 성격적 성숙 및 정신건강의 차이 검증

상실을 통한 성장 수준에 따라 성격차원의 성숙도와 정신건강의 측정치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역경후

성장 총점의 평균(56.22)보다 1 SD(19.97) 이상인 집단을 상실후 성장 집단으로,

1 SD 이하인 집단을 미성장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

선, 차이검증에 앞서 두 집단이 경험한 상실사건의 충격 심각도와 적응 곤란도에

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상실사건의 심각도가 성격적 성숙이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일차적으로 배제하였다.

표 5. 역경후 성장 수준에 따른 성격차원의 성숙과 정신건강 측정치의 차이 검증

a TCI 표준화 과정에서 일반 규준집단을 근거로 산출한 백분위(%ile)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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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상실경험 이후에 성장한 집단은 미성장 집단에 비해 전반적인 성격

적 성숙도가 더 높았으며, t=4.18, p<.001, 세 가지 성격차원인 자율성, 연대감, 자

기초월 모두에서 성장 집단의 성숙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

라, 일반 대학생 규준집단에 근거한 백분위 점수를 산출했을 때 성장 집단의 성

격 성숙도 백분위가 약 72%ile에 해당되었고 미성장 집단은 약 43%ile에 해당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조작적 정의에 의해 분류한 상

실을 경험한 성장 집단이 일반 대학생 규준집단과 비교했을 때도 성격적으로 성

숙한 편에 속함을 의미한다.

정신건강 측정치의 경우, 성장 집단의 전반적 행복 수준이 미성장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5.07, p<.001, 행복의 세 구성요인이 모두

성장 집단에서 더욱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우울의 경우에는 성장 집단이 미성장

집단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관계상실을 통한 성장이 높은

성격적 성숙 및 긍정적 정신건강과 연결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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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연구 1의 목적은 가까운 관계에서의 상실이라는 역경 경험을 통한 성장이 성격

적 성숙 및 정신건강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역경후 성장

이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관련된 의미 있는 현상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역경후 성장이 Seligman(2002)이 제안한 행복의 세 구성요소와 관련되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개인의 성격적 성숙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조사하였다.

연구 1의 결과, 역경후 성장은 전반적 행복 수준 및 행복의 세 구성요소 모두

와 중등도 이상의 정적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역경후 성장은

‘의미 있는 삶’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역경후 성장이 안락주의적 행

복(hedonic happiness)보다는 인생을 보람되고 의미 있게 꾸려나가는 가운데 충

만함을 느끼는 자기실현적 행복(eudaimonic happiness)과 관련이 높을 것이라는

기존 연구자들의 주장들로부터 추론되는 내용과 일부 부합한다. 자기실현적 행복

에는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나누는 삶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에서 정의한 정신건강의 핵

심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아울러 역경후 성장의 5가지 하위 요인들 중 대인관계

에서의 향상 요인은 행복의 세 측면과 대체로 높고 고른 상관을 보여 균형 잡힌

행복의 모습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심리적 부

적응의 지표로 측정한 우울 수준과 역경후 성장의 관계는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

다.

아울러 상실을 통한 성장과 Cloninger(1987)가 제안한 성격차원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두 개념 간에 중등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

는 역경후 성장과 Cloninger(1987)가 제안한 성격적 성숙이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지만 동일한 개념이 아님을 검증하는 결과이다. 아울러 표본에서 성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 규준집단과 비교했을 때에도 성격적으로 성숙한 편에 속하였

다. 역경후 성장을 통해 이전보다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론적 가정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지되어 왔지만,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는 성격적

성숙의 개념과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

구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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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에서 상실로 인한 적응 곤란 수준이 사별의 경우보다 단절상실의 경우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한 바와 다른 흥미로운 결과이다.

상실의 유형을 죽음상실, 관계상실, 기타 물리적 및 심리적 상실로 구분하여 비교

한 최선재(2011)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그는 이러한 결

과가 나타난 이유를 심리적 종결(psychological closure)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Beike와 Wirth-Beaumont(2005)의 연구에 따르면 사건에 대한 심리적 종결감은

기억의 침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죽음으로 인한 상실은 상실한 대

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기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

가능성이 큰 데 반해, 단절 상실은 상실의 대상이 현존하기 때문에 상실 사건 및

관계에 대한 종결감이 더 낮아 적응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분석의 결과들을 통해 역경후 성장의 하위요

인들 중 영적 변화 요인의 이질성이 뚜렷하게 관찰된 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

다.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한 역경후 성장 척도(PTGI)의 하위요인들

이 대체로 행복 및 성격적 성숙과 중등도 이상의 정적 관련성을 보인 반면, 영적

변화 요인은 이들과 관련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역경후

성장 하위요인들 간 차이검증을 실시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와 유사한

결과들이 발견되었다. 송승훈 등(2009)의 연구에서도 대학생 집단과 PTSD 환자집

단의 영적 성장 점수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최승미(2010)의 연구에서도 영

적 성장만이 활력 수준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ku(2011)는 역

경후 성장 척도(PTGI)가 서구 문화의 심리학적, 철학적 배경에서 개발되었기 때

문에 문화적 배경에 따라 경험적 연구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

였다. 그는 PTGI의 각 항목에 대해 성장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적

성장 수준을 추정하였을 때 미국과 일본의 역경후 성장 하위요인들의 차이가 변

화됨을 지적하였다. 또한 국가 간 종교 인구의 비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연구 1을 통하여 이상의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었으나, 몇 가지 제한

점과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할 점들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

은 과거 기억의 회상에 의존하여 자기보고식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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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회상 및 평정 과정에서 편향이나 왜곡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성장은 자연스러운 시간 경과에 따라서도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

에 상실로부터 경과기간이 길수록 역경과 투쟁한 결과 획득한 성장과 자연스러운

성장이 혼재되어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상실로부터 경

과된 기간을 통제하고, 연구 3에서 성장을 촉진하는 개입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종단적 측정치를 확보하여 한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는 정신

건강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행복의 세 요소와 우울을 측정하였는데, 다른 다양

한 정신건강의 측면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역경후 성장 수준

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사전 성격적 특성을 비교분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 집단이 처음부터 이질적인 집단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못하였다.

역경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저의 성격 특성을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 3에서 사전 성격 성숙도와 사후 성장 수준의 관계를 분석함으

로써 다소 보완하고자 한다. 네 번째, 본 연구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

었기 때문에 이상의 결과를 청소년이나 중장년층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역경이나 상실 경험이 더욱 많거나 그 충격의 정도가

더욱 심각한 사례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후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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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 관계상실을 통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처리방략과 신념체계의 특성

연구 1을 통해 역경후 성장이 성격적 성숙 및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

는 것으로 확인된 바, 이 현상에 관한 후속 연구의 의미와 필요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 연구 2의 목적은 관계상실을 통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처

리방략과 신념체계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역경을 통한 성장에 이르는 의미재구

성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탐색하는 것이다. Tedeschi와 Calhoun(1996, 2004)을 비

롯한 여러 학자들이 역경 이후에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지적 처리가 가장 핵

심적인 요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충격적인 역경 사건으로 인해 개인

이 가지고 있던 도식이 붕괴되면 정서적 고통이 유발되기 때문에, 정서를 조절하

기 위해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이 경험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는 끊

임없는 반추가 일어나게 된다. 역경 사건 초기의 반추는 자동적이고 침투적인 특

징을 지닌다. 이것은 상당히 고통스럽고 원치 않는 사고과정이지만, 역경과 관련

된 주제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적응적이고 성숙한 도식의

재건을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동시에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주변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자기공개의 기회와 사회적 지지를 구하는 경험을 함께 하게 된다. 이

것이 반추의 과정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어느 순간 역경과 자신의 삶에 대한 자

의적인 성찰과정으로 바뀐다.

그렇다면 충격적인 역경 사건으로 인해 붕괴된 기존의 신념 및 도식을 재건하

고 자신의 삶에 대한 영양가 있는 성찰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인지적 방략이 필

요할까? Tedeschi와 Calhoun(1996)은 이러한 사고과정을 반추(rumination)라고

지칭하였으며, Schaffer와 Moos(1992)는 인지적 평가 및 대처라고 하였다. 이에

Zoellner와 Maercker(2006)는 기존의 역경후 성장 모형에서 성장에 도달하는 인

지적 대처를 단일한 과정으로만 보았으나, 보다 정교한 인지적 대처에 관한 연구

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국내에서도 역경후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성찰 혹

은 성찰적 반추의 역할을 검증하였으나(김진수, 서수균, 2011; 이유리, 2011),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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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찰이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인지적 방략들을 살펴봄으로써 의미재구성 과정

을 더욱 정교화하고 개입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Grillies와 Neimeyer(2006), Park(2008)은 상실의 충격으로 인한 고통을 감소시

키는 의미재구성 과정을 제안한 바 있다. 사랑하는 이의 상실은 기존의 의미구조

와 불일치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통이 유발되며, 고통 감소를 위한 노력으로 의

미 찾기 과정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지적 노력이 기존의 의미구조에 영

향을 미치게 되고 충격적인 상실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의미구조

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실의 의미재구성 모델은 역경후 성장을 설명하는 모델과 상당히 유사

한 의미처리 과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두 모델에서 제시하는 인지적 처리과정

이 같은 과정인지 혹은 다른지, 같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과 전략이 사용되

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게다가 기존의 관계상실의 극복

모델에서는 인간이 상실로 인한 심리적 고통에서 회복되는 과정만을 설명하고 있

지, 역경에 대항해 투쟁하며 성장을 일구어내는 과정에 대해서는 애초에 다루고

있지 않다. 짐작컨대 이러한 과정 속에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심리학적 관점의 부재로 인해 인간의 상

실경험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관계상실이라는 역경을 경험한

후 정서조절을 넘어선 성장과 성숙을 일구어내는데 기여하는 구체적인 인지적 처

리방략이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Garnefski 등(2001)이 제안한 9가지 인지적 처리방략들과 관

계상실을 통한 성장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Garnefski 등(2001)은 정서조절을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과정으로 개념화하여 부적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한 세분화

된 인지적 대처방략들을 제시하였다. 그 중 적응적 정서조절 방략들은 역경 직후

의 정서적 고통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사건의 의미나 기존의 신념체

계를 재구성하는데 기여하여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

상된다. 사랑하는 이의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건

자체를 이해하고 체험을 통한 이득을 찾으려 노력하며, 삶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고 하였는데(Gillies & Neimeyer, 2006), 바로 이러한 의미재구성

과정이 Garnefski 등(2001)이 제안한 적응적 방략들과 개념적으로 밀접하게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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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아울러 연구 2에서는 관계상실로부터 성장을 일구어내는 과정에서 변화하고 재

건되는 것으로 가정되는 신념체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Janoff-Bulman(1989),

Boelen 등(2004)은 외상 경험이 세상에 대한 인간의 기본 가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역경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있

어서 시간적인 요인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도출된 것이다. 즉, 역경

직후에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 부정적, 비관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장한다면 심각한 역경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오히려 긍정적, 합리

적인 신념을 구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 2

에서는 상실 이후 성장 수준에 따른 신념체계의 특성을 살펴보고, 성장 집단과

심각한 역경 경험이 없는 집단의 신념체계를 비교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을 수행하면서 발견하게 된 몇 가지 제한점들을 보완하고

자 노력하였다. 첫째로, 연구 대상에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여 상실 경험의 심각

도와 다양성의 폭을 넓혔다. 둘째로, 인생에서의 역경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만한

심각한 관계상실로 연구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하기 위해 역경 경험을 중복선택하

지 않고 가장 고통스러운 역경 사건 한 가지만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심각도의

측정 방법을 개선하였다. 셋째로, 관계상실 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관계성(친밀도, 중요도)에 관해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았다. 상실경험에 대한 적응적 인지적 처리방략들의

사용이 대체로 역경후 성장과 관련될 것이다. 또한 상실로 인한 역경을 경험하였

더라도 이후 성장 수준이 높을수록 합리적, 긍정적 신념을 지닐 것이다. 구체적으

로는 다음과 같이 예언할 수 있다. 첫째, 상실에 대한 조망확대,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 계획 세우기, 수용의 사용이 많을수록, 역경후 성장 수준이 높을

것이다. 둘째, 성장 촉진적 인지적 처리방략들의 사용은 정서표현을 통제한 상태

에서도 역경후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상실을 통해 성장을

많이 할수록 자기 및 타인에 대한 긍정적 신념은 더욱 강하고, 역기능적 신념은

더욱 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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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참여자

서울 소재 S대학교와 경기도 소재 K대학교, 서울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S디지털대학교(30대 이상 성인비율 약 50%이상)에서 총 517명이 연구에 참여하

였다. 이 중에서 가까운 이의 상실을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역경사건으

로 보고한 205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남자가 71명(34.6%), 여자가 134명

(65.4%)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30.77세(SD=9.68)였다.

측정도구

상실경험 관련 질문지. 연구1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보완․수정하여 사용하였으

며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1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역경을 중복 선

택하도록 하였으나, 보다 심각한 상실 경험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기 위해 가장

큰 역경 경험 한 가지만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둘째, 상실한 대상과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실한 대상과의 친밀도와 중요도를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상실의 예측 여부를 4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넷째, 사건

의 충격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단일 문항 질문 대신에 사건충격 척도

의 일부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사건충격 척도(Impact of Event Scale-Revised Korean version: IES-R-K). Weiss

와 Marmar(1997)가 기존의 사건충격 척도(IES)에 과각성 증상을 추가하여 수정

한 외상관련 증상 척도를 은헌정, 권태완, 이선미 등(2005)이 국내에 번안 및 타

당화한 척도로서 총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과각성, 회피, 침습, 수면

장애 및 정서적 마비, 해리증상. 이 중 역경 직후의 충격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과각성 및 수면장애와 관련된 문항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침습 및 회피 증상

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역경후 성장의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침투적 사고가

반드시 부적응적 증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각성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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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장애 관련 6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내적 합치도는 .89로 양호하였다.

역경후 성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 연구 1에서 사용한

척도와 동일하다.

인지적 정서조절방략 질문지(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

Garnefski, Kraaij와 Spinhoven(2001)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총 36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부터 5점 사이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부정적인 일이

나 불쾌한 일을 경험할 때 떠오르는 9가지 인지적 대처방략을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경험에 대한 인지적 처리를 묻는 과거형 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적응적 방략으로는 조망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적 초점 변경,

수용, 긍정적 재평가가 있고, 부적응적 방략으로는 반추, 자기비난, 타인비난, 파

국화가 있다. 김소희(2004)가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내적 합치도는 하위척

도들에 따라 .53부터 .85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들의 내적 합치도

는 .75부터 .91까지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수용 요인의 내적합치도가 .66으로 저조

하였고 문항의 내용이 수용의 개념을 반영하기에 다소 미흡하여 분석에서 제외하

기로 하였다.

세계 기본가정 척도(World Assumptions Scale: WAS). 외상 경험으로 인한 신

념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Janoff-Bulman(1989)에 의해 개발된 척도이다. 기본

가정모델(the model of basic assumptions)에서 제시한 8가지 가정을 반영한 문

항들로 구성되었다. 총 32문항이고 각 요인 당 4문항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

요인으로는 세상에 대한 우호성(benevolence of the world), 타인에 대한 우호성

(benevolence of people), 정의(justice), 통제성(controllability), 무선성

(randomness), 자기가치감(self-worth), 자기통제감(self-controllability), 행운

(luck)이 있다. 본 연구자가 척도를 번안하고 이중 언어 사용자에게 감수를 받아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들의 내적 합치도가 .52～.90 사이로, 정의(.52), 통제성(.63),

무선성(.56), 자기통제감(.66)의 내적 합치도가 저조하였는데, 선행 연구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내적 합치도를 지속적으로 보고해 왔고 다른 연구들과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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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비교를 위해 이를 염두에 둔 채 분석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한국판 역기능적 신념검사 단축판-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 하위 척도.

조용래와 원호택(1999)에 의해 개발된 역기능적 신념검사(Dysfunctional Beliefs

Test)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홍세희와 조용래(2006)가 문항반응이론에 근거하

여 70문항에서 36문항으로 단축한 검사이다. 사회적 자기에 대한 부정적 개념, 타

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 타인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라는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축형의 각 하위요인은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첫 번째와 세 번째 요인은 각각 세계 기본가정 척도의 자기가치감 및 타인

에 대한 우호성과 중첩되는 면이 있어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 하위척도

를 역기능적 신념을 살펴보기 위한 측정도구로 선택하였다. 타인의 인정요구 하

위요인의 내적 합치도 .90으로 높은 편이었다.

상실에 대한 정서표현 질문지. 상실로 인한 고통스러운 감정을 표현한 정도를 측

정하기 위해서, 기존에 정서표현성을 측정하기 위해 King, Smith와 Neale(1994)이 개

발한 정서표현성 척도(Emotional Expressive Scale)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7문항 중 상실 상황과 관련된 정서표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항을 총 8개

선별하고, 상실 상황에 해당되는 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

적 합치도는 .78로 양호한 편이었다.

결 과

연구 2에서 수집된 각 측정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성별

에 따른 역경후 성장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역경후 성장 총점(t=-4.17,

p<.001)을 비롯한 하위 5가지 요인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역경후 성장 수준이 대체로 높다는 선행 연구들의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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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전체(N=205)

평균(표준편차)

남(N=71)

평균(표준편차)

여(N=134)

평균(표준편차)
  t

PTGI 총점 58.69(21.80) 50.29(22.07) 63.13(20.37) -4.17
***

새로운 가능성 14.95(6.23) 13.06(6.46) 15.96(5.89) -3.24
***

관계향상 19.33(8.25) 17.27(8.76) 20.43(7.78) -2.64
**

강점발견 11.62(4.79) 10.00(4.77) 12.48(4.60) -3.62
***

영적변화 4.08(3.39) 2.65(3.03) 4.84(3.33) -4.75
***

삶에 대한 감사 8.70(3.63) 7.32(3.94) 9.44(3.24) -4.12
***

인지적 처리방략

조망확대 11.11(3.75) 10.03(3.80) 11.69(3.24) -3.07
**

계획세우기 13.63(3.76) 12.69(4.22) 14.13(3.08) -2.53
*

긍정적 초점변경 10.57(3.93) 9.10(4.22) 11.35(3.55) -4.05
***

긍정적 재평가 12.53(4.24) 10.97(4.37) 13.36(3.94) -3.97
***

자기비난 10.57(4.90) 11.00(5.52) 10.50(4.55) .54

타인비난 8.51(4.20) 7.61(4.09) 8.99(4.19) -2.26*

반추 13.11(3.71) 12.55(4.21) 13.41(3.39) -1.59

파국화 9.63(3.99) 9.03(4.04) 9.95(3.94) -1.58

세계 기본가정

세계 우호성 13.58(3.26) 13.06(3.74) 13.95(2.95) -1.67

타인 우호성 13.44(2.80) 13.08(3.37) 13.63(2.43) -1.32

정의 11.21(2.41) 11.04(2.53) 11.31(2.35) -.74

통제 10.99(2.70) 11.35(2.80) 10.80(2.64) 1.39

무선성 13.43(2.59) 13.83(2.74) 13.22(2.49) 1.61

자기가치감 14.84(3.12) 14.70(3.54) 14.91(2.88) -.42

자기통제감 13.92(2.46) 14.17(2.70) 14.37(3.14) 1.07

행운 14.20(2.43) 13.86(3.93) 14.37(3.14) -.95

역기능적 신념
(타인의 인정요구)

37.72(8.41) 38.87(9.12) 37.10(7.97) 1.44

정서표현 22.81(5.80) 21.45(5.30) 23.53(5.94) -2.47*

충격심각도 13.78(6.49) 12.09(6.40) 14.66(6.38) -2.74**

표 6. 연구 2에서 수집된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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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

범주
상실 유형

빈도

(%)

친밀도 중요도 충격심각도 역경후 성장

평균(표준편차)

죽음

상실

부모 31(15.1) 4.47(1.46) 5.43(1.10) 11.33(6.50) 73.63(20.93)

형제자매 6(2.9) 5.33(1.63) 4.33(1.63) 15.67(7.55) 81.83(15.04)

자녀 1(0.5) 6.00 6.00 14.00 79.00

배우자 1(0.5) 4.00 6.00 20.00 70.00

연인 1(0.5) 6.00 6.00 23.00 34.00

조부모/친척 18(8.8) 5.11(1.08) 5.11(.96) 10.39(7.00) 48.28(19.07)

친구/동료 13(6.3) 4.18(1.40) 4.00(1.27) 11.27(7.00) 64.27(17.28)

기타 0 - - - -

단절

상실

본인 이혼 5(2.4) 5.00(1.16) 4.75(1.50) 18.00(8.83) 79.75(15.41)

부모 이혼 11(5.4) 3.40(1.84) 4.80(1.62) 12.88(8.83) 56.90(17.92)

연인 이별 71(34.6) 5.03(1.09) 5.20(.93) 15.04(5.69) 56.30(20.13)

우정 깨짐 24(11.7) 4.91(.92) 4.00(1.16) 14.23(7.67) 48.45(22.95)

가족 단절 16(7.8) 4.00(1.33) 4.60(1.43) 14.30(4.85) 53.50(11.53)

불임/유산 2(1.0) - - 17.00(.00) 38.00(45.25)

기타 5(2.4) 4.50(1.13) 4.50(1.29) 14.00(7.02) 53.00(23.57)

적응적 인지적 처리방략들의 사용과 정서표현 정도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

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념체계 관련 측정치들에서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역경후 성장 수준에서 성차가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변인들

의 성차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논의에서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상실 유형에 따른 상실사건의 특성 및 성장 수준 비교

하위유형별 빈도, 상실 대상과의 친밀도, 중요도, 사건의 충격심각도 및 역경후

성장 수준을 비교하였다(표 7). 각 상실유형별 빈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통계적

인 차이검증은 실시하지 않았지만, 몇 가지 특징적인 사항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총 13가지 상실경험 중 가장 높은 빈도의 상실경험은 연인과의 이별이 34.6%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모의 사별이 15.1%로 높았다. 두 상실 유형 간에

상실 대상과의 관계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충격심각도는 연인과

표 7. 상실의 유형과 대상에 따른 관계적 특성, 충격심각도 및 역경후 성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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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한 경우 더 높았고, 역경후 성장 수준은 부모와 사별한 경우 더 높게 나타났

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과 달리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역경 사건

을 한 가지만 선택하고 심각한 상실경험 역시 가장 심각한 사건 한 가지만 선택

하도록 하였다.

빈도가 1～2로 너무 낮은 경우(자녀, 배우자, 연인의 죽음상실과 불임 및 유산)

를 제외하면, 상실 대상과의 친밀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형제자매와 사별한 경우

였고(5.33점/6점), 상실한 대상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부모와 사별한 경우

(5.43점/6점), 상실의 충격심각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본인이 이혼한 경우(18점/24점),

역경후 성장 수준이 가장 높은 유형은 형제자매와 사별한 경우로 나타났다. 대체

로 원가족과 사별하거나 자신이 이혼한 경우에 역경후 성장 수준이 다른 유형의

상실보다 높은 것으로 관찰된다. 단절상실의 기타에는 애견의 죽음, 직장 상사와

의 갈등 및 배신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상실사건의 특성 변인들과 역경후 성장의 관계

상실사건의 특성과 역경후 성장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사건의 충격심각도,

상실로부터 경과된 기간, 상실 대상과의 친밀도와 중요도 및 상실에 대한 예상

여부와 역경후 성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 8). 상실 경험자 205명의 자료

를 분석한 결과, 충격심각도(r=.14, p<.05), 상실로부터 경과된 기간(r=.20, p<.01),

상실 대상의 중요도(r=.18, p<.05)가 역경후 성장 수준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상실로부터 경과된 기간과 역경후 성장이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점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 조사된 경과기간이 1달 이내부터 600개월(약 50년)까지

편차가 상당히 컸다. 따라서 경과 기간이 길수록 역경을 통해 성장한 측면과 나

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측면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며, 기간이

오래 경과될수록 기억 회상에 의존한 측정에서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에 상실 기간을 몇 차례 제한하여 상관분석을 재실시한 결과, 10년 이내의 상실

경험으로 제한했을 때 경과 기간과 역경후 성장 간의 상관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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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GI 총점 충격심각도 경과기간 친밀도 중요도

충격심각도 .14
*

경과기간 .20
**

-.08

친밀도 .06 .31
**

-.16
*

중요도 .18
*

.26
**

.11 .60
**

상실예상 -.09 -.19
**

-.20
**

-.13 -.13

PTGI 총점 충격심각도 경과기간 친밀도 중요도

충격심각도 .25**

경과기간 .07 .02

친밀도 .07 .33
**

-.02

중요도 .16
*

.27
**

-.01 .65
**

상실예상 -.02 -.25
**

-.11 -.17
*

-.07

표 8. 역경후 성장과 상실사건의 특성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1(N=205)

 * p<.05. ** p<.01.

표 9. 역경후 성장과 상실사건의 특성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2

      (상실로 부터 경과된 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 N=161)

 * p<.05. ** p<.01. 

상실로부터의 경과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하여 다시 분석한 결과, 역경후 성

장 수준과 충격심각도와의 상관이 .25로 유의미할 뿐 아니라 기간을 제한하기 전

보다 조금 더 높아졌다(표 9). 연구 1과 달리 연구 2에서는 더욱 정교한 측정을

통해 사건의 충격심각도가 역경후 성장과 관련됨을 확인하였다.

상실 대상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중요도(중요한 존재)만이 유의미한 정적 상

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상실의 예상여부(4점 척도로 평정)와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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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GI
총점 1 2 3 4 5 6 7

1. 조망확대 .32
**

2. 계획세우기 .43
**

.38
**

3. 긍정초점 .40
**

.49
**

.42
**

4. 재평가 .48
**

.61
**

.59
**

.46
**

5. 자기비난 .03 .07 .25
**

.03 .20
**

6. 타인비난 .05 .17
*

.24
**

.07 .04 -.09

7. 반추 .23
**

.14 .52
**

.21
**

.36
**

.60
**

.24
**

8. 파국화 .11 -.17
*

.23
**
-.01 -.06 .25

**
.46
**

.56
**

  역경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처리방략

상실경험에 대한 인지적 처리방략과 역경후 성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표 10

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역경후 성장은 적응적 방략으로 분류돼왔던 긍정적 재

평가, 계획 다시 세우기, 긍정적 초점변경, 조망확대 순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

을 보였다. 부적응적 방략으로 분류돼왔던 자기비난, 타인비난, 파국화와는 유의

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반추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23,

p<.01. 더불어 반추는 다른 적응적 처리방략들과도 대부분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인지적 처리방략과 역경후 성장의 관계(N=161) 

 

 * p<.05. ** p<.01.  

다음으로 역경후 성장과 관련성을 보인 변인들 간의 상관을 고려하여 역경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역경후 성

장과 상관이 유의미한 5가지 인지적 방략들을 상관이 높은 순서대로 투입하고 역

경후 성장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긍정적 재평가(β=.30, p<.01),

계획세우기(β=.19, p<.05), 긍정적 초점변경(β=.19, p<.05)은 여전히 역경후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조망확대와 반추는 단계 5에

서 영향력이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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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B β t F

단계5

긍정적 재평가

계획세우기

긍정적 초점변경

조망확대

반추

1.46

1.11

.99

-.13

-.07

.30

.19

.19

-.02

-.01

2.98
**

2.15*

2.30
*

-.24

-.17

12.50
***

단계   B β t R2 ΔR2

단계1

정서표현 1.13 .31 4.14***

.10

단계2

정서표현

성장촉진적 인지적 방략
a

.79

.82

.22

.47

3.25**

7.03***

.32 .22***

표 11. 인지적 처리방략이 역경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 p<.05. ** p<.01. *** p<.001. 

따라서 역경후 성장에 더욱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처리방략은 긍정적

재평가, 계획 다시 세우기, 긍정적 초점변경이라 할 수 있다. 즉, 상실로 인한 역

경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이나 다행인 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고통스럽고 충격적

인 상황에서도 최선의 대처방법과 계획을 생각하며, 상실로부터 주의를 전환하여

다른 긍정적인 사건을 생각하려는 방략이 관계상실을 통한 역경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번에는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처리방략들의 고유한 영향력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상실에 관한 정서 표현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단계 1에서 정서표현 정도를 예언변인으로 투입하고 단계 2에서 성장 관련

인지적 처리방략들의 합산 점수를 예언변인에 추가한 후, 역경후 성장을 종속변인

표 12. 정서표현과 성장촉진적 인지적 처리방략이 역경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a 긍정적 초점변경 + 계획세우기 + 긍정적 재평가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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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GI총점
새로운

가능성

관계

향상

강점

발견

영적

변화

삶에대한

 감사

세상에 대한 우호  .33**  .24**  .29**  .30**  .23**  .25**

타인에 대한 우호  .25**  .11  .32**  .23**  .09  .18*

정의  .22**  .10  .30**  .15  .09  .15

통제가능성  .11  .02  .17*  .09  .10  .01

무선성 -.12 -.11 -.04 -.16* -.24** -.01

자기가치감  .29**  .21*  .30**  .41**  .05  .09

자기통제감  .23**  .20*  .26**  .20*  .09  .11

행운  .32**  .23**  .33**  .30**  .10  .24**

역기능적 신념
(타인의 인정요구)

-.24** -.25**  .08 -.32** -.25**  .17*

으로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2). 그 결과 단계 1에서 정서표

현 역시 역경후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β=.31), 단계

2에서 새로 투입된 인지적 처리방략으로 인해 역경후 성장 변량의 22%가 추가로

설명되었으며 그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ΔR2=.22, p<.001. 더욱이 역

경후 성장에 대한 인지적 처리방략의 설명력(β=.47)은 정서표현(β=.22)보다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정서표현과 인지적 처리방략이 모두 역

경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인지적인 노력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보다 핵

심적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역경후 성장과 신념체계의 관계

관계상실을 통한 성장에 이르는 의미재구성 과정에서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신

념체계로의 재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바를 검증하기 위하여, 역경후 성장과

세계 기본가정 및 역기능적 신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 13). 그 결과, 역경

후 성장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일부 긍정적 신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

고, 역기능적 신념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여 가설이 검증되었다.

표 13. 역경후 성장 하위요인과 세계 기본가정 및 역기능적 신념의 상관분석(N=16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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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집단
(N=33)

미성장 집단
(N=38)

비역경 집단
(N=58)

F 사후분석

세상에 대한 우호 15.06(2.29) 11.65(4.11) 13.43(3.50) 9.48
***

a > c > b

타인에 대한 우호 14.73(1.98) 12.24(3.58) 13.36(3.05) 6.11
**

a > b

정의 12.18(1.69) 10.18(3.14) 10.71(2.68) 5.51
**

a > c = b

통제가능성 10.94(3.12) 10.37(2.76) 10.74(2.66) ...54

무선성 12.97(2.76) 14.07(2.66) 13.78(2.69) 1.62

자기가치감 15.85(2.49) 13.13(4.08) 14.93(2.61) 7.30
**

a = c > b

자기통제감 14.51(2.20) 13.10(2.53) 13.50(2.56) 2.93
*

a > b

행운 15.24(2.80) 12.68(4.09) 14.59(3.34) 5.51
**

a = c > b

역기능적 신념
(타인의 인정요구)

34.63(8.64) 39.66(9.65) 37.26(8.68) 3.05* a < b

상세히 살펴보면, 역경후 성장이 높을수록 세계 및 타인에 대한 우호성, 자기가치

감, 자기통제감, 행운 및 정의에 대한 기본 가정이 유의미하게 높았다(r=.22～.33).

다음으로 관계상실을 통한 성장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고, 이

들과 심각한 역경 경험이 없는 집단의 신념체계를 비교하였다. 우선, 역경후 성장

수준이 평균(58.02)을 기준으로 1 SD(21.32) 이상인 사람들 33명을 성장 집단으

로, 이하인 사람들 38명을 미성장 집단으로 분류하고, 사건 관련 질문지에서 역경

경험이 없다고 별도로 기재하거나 역경 경험이 있는 것으로 표시했더라도 충격심

각도 총점이 6점 미만인 사람 58명을 심각한 역경경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비역경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 세 집단의 세계 기본가정 및 역기능적 신념 수

준을 비교하기 위해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체로 세

계 기본가정은 상실후 성장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비역경 집단, 그리고 상실

후 미성장 집단 순으로 나타났으며, 역기능적 신념은 미성장 집단이 가장 높고

비역경 집단과 성장 집단 순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한 신념은 세상에 대한 우호성, 타인에 대한 우호성, 정의,

자기가치감, 자기통제감, 행운, 타인에 대한 과도한 인정요구였다.

표 14. 상실경험자들의 성장 수준을 고려한 신념체계의 비교

a: 상실후 성장 집단, b: 상실후 미성장 집단, c: 비역경 집단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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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성장 집단, 미성장 집단, 심각한 역경이 없는 집단의 신념체계 비교

사후 분석(scheffe)을 통해 세 집단 간 통계적인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결

과를 표 14에 제시하였으며, 그림 3에 도표로 제시하여 이러한 경향성을 더욱 뚜

렷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상실의 역경을 경험하였더

라도 성장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신념을 지닐 것이라는 가

설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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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연구 2의 목적은 관계상실을 통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처리방략과

신념체계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역경을 통한 성장에 이르는 의미재구성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밝히는 것이다. 연구 결과, 상실경험에 대한 적응적 인지적 처리방

략들의 사용이 대체로 역경후 성장과 관련될 것이라는 가설이 검증되었다. 특히

상실로 부터 긍정적인 측면이나 다행인 점을 찾으려 노력하고(긍정적 재평가),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최선의 대처방법과 계획을 생각하며(계획 다시

세우기), 고통으로부터 주의를 전환하여 다른 긍정적인 사건을 생각하려는 방략

(긍정적 초점변경)이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이들 인지적 처

리방략의 사용은 상실로 인한 고통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역경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요인

들이 상호작용하여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 변화 및 성장에 이르지만,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기본 도식과 태도에서의 변화가 가능하려면 인지적 처리과정이 핵심

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선행 연구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아울러 정서조절의 영역에서 부적응적 처리방략으로 분류되어온 자기비난, 타

인비난, 파국화는 흥미롭게도 역경후 성장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고,

반추는 오히려 정적 상관을 보였다. 게다가 반추는 다른 적응적 처리방략들과도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선영과 권석만(2012)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 이에 대한 논의와 반복 검증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한 바

있다. Garnefski가 동료들과 실시한 선행 연구들(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Garnefski, N., Teerds, J., Kraaij, V., Legerstee, J., & Van den

Kommer, T., 2004; Garnefski, N., Van den Kommer, T., Kraaij, V., Teerds, J.,

Legerstee, J., & Onstein, E., 2002)을 살펴보았지만, 적응적 요인과 부적응적 요인

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였을 뿐, 둘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기존 정서조절 관련 연구들이 스트레스나 부적 정서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데 집

중하여 성장(growth)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아직까지 부재한 실정이다. 하지만

역경후 성장의 맥락에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시도할 수 있겠다.

역경후 성장 현상은 시간의 흐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삶의 위기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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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혼란과 고통, 좌절 등의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있지만 이를 잘 극복

하고 성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이전보다 더욱 성장하거나 긍정적으로 변화한 측

면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크게 성장한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역경이 발생

한 직후에는 상당한 고통과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자기비난이나 타인비난, 반

추, 파국적 해석 등과 같은 부적응적으로 보이는 처리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침투적 반추의 경우 PTSD의 영역에서는 병리적 증상

으로 간주하지만 상실 경험을 부인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의미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역설적 요인일지 모른다.

연구 2의 또 다른 중요한 결과는 상실로 인한 역경을 경험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성장 수준이 높을수록 합리적, 긍정적 신념을 지닐 것이라는 가설이 일부

검증되었다는 것이다. 관계상실을 통해 성장한 정도가 큰 사람일수록 세계 및 타

인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강한 편이며, 선하게 잘 산다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

이라는 정의에 대한 신념, 자신이 가치 있고 운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자신에

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노력하는

태도 등이 강한 경향이 있었다. 역경을 통한 성장의 영역에는 신념 및 가치관의

변화가 일부 반영되어 발현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특히 강점의 발견은 자

기가치감의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고,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는 세계 및

타인에 대한 우호적 신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역경

후 성장 수준이 높을수록 타인의 인정을 과도하게 바라는 역기능적 신념은 더 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경을 통한 성장 수준이 높은 사람은 심각한 역경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타인 및 자신에 대한 긍정적 신념이 강하고 역기능적 신념

은 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인간의 역경 및 외상 경험

을 병리의 패러다임으로 바라볼 때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새로운 발견이다. 지금

까지 역경의 단기적인 부정적 영향에 관심을 가져온 선행 연구자들(Boelen, Kip,

Voorsluijs, & Bout, 2004; Janoff-Bulman, 1989; Janoff-Bulman & Wortman,

1977)은 역경 경험에 있어서 시간의 요인과 성장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역경을 통한 성장의 패러다임에서 현상을 새롭

게 보는 시도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연구 2는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비해 역경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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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다양한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엄격하게 통제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선행 연구들에서

공통적인 한계점으로 지적한 것이 바로 외상으로부터의 시간 경과를 통제하지 못

했다는 점이다(김진수, 서수균, 2011; 송승훈 등, 2009). 더욱이 성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 경과가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시간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성장의 측면도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으로부터 경과된

시간을 어느 정도 통제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1의 한계를 보완하여 일반 성인 집단을 대상

으로 연구 2를 실시한 결과, 역경후 성장의 성차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여성이 남성보다 대체로 역경후 성장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

는 결과이다(Helgeson, Reynolds, & Tomich, 2006; Linley & Joseph, 2004). 이렇

게 남녀의 차이가 나타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변인들의 성차를 살펴보

았다. 우선 남녀의 평균 연령을 살펴본 결과, 여성(31.94세)이 남성(25.85세)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의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상실유형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의 죽음,

자녀나 배우자의 죽음, 본인의 이혼과 같이 역경후 성장 평균이 높은 사례가 여

성들에게서 훨씬 높은 빈도로 보고된 경향이 있어 이러한 상실유형의 차이가 남

녀의 역경후 성장 수준에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중요도의 차이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

가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상실로 인한 충격심각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여러 삶의 영역들 중 관계의 영역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의 상실 경험이 여성에게 더 심각

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더 높은 성장과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역경후 성장에서 성차가 발생한 원인과 성차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좀 더 명확하

게 규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통하여 보완할 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상실로부터 경과된 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하여 분석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시간이 경과된 후에 회고하여 평정한 측정치들이기 때문에 기

억의 왜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인지적 처리방략의 사용은 시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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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단적인 자료수집이 필요하

다. 둘째, 특정 인지적 처리방략과 역경후 성장의 관련성을 밝혔지만 실제 인지적

처리방략의 사용이 역경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인 개입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지적 처리방략들을 활용한 의미재구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

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셋째, 상실의 유형을 13가지로 세분

화하여 조사하였는데 각 유형의 빈도 차가 커서 통계적인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각 상실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정교하게 분석하는 후속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역경에 대한 인지적 처리방략을 측

정하기 위해 사용한 Garnefski 등(2001)의 인지적 정서조절방략 질문지(CERQ)는

세분화된 인지적 대처방략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국내외 많은 연구들에

서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정식으로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요인

구조 및 타당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상실

후 성장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그리고 비역경 집단을 비교할 때 기저의

성격 및 신념체계의 특성을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집단 선택 시 편향이 있

었을 가능성(selection bias)을 배제하지 못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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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3. 상실의 치유 및 성장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지금까지 상실 및 역경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치료 프로그램들(인지행동치료,

지속적 노출치료, EMDR 등)이 개발되어 임상 현장에서 실시되어 왔지만, 대부분

이 부적응적 증상의 감소를 목표로 개발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성장의 측면에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검증된 바가 없거나, 개입 후 성장의

증가를 보고하였더라도 그 기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다. 게다가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바에 의하면 심각한 상실경험이라는 특수한 역경

경험을 통한 성장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발된 개입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부재한 상황이다. 아마도 인간의 역경 및 외상 경험을 부적응을 초래하는 부정적

촉발사건으로만 바라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역경

의 의미를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그리 오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긍정심리학

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행복에 대한 관점도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단순히 안락하고 쾌락적인 삶을 행복으로 간주하던 관점(hedonic happiness)부

터 자기실현 및 의미 있는 삶을 포함하는 관점(eudaimonic happiness)까지, 진정한

행복이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

마도 역경후 성장은 이러한 다양한 삶의 모습과 가치를 포용하고자 하는 학자들

의 노력을 통해 더욱 견고하고 실증적인 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연구 1에서는 관계상실의 역경 경험을 통한 성장이 정신건강과 유의미한 관련

성을 보이며, 후천적 성격차원의 성숙과도 관련됨을 경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역

경후 성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그런 다음 연구 2에서는 역경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의미재구성 과정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지적 처리방략들과 신념체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에 연구 3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상실의 역경을 통한 성장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는 요인으로 밝혀진 인지적 처리방략들을 기반으로 하는 상실의 치유 및 성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로 상실 경험자들에게 적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프로그램이 상실 경험자들의 역경후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성장과 심리적 안정이 유기적으로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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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며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행복증진과 우울감소에도 효과가 있

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부록 9에서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상실의 치유 및 성장 프로그램은 총 8회기 16시간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고,

3개의 처치집단에 실시하여 사전-사후 측정치 및 프로그램 종료 4주 후의 추후

측정치를 수집하였다. 통제집단 역시 심각한 상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

였고 특별한 처치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8주 간격으로 사전-사후 측정치를 수집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의 집단간 비교 및 집단내 비교를 실시하였다.

연구 3의 주요 결과를 예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처치집단은 8주간 프로그램

을 실시한 후 역경후 성장 수준과 행복 수준이 증가할 것이고, 우울은 감소할 것

이다. 둘째, 처치집단의 역경후 성장과 행복의 증가량 및 우울의 감소량이 통제집

단에 비해 클 것이다. 셋째, 처치집단의 성장 촉진적 인지적 처리방략의 증가량이

통제집단에 비해 클 것이다. 넷째, 성장촉진적 인지적 처리방략을 많이 사용할수

록 신념체계의 적응적, 긍정적 변화가 클 것이며 성격적 성숙도가 증가할 것이다.

방 법

  연구참여자

연구 3의 처지집단은 S트라우마 상담센터, S범죄피해자 보호센터, 한국임상심

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서울소재 S대학교, S온라인 대학교, H온라인 대학교

등의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모집된 일반 성인 1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여자가 15명(82.35%)이었고 남자가 3명(17.65%)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

은 32.87(표준편차 9.14)이었으며, 연령의 범위는 20～57세였다.

연구 3의 통제집단은 S온라인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

들 중 가까운 이의 상실로 인한 심각한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는 14명으로 구성

되었다. 이 중에서 여자는 13명(92.86%), 남자는 1명(7.14%)이었다. 이들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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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은 34.77(표준편차 8.28)이었으며, 연령의 범위는 21～46세였다.

  측정도구

역경후 성장 척도. 연구 1에서 사용한 척도와 동일하다.

행복의 삼각형 척도. 연구 1에서 사용한 척도와 동일하다.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eck, Ward, Mendalson,

Mock와 Erbaugh(1961)가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한 자기 보고형 검

사이다. 총 21문항이며 항목마다 우울증상의 심한 정도를 기술하는 4문장 중 피

검자의 경험에 해당되는 문장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지적 정서조절방략 질문지. 연구 2에서 사용한 척도와 동일하다.

세계 기본가정 척도. 연구 2에서 사용한 척도와 동일하다.

한국판 역기능적 신념검사 단축판-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 하위척도. 연구

2에서 사용한 척도와 동일하다.

TCI 성격차원 척도. 연구 1에서 사용한 척도와 동일하다.

  절차

처지집단의 구성

연구자는 S트라우마 상담센터, S범죄피해자 보호센터, 한국임상/상담심리학회,

서울소재 S대학교, S온라인 대학교, H온라인 대학교 등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홍

보매체를 통해 ‘상실의 치유 및 성장 프로그램 및 효과검증 연구’라는 제목의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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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을 게재하고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2012년 5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7명의

참여자가 모집되어 2012년 6월 12일부터 화요일마다 진행하는 첫 번째 처치집단

을 구성하였다. 이어서 2012년 8월 6일부터 9월 2일까지 두 번째 홍보를 실시하

여 총 11명의 참여자가 모집되었고 이들을 참여자들의 편의(시간 및 장소)를 고

려하여 두 집단으로 나누어 4명은 9월 3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진행하는 처치집단

으로, 7명은 9월 15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는 처치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대조집단의 구성

연구자는 30대 이상의 성인 재학생 비율이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S온라인

대학교의 심리학 관련 강의 수강생들에게 ‘상실의 치유 및 성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한 뒤, 최근 10년 이내에 가까운 이의 상실로 인한 심각

한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는 14명을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처치 및 자료수집

연구 3의 처치집단에게는 8주간 매주 1회 120분씩, 총 16시간에 걸쳐 상실의

치유 및 성장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개발 배경 및 실시 목적을 설

명한 뒤 개입의 효과 검증을 위한 세 차례 설문연구 진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

다. 1회기 시작 직전, 8회기 종료 직후, 그리고 종료 4주 후에 설문연구를 진행하

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18명의 참여자 중 11명이 프로그램에 6회기 이상 참석

하였고 그 중 한 명은 설문연구 참여에 거부의사를 밝혀 총 10인의 사전-사후-

추후 측정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 여자가 9명(90%), 남자가 1명

(10%)이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31.5세(SD=6.96)였으며, 연령의 범위는 20～42세

였다. 이들 10명의 상실 유형을 살펴보면, 6명이 가족 및 절친과 사별하였고 4명

은 이혼 및 실연한 경우였다. 자세한 인적사항 및 상실의 특성은 표 15에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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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
결혼

여부
상실대상

상실

유형

상실

이유

경과

기간

1 여 30 미혼 남동생 사별 자살 1년

2 여 40 기혼 자녀 사별 질병 9년

3 여 28 미혼 연인 이별 실연/중절 4년

4 여 39 기혼 남편 이별 이혼 3년

5 여 20 미혼 절친 사별 자살 1개월

6 여 33 미혼 어머니 사별 질병(암) 2개월

7 여 29 미혼 연인 이별 실연 3개월

8 여 26 미혼 아버지 사별 질병(암) 6개월

9 남 42 기혼 아내 사별 질병(암) 1년 5개월

10 남 28 미혼 연인 이별 실연 1개월

표 15. 처치집단 10인의 인적사항 및 상실경험 특성

중도 탈락자 7인의 인적사항 및 탈락 이유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남자가 2

명, 여자가 5명이었고, 사별 경험이 4명, 이별 경험이 3명이었다. 이들 중 남편과

아버지를 2개월 간격으로 여읜 외국인 여성 참여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낯선

이방인들 사이에서 자기공개의 불편감을 호소하며 첫 회기 이후 불참의사를 밝혔

고, 남편과 사별한 여성 참여자와 이혼을 경험한 여성 참여자는 직장 및 가정에

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불참의사를 밝혔다. 남성 참여자 2

인은 모두 실연의 아픔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데 그 중 한 명은 연구실 시간

표 변경으로 인해 중반 이후 불참하였고, 다른 한 명은 첫 회기가 끝날 무렵 내

원하여 한참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돌아간 이후 불참하였다. 아들의 자살 및 아

버지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사연이 있는 두 여성 참여자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

지 않은 채 1회기 후 불참하였다. 아들의 자살 사연이 있는 참여자는 첫 회기에

신앙의 힘으로 현재 완전히 극복한 상태라며 밝은 모습을 보였었고, 아버지와 사

별한 참여자는 첫 회기에 상당한 긴장감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매우 위축된 모습

을 보였다. 프로그램 첫 회기 이후 불참한 4명 중 3명은 상실로 부터 경과된 기

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짧아(1주～2달) 정서적 고통이 극심한 상태였고, 이것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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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개에 대한 높은 불편감과도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통제집단의 경우 2012년 8월 20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참여자를 모집하고 처치

집단의 사전-사후 측정에 상응하는 시기에 8주 간격으로 두 차례 설문연구를 진

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특별한 처치를 가하지는 않았다. 통제집단에 특별한

처치를 가하지 않은 이유는 관계상실을 통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발되거나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며, 이 분야의 기초 연구로서 시

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성장의 변화를 관찰하고 비교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통제집단에는 추후 측정에 상응하는 설문을 실시하

지 않았으며, 연구가 종료된 후 원하는 사람에 한해 상실의 치유 및 성장 프로그

램에 참여하도록 권하였다. 처치집단과의 동등한 비교를 위해 총 14명의 참여자

중 우울점수가 5점 이하인 2명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12명 중에는

남자가 1명, 여자가 11명이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33.75세(SD=8.43)였으며, 연

령의 범위는 21～46세였다. 이들의 상실 유형은 6명은 사별이고, 나머지 6명은 단

절 상실이었다.

상실의 치유 및 성장 프로그램 소개

연구 3에서 개발한 상실의 치유 및 성장 프로그램은 총 8회기(회기당 120분씩,

총 16시간)로 구성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가까운 이의 상실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거나 상실과 관련된 미해결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

람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의미재구성 과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선행 연구에서 관계상실을 통한 성장을 촉진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인지적 처리방략들, 즉 긍정적 재평가, 계획 세우기, 긍정적 초점변경 등

을 상실의 의미를 처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1회기에서는 상실의 애도과정과 역경후 성장 이론에 대한 심리교육을 실시하

고, 2회기부터 상실한 대상을 소개하면서 상실에 대한 의미재구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3, 4회기에서는 상실로 인한 현재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고통

스러운 감정을 해소하고 좌절된 기대와 욕구에 대해 자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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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기는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고 나누는 시간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

의 균형을 회복하고 긍정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6회기에

서는 삶에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을 설정하였다. 7회기에서는 상실한 대상에게 편지쓰기를 통해 애도 작업을 마무

리 하면서 역경극복을 통한 강점 발견의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 8회기에서는 축

복 헤아리기와 미니휴가 계획하기를 통해 자신의 소중한 삶을 행복하게 가꾸고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구성이 역경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의미재구성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정서적 고통의 감소가 성장과도 긴밀하

게 연결되기 때문에 감정자각 및 긴장이완과 같은 기본적인 정서조절 훈련과 향

유하기와 같은 긍정심리학적 기법 등을 함께 포함시켰다.

참여자들마다 상실로 인한 현재의 고통 수준이나 의미처리 단계가 다르기 때문

에 최대한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실시 중에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어떠

한 것도 무리해서 실시할 필요가 없으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도움

을 요청하도록 안내하였다. 1회기를 제외하고 매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주는 시를 함께 읽고 음미하는 의례

(ritual)의 시간을 가졌다. 각 회기의 목표 및 주요내용을 표 16에 개략적으로 소

개하였으며, 더 상세한 내용은 부록 9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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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상실의 치유 및 성장 프로그램의 기본 구성

회
기 제 목 목 표 주요 활동

1
상실의 애도와

성장과정

상실경험에 대한

통합적 이해

(애도의 과정 및

역경후 성장)

§ 프로그램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 상실의 애도과정 및 역경후 성장

모델에 관한 심리교육

§ 자기소개 및 별명 짓기

2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상실한 대상과의 관계

돌아보기

§ 상실 대상과 관련된 물건 소개

§ 상실한 대상과의 관계 및 상실의

의미 생각하기

§ 감정자각 및 이완 훈련

3
상실로 인한

고통의 의미 I 고통의 의미 탐색하기

고통의 해소

§ 반복해서 떠오르는 불편한 기억과

마주하기

§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야기 나누기

§ 상실의 역경으로부터 배우기4
상실로 인한

고통의 의미 II

5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집중하기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균형 회복하기

§ 살면서 경험한 가장 따뜻하고

긍정적인 기억 떠올리기

§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야기 나누기

6
삶의 의미와

목표 설정하기

삶의 의미와 가치 찾기

구체적 목표 설정하기

§ 현재의 고통이 사라진 상태를

상상하며 자신의 소중한 가치와

욕구를 자각하기

§ 구체적인 실천 계획 세우기

7
상실한 대상에게

편지쓰기

역경 극복을 통해 강점

발견하기

상실을 수용하고

연결감 회복하기

§ 상실한 대상에게 편지쓰기

§ 전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

스스로에게 격려와 응원의 말

§ 남아 있는 감정과 바람 명확히

인식하기

8
소중한 삶을

위하여

긍정적 재평가를 통한

행복감 증진

삶에 활력을 주는

실천적 방법 계획하기

§ 축복 헤아리기 (다행인 점,

감사한 점)

§ 미니휴가 계획하기(mini-va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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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측정치

처치집단(N=10) 통제집단(N=12)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역경후 성장 50.02 11.67 53.83 12.13   -.890

행복삼각형 36.17 12.24 39.33 11.40   -.656

우울 22.92 12.42 17.25 9.34   1.97

성장촉진 방략a 46.70 10.27 48.67 8.16   -.704

부적응 방략b 34.51 6.35 35.75 3.33   -.604

성격 성숙도 101.17 28.61 87.75 25.32   1.76

결 과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동질성 분석

먼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동질성 분석을 위하여 연구 3의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을 비교하였다. 성별에 있어서

는 두 집단 모두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보다 절대적으로 많아 집단 간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χ2=1.02, ns, 연령에 대해서도 처치집단의

평균 연령(31.5세)과 통제집단의 평균 연령(33.8세)이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F(1, 22)=.94, ns. 상실로부터 경과된 기간 역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1, 22)=.04, ns.

다음으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사전측정을 통하여 수집된 역경후 성장 총

점, 행복삼각형 총점, 우울 점수, 성장촉진적 인지적 방략의 합산 점수, 부적응적

인지적 방략의 합산 점수, 성격 성숙도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17에 제시

하였다. 여기에서 성장촉진적 인지적 방략은 연구 2에서 역경후 성장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인 네 가지 방략을 합산한 점수이며, 부적응적 방략은 역경후 성장과

상관을 보이지 않았던 세 가지 방략을 합산한 점수이다.

표 17. 연구 3에서 수집된 사전측정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집단 간 차이

a
조망확대+긍정적 초점변경+계획 다시 세우기+긍정적 재평가

b
자기비난+타인비난+파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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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
사전

①

사후

②

추후

③
t
①-②

t
②-③

t
①-③

d
①-②

d
②-③

d
①-③

성장
M

(SD)

50.02
(11.67)

72.25
(13.88)

81.27
(12.01)

-5.48*** -2.54* -9.04*** 1.73 .93 2.64

행복
M

(SD)
36.17
(12.24)

60.72
(10.66)

62.03
(11.65)

-4.37** -.37 -4.14** 1.71 .10 1.75

우울
M

(SD)
22.92
(12.42)

10.17
(3.73)

6.14
(4.41)

7.47
***

2.58
*
6.37

***
1.00 .83 1.31

또한 두 집단이 개입 이전 상태에서 동질적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사전

측정치들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주요 측정치가 없어 향후 분석에서 별다른 통제를 가하지 않았다.

  집단내 변화 비교

처치집단의 사전-사후-추후측정치 차이 비교

처치집단에 참여한 10명을 대상으로 각각 사전(프로그램 시작 직전), 사후(8회

기 종료 직후), 추후(프로그램 종료 4주 후)에 수집한 역경후 성장, 행복삼각형,

우울 측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8에 제시하였다. 추후 측정치에 이들 세

변인만을 포함시킨 이유는 처치의 주요 결과변인이기 때문이다.

이들 측정치들이 사전-사후-추후에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표 18에 제시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

면, 상실의 치유 및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후에 역경후 성장과 행복 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t=-5.48, p<.001, t=-4.37, p<.01), 우울증상은 감소하는 효과

가 나타났다(t=7.47, p<.001). 처치 효과의 지속성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 종료직후

와 4주 경과된 시점의 추후 측정치 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역경후 성장 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t=-2.54, p<.05) 우울 증상이 감소한데 반해(t=2.58, p<.05),

행복 수준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37, ns). 아울러, 처치

전과 처치 종료 후 4주가 경과된 시점 사이의 전반적인 변화를 비교했을 때,

표 18. 처치집단에서 수집된 주요 결과변인 측정치들의 시기에 따른 변화 차이검증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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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처치집단의 주요 종속측정치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

역경후 성장 및 행복 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우울 증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그림 4에 도시하였다.

이러한 통계적인 유의도(statistical significance)와 더불어, 처치집단에 가해진

개입이 종속측정치의 변화에 미친 영향의 실제적인 유의도(practical significance)

를 살펴보기 위하여 Cohen(1998)의 d값을 산출하였다(표 18, 표 19). 효과크기(d)

가 .20 미만일 때는 효과가 없고, .20 이상 .50 미만일 때는 낮은 효과크기, .50 이

상 .80 미만일 때는 중간 크기, .80 이상일 때는 처치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다

(Cho, Smits, Powers, & Tech, 2007; Cohen, 1988). 처치가 역경후 성장(d=1.73)

과 행복(d=1.71), 우울(d=1.00)의 개입 전-후의 변화량에 미치는 효과 크기 역시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입 전부터 개입이 종료되고 4주 경과된 이후까지

의 변화량에도 처치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d=1.31～2.64). 개입이 종료된

직후부터 4주 후의 지속 효과에 있어서는 역경후 성장(d=.93)과 우울(d=.83)의 효

과크기가 높은 반면, 행복(d=.10)의 효과크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적으로 상실의 치유 및 성장 프로그램의 개입이 주요 결과변인에 미친 영향의 통

계적 유의도와 실제적인 유의도 간에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처치집단에서 인지적 처리방략과 신념체계, 성격차원의 개입 전-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 19에 각 측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차이에 대한 대응

표본 t 검정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상실의 치유 및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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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
사전 사후

t d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장촉진 방략 46.70 10.27 54.50 14.31 -2.41* .63

부적응 방략 34.51 6.35 32.00 8.07 .65 .35

세계우호 12.83 1.64 13.67 2.23 -1.09 .43

타인우호 12.67 1.98 12.83 2.04 -.27 .08

정의 9.50 2.15 10.17 1.64 -1.77 .35

통제 10.21 1.91 9.43 1.58 1.08 .45

무선성 12.33 1.58 13.33 1.44 -1.59 .66

자기가치감 12.17 3.97 16.17 2.32 -3.18
*

1.23

자기통제감 11.22 2.10 12.74 2.30 -2.66
*

.69

행운 10.50 2.51 12.50 3.67 -2.13 .64

역기능신념 40.00 13.70 25.67 8.44 4.96** 1.26

성격 성숙도 101.17 28.61 110.66 19.30 -4.97
**

.39

자율성 46.67 5.03 52.67 8.17 -6.51
***

.88

연대감 54.53 6.29 58.00 3.41 -2.50
*

.69

자기초월 42.67 13.22 42.83 11.50 -.16 .01

프로그램의 주된 치료적 기제로 활용된 성장촉진적 인지적 처리방략의 합산 점수

는 개입 전보다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t=-2.41,

p<.05), 성장과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던 부적응적 인지적 방략의 합산 점수는

개입 전후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t=.65, ns).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

의도한 인지적 처리방략의 개입 효과가 일부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념체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 기본가정 중 자기가치감(t=-3.18,

p<.05)과 자기통제감(t=-2.66, p<.05)이 개입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

고 역기능적 신념(타인의 인정요구)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t=4.96,

p<.01). 이들 세 변인의 변화량에 대한 효과크기를 살펴보면(표 19), 자기가치감

(d=1.23)과 역기능적 신념(d=1.26)의 변화량에 대한 효과크기가 큰 편이고 자기통

제감(d=.69)의 효과크기는 중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9. 처치집단에서 수집된 과정변인 측정치들의 시기에 따른 변화 차이검증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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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의

변화량

인지적

방략

역경후

성장
행복 우울

긍정

신념

역기능

신념

역경후 성장 .56*

행복 .60** .39*

우울 -.43* -.15 -.46*

긍정 신념a .23 .12 .50* -.23

역기능적 신념 -.35 -.09 -.42* ..31 -.58**

성격 성숙도 .54* .29 .45* -.59** -.33 -.39*

성격차원의 사전-사후 변화를 살펴보면, 자율성과 연대감 각각의 점수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증가치를 보였으며(t=-6.51, p<.01, t=-2.50, p<.05), 변화량에 대

한 효과크기 역시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자율성과 연대감의 합산

점수인 전반적인 성격 성숙도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으나(t=-4.97, p<.01) 효과크기가 낮은 편에 속하여(d=.39) 실제적인 차이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전반적인 성격 성숙도에 대한 개입 효

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성격적 성숙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 자기초월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t=-.16, ns).

이어서, 처치집단에서 얻어진 주요 종속측정치들의 사전-사후 변화량 사이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표 20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상실의 치유 및 성장

프로그램의 기본 기제로 활용한 성장촉진적 인지적 처리방략의 변화량이 역경후

성장 변화량과 .56의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상실에 대한 의미재구성

과정에서 긍정적 재평가, 계획 세우기, 긍정적 초점변경 등을 많이 사용할수록 역

경후 성장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 인지적 처리방략의 사

용은 행복의 증가(r=.60, p<.01) 및 우울의 감소(r=-.43, p<.05)와도 유의미한 상

관을 보였다. 따라서 인지적 처리방략이 상실에 관한 의미처리와 정서조절의 양

측면에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확인되었다.

표 20. 처치집단에서 수집된 사전-사후 변화량 사이의 상관계수(N=10)

a
연구 2에서 역경후 성장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인 기본 가정들의 합산 점수

(세계우호, 타인우호, 정의, 자기가치감, 자기통제감, 행운)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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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성장촉진적 인지적 처리방략의 변화량은 신념체계의 변화량과는 유의미

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성격 성숙도의 변화량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

였다(r=.54, p<.05). 역경후 성장의 변화량과 행복의 변화량은 정적 상관을 보였

으나 우울의 변화량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신념 및 성격 성숙

도의 변화량과도 유의미한 상관이 관찰되지는 않았다.

통제집단의 사전-사후측정치 차이 비교

통제집단에 참여한 12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8주 간격)에 수집한 종속측정치

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차이검증 결과를 표 21에 제시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통제집단에서 두 시점에 반복 측정된 역경후 성장과 행복삼각형 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우울 점수는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t=-2.92,

p<.05). 따라서 아무런 처치를 가하지 않았을 때에 성장 및 행복감의 증가는 나

타나지 않으나 우울 증상의 자연스러운 호전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

변인 측정치의 변화 추이는 그림 5에 도시하였다.

인지적 처리방략의 경우, 성장촉진적 방략과 부적응적 방략 모두 유의미한 변

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성격차원의 변화 역시 전반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 다

만, 신념체계의 변화를 살펴봤을 때, 타인에 대한 우호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그림 5. 통제집단의 주요 종속측정치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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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
사전 사후

t d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역경후 성장 53.83 12.13 52.25 21.73 .37 .09

행복삼각형 39.33 11.40 37.58 15.65 .74 .13

우울 17.25 9.34 13.17 10.09 2.92
*

.42

인지적 처리

성장촉진 방략 48.67 8.16 46.66 11.83 .66 .20

부적응 방략 35.75 3.33 32.50 8.83 1.24 .49

신념체계

세계우호 10.75 2.75 12.41 2.75 -1.01 .60

타인우호 10.92 1.38 12.67 3.39 -2.22
*

.68

정의 12.58 1.93 10.25 2.96 2.05 .93

통제 11.42 2.27 9.67 1.97 1.93 .82

무선성 12.33 2.64 12.75 1.60 -.51 .19

자기가치감 11.58 2.61 12.33 3.77 -.67 .23

자기통제감 10.50 1.93 12.75 2.89 -2.18 .92

행운 10.42 2.87 11.75 3.28 -.95 .43

역기능신념 46.36 6.98 35.67 7.99 3.63** 1.42

성격차원

성격 성숙도 87.75 25.32 91.33 23.86 -1.02 .15

자율성 34.41 15.59 34.32 13.93 -1.84 .01

연대감 53.33 12.51 53.17 11.89 .10 .01

자기초월 29.91 6.24 28.08 9.66 1.08 .23

표 21. 통제집단에서 수집된 종속측정치들의 시기에 따른 변화 차이검증

  * p<.05. ** p<.01. 

역기능적 신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념체계의 부분적인 변화가 관찰되었

다. 타인에 대한 우호성은 처치 집단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신념이

며, 역기능적 신념은 처치집단에서도 유의미한 감소가 관찰되었다. 타인에 대한

우호성과 과도한 인정 요구는 모두 타인 지향적인 신념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우연적인 것인지 아니면 상실의 고통으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변화인지는 통계적 분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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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
처치집단 통제집단

F
partial

η2 평균차이 표준편차 평균차이 표준편차

역경후 성장 22.23 13.91 -1.58 14.83 8.53** .36

행복삼각형 24.55 20.02 -1.75 8.21 17.60*** .64

우울 -12.75 5.91 -4.08 4.85 2.33 .16

성장촉진 방략 7.80 12.22 -2.01 10.53 5.83
*

.27

부적응적 방략 -2.51 13.33 -3.25 9.05 .06 .01

긍정 신념 8.18 10.50 5.42 16.45 .81 .03

역기능적 신념 -14.33 11.31 -10.69 10.19 .02 .01

성격 성숙도 9.49 9.63 3.58 12.19 4.92
*

.23

  집단간 차이 비교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수집된 주요 종속측정치들의 사전-사후 변화량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개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반복측정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사전 측정치들에서

두 집단 간 다소 차이가 발견되므로 보다 엄격한 분석을 위해 주요 사전 측정치

들(역경후 성장, 행복 삼각형, 우울, 성장촉진적 인지적 방략, 부적응적 인지적 방

략, 성격 성숙도)을 공변인으로 투입하여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집단의 종속

측정치 사전-사후 변화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F(1, 14)=3.62, p<.05, Wilks' λ=.36.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여 처

치집단에 적용한 개입이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두 집단의 사전-사후 측정치의 변화량 및 차이검증의 결과를 표 22에 제시하

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경후 성장에서의 집단(처치집단, 통제집단)과 시기(사

전, 사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F(1, 14)=8.53, p<.01, 행복삼각

형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F(1, 14)=17.60, p<.001, 두 변인에

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2. 집단 간 종속측정치의 사전-사후 변화량 차이검증과 효과크기

주. 평균차이는 사후측정치의 평균에서 사전측정치의 평균을 뺀 것임.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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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우울에 있어서 집단과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았다. 다음으로 과정적 변인인 인지적 처리방략의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성장

촉진적 인지적 방략의 집단과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F(1, 14)=5.83, p<.05, 부적응적 방략에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역경후 성장을 통해 변화할 것으로 예상했던 긍정적

신념과 역기능적 신념, 성격 성숙도의 변화량에서도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본 결과, 성격 성숙도에서만 집단과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나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F(1, 14)=4.92, p<.05.

더불어 처치집단에 가해진 개입의 효과로 귀인될 수 있는 총변화량의 비율을

의미하는 부분에타제곱(partial η2)을 산출하였다(표 22). 부분에타제곱은 .01 수준

일 때는 처치 효과가 작고, .06 수준일 때는 처치의 효과가 중간이며, .14 이상일

때는 처치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다(Kittler, Menard, & Phillip, 2007; 유성진,

2010에서 재인용). 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 처치집단에게 실시한 상실의 치유 및

성장 프로그램은 행복과 역경후 성장을 증가시키는데 큰 효과 크기를 보였을 뿐

아니라 우울의 감소량에 있어서도 큰 효과 크기를 보였다. 이는 만약 참여자의

수를 증가시킨 후에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다면 우울증상의 변화량에서도 유의미

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성장촉진적 인지적

처리방략의 변화량과 성격 성숙도의 변화량에 있어서 큰 효과 크기가 관찰된 반

면, 부적응적 인지적 처리방략과 신념체계의 변화량 차이에서는 효과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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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연구 3의 목적은 역경후 성장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는 요인으로 간주되는 인지

적 처리방략들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 상실의 치유 및 성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총 8회기에 걸쳐

긍정적 재평가, 계획 다시 세우기, 긍정적 초점변경 방략을 상실의 의미재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10년 이내에 가까운 이

의 상실로 인한 심각한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일반 성인 18명에게 실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상실의 치유 및 성장 프로그램의 개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처치집단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상실경험이 있는 성인 14명을 모집하여 통제

집단을 구성하고 각 집단에서 역경후 성장, 행복, 우울, 인지적 처리방략, 신념체

계, 성격차원의 측정치를 시기별로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집단간 비교에서 처치집단의 주요 종속측정치 변화량(역경후 성장,

행복삼각형, 성장촉진적 인지적 처리방략, 성격 성숙도)과 통제집단의 종속측정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상실의 치유 및 성장 프로그램 개입

의 긍정적 효과가 일부 확인되었다. 또한 집단내 비교에서, 처치집단의 주요 변인

들의 사전-사후 측정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 아니라 역경후 성장과

우울의 사후-추후 측정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면, 통제집단의 주요

변인들의 사전-사후 측정치들은 우울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연구 3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성장촉진 및 치유적 효과가 지지되었다. 이

상의 결과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 필요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우선 처치집단내 각 시기별 주요 측정치들의 변화를 비교하면, 총 8회기에 걸

쳐 상실에 대한 의미재구성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참여자들의 역

경후 성장 수준과 행복 수준이 증가하였고, 우울 수준은 감소하였다. 특히 역경후

성장과 우울 수준은 프로그램 종료 후 4주가 경과된 시점에서 유의미하게 증가

혹은 감소하였고 행복 수준은 개입 직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통제집단의 주요 변인들은 우울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사전-사후에 유의미한 변

화를 보이지 않아 상실경험자에 대한 성장촉진 및 치유의 효과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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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긍정적 초점변경, 계획 세우기, 긍정적 재평가와 같은 인지적 처리방략의 사

용이 처치집단에서 개입 이후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나아가 인지적 처리방략

을 많이 할수록 역경후 성장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제집

단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연구자가 적용하고자 한 개입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검증되었다. 우울증상의 경우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서 유의미

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집단간 사전-사후 변화량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집단차를 보이지 않았으나 집단간 변화량의 비교에서 부분에타제곱(partial η2)이

큰 수준이고 처치집단내 효과크기(d)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연구참여자의

수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개입의 효과가 검증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개입의 주요 결과변인들과 더불어 신념체계 및 성격 변인들의 집단내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처치집단에서는 자기가치감, 자기통제감, 타인의 인정요구의 신념

변화가 사전-사후 사이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TCI의 성격차원의 변화에서

는 자율성, 연대감, 그리고 이 두 요인을 합산한 성격 성숙도가 유의미하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치집단에서 사전-사후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변인들은

연구 2의 횡단적 자료를 통해 역경후 성장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변인들과 거

의 일치하였다. 다만, 연구 3에서는 처치집단의 표본크기가 매우 작았고(10명)

8주간의 개입이 깊은 수준의 변화가 발현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닐 수 있기 때

문에 후속 연구에서 좀 더 충분한 시간과 표본수를 확보한 후 다시 한 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통제집단 내에서의 신념 및 성격적 변화를 살펴보면, 성

격차원의 사전-사후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고 변화량에 대한 집단간 차

이는 유의미하였기에 상실의 치유 및 성장 프로그램이 성격적 성숙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에게 과도한 인정을 기대하는 역기능적

신념은 처치집단 뿐 아니라 통제집단에서도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났고 사전-사

후 변화량의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바,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과도한 인정 요구 신념을 감소시키는 데는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인지적 처리방략들 중 기존 정서조절관련 연구들에서 부적응적 처리방략으로

분류되어 왔던 처리과정(자기비난, 타인비난, 파국화)이 두 집단 모두에서 약간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며, 사전-사후 변화량에 있어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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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연구 2에서 도출된 결과와 일관된 것이다. 즉,

연구 2에서도 역경후 성장과 부적응적 인지적 처리 간에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

으로 나타났었다. 특히 연구 3에서는 8주 간격의 종단적 측정치로 검증한 것이기

때문에, 부적응적 인지적 처리가 역경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상실로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후에 많이 성장한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역경 직후에는 누구나 상당한 고통과

충격에 빠지기 때문에 자기비난이나 타인비난, 반추, 파국적 해석과 같은 인지적

처리과정을 통해 고통스러운 감정을 배출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

라서 역경 직후에 경험하는 부적 정서와 이러한 인지적 처리과정이 관련되겠지

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이들 방략이 성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

지 않는다.

아울러 연구 2에서 기저의 성격적 성숙 수준이 역경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지 못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 3에서 8주 간격으로 측정한 사전

성격 성숙도와 사후 역경후 성장 총점 및 역경후 성장의 사전-사후 변화량의 상

관을 살펴본 결과,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서 어떠한 유의미한 상관도 나타

나지 않았다. 두 집단 모두 표본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통계적 검정력이 약했

고 사전 측정치가 기저의 성격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분석결과로서는 기저의 성격 성숙도가 역경후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다음으로 연구 3의 제한점에 대해 몇 가지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처치집단에

서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연구와 통제집단에 최종적으로 참여한 인원이 각각 10명

과 12명으로 매우 적어서 통계적 검정력이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표본 수를 충분

히 확보하여 프로그램 실시 및 효과검증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프

로그램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효과와 구체적인 심리적 기제를 보다 명확히 밝히

기 위해서는 증거기반의 검증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

어, 본 연구에서는 상실로부터 경과된 기간이나 공병(comorbidity) 등을 통제하지

못하였고 타전문가들로부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충분히 확

보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통제집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아 처치집단에서 인지적 처리 이외에 집단프로그램의 상호작용 요인 및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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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 요인이 역경후 성장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하

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통제된 조건 하에 비구조화된 집단상

담의 형태나 다른 기존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비교집단에 실시하여 상실의

치유 및 성장 프로그램의 고유한 개입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상실경험자들

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관찰된 특징 중 하나는 상실한 사실을 수치

스럽게 생각하거나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집단 초기에 자기공개하기를

상당히 두려워한다는 점이었다. 이는 초기 탈락자들의 주된 공통점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집단에 참여하면서 자기공개를 경험한 것이 성장 및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역경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

리사회적 요인들을 최대한 고려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

로, 연구 2와 연구 3의 결과들은 모두 구조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해 양적 분석을

실시하여 도출된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실을 통한 성장에 이르는 의미재구

성 현상을 온전히 정교하게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에 연구 4에서 심각

한 상실경험을 통해 성장을 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접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질적 분석을 수행하여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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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4. 상실의 의미처리와 성장과정 분석: 질적 연구

연구 4의 목적은 관계상실을 통한 성장 현상을 구조화되거나 규정된 틀에서

최대한 벗어나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양적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과 비교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관계상실을 통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지

적 처리방략들을 탐색하였지만, 이는 구조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고 양적 분석

을 실시하여 얻어낸 결과로서 현상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한계와 아쉬움이

있다. 예를 들어, 긍정적 재평가 방략이 성장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임을 통계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지만, 상실경험의 어떤 측면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인

지를 정교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한국인의 관계상실 및 성장 현상이

어떤 모습인지 관찰하고, 역경후 성장 척도로 측정한 성장이 과연 실제 타인이

관찰했을 때도 타당한지, 그리고 높은 수준의 성장을 보고한 사람들이 실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하는 작업은 앞으로 이 현상에 대한 연구를 지

속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긍정적

환상이라는 비판의 문제에 대해서도 현상에 근접하여 관찰함으로써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 역경후 성장 수준이 높은 사람을 선발하여 심층면담

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이론(ground theory) 접근법으로 분석하여 상실의 의미처

리와 성장과정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근거이론은 현상에서 적합한 개념이 아직

확실히 확인되지 않고 개념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특정한 현상에

적합한 변인과 그렇지 않은 변인들이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이론적 기반

이 갖추어지지 않은 분야들이나, 비록 기존 이론이 있으나 수정되거나 명확하게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들에 대한 탐색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Strauss & Corbin, 1998). 역경후 성장이라는 현상이 다양한 용어만큼이나 개념

에 대한 합의나 정립이 아직 필요한 상황이며, 역경을 통한 성장 과정에 대한 이

론적 모형은 제시되어 있지만 이를 관계상실이라는 특정 역경 상황의 맥락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근거이론 방법론에서 연구자의 민감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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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본 연구자가 임상심리전문가로서 임상현장에서 관계상실로 인한 고통을 호소

하는 내담자나 환자들을 만나 평가 및 치료를 한 경험이 있고, 개인적으로 가까

운 관계에서의 사별로 인한 고통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경험하였다고

생각하기에 현상을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이해하며 자료에 의미를 부

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면담을 통해 수집된 근거자료로부

터 개념을 추출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상담경험이 풍부한 임상심

리전문가들과 논의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방 법

연구참여자

연구 2의 참여자들 중 가장 심각한 역경 경험으로 ‘가까운 이의 상실’을 보고한

사람들 205명 중 역경후 성장 총점이 평균보다 1 SD 이상이고 상실로부터 경과

된 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들을 1차로 선별하고, 이들 중 후속 연구 참여에 동

의한 25명에게 심층면담을 요청하였다. 처음에 16명이 지원하였는데, 그 중 PTGI

점수는 높았으나 실제 초기 면담 시 별다른 성장을 보고하지 않거나 오히려 상실

로 인한 고통과 부적응만을 보고하여 ‘상실을 통해 성장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4명은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12명을 본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였다(표 23).

상실을 통해 성장한 사람들을 선정하기 위해 역경후 성장 척도(PTGI)를 사용

하였다. 따라서 이 척도에서 개념화한 성장의 내용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선별하

였기에 질적 연구를 통한 새로운 개념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비판

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후 성장 척도를 사용하여 참여자를

선정한 이유는 첫째, 성장이라는 것은 개인이 과거와 비교해서 긍정적으로 변화

했다고 인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타인의 보고보다는 당사자의 주관적 보고를

1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선행연

구들에서 사용한 역경후 성장 척도의 내용 중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심층면담을 통해 성장 현상을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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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
결혼

여부
종교

상실

대상

상실

유형

상실

이유

경과

기간

참여자1 여 32 기혼 무교 아버지 사별 자살 1년 3개월

참여자2 여 39 기혼 무교 오빠 사별 교통사고 9년

참여자3 여 30 미혼 무교 연인 이별 실연 3년

참여자4 남 27 미혼 무교 연인 이별 실연 8개월

참여자5 여 37 기혼 기독교 아버지 사별 질병(암) 13개월

참여자6 남 41 기혼 성공회 조카 사별 자살 7개월

참여자7 여 54 기혼 기독교 배우자 이별 수감 1년 6개월

참여자8 여 52 기혼 기독교 배우자 사별 교통사고 7년

참여자9 여 40 기혼 불교 자녀 사별 사산 6년

참여자10 여 52 기혼 천주교 시모 사별 질병(암) 1년 4개월

참여자11 여 24 미혼 기독교 아버지 사별 질병(암) 1년 3개월

참여자12 여 26 미혼 기독교 양친 사별
질병(모:뇌손상,
부:당뇨)

10년

표 23. 심층면담에 참여한 12명의 인적사항 및 상실경험 특성

수 있다고 생각되어 상실을 통해 성장한 사람을 선정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평균 연령은 37.8세(SD=10.55)로 범위는 24～54세였다. 상실사건으로부터 경과

된 기간은 평균 3년 7개월이며, 7개월부터 10년까지 보고되었다. 총 12명의 면담

자 중 사별을 경험한 사람이 9명, 이별을 경험한 사람이 3명이며, 종교인이 12명

중 8명이었다. 종교를 가진 시점은 모두 상실 이전부터였다.

12명의 면담자가 모두 의미 있는 관계에서의 상실경험을 했고 그로 인한 충격

의 심각도가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로, 참여자 6의 경우 상실의 대상이

조카이기 때문에 원가족보다는 친밀감이 낮을 수 있으나, 사별의 이유가 자살이

었기 때문에 충격심각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간주되어 외상적 상실경험에 포함시

켰다. 또한 참여자 10의 경우에도 상실의 대상이 시어머니였기에 원가족보다는

친밀감이 낮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혼생활 26년간 친어머니보다 훨씬 더 가깝

고 좋은 관계로 지냈다고 하여 면담대상자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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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면담을 위한 질문지 작성 및 예비조사

역경후 성장과 관련된 선행 연구 및 문헌들을 고찰하고, 연구 1, 2, 3의 결과들

을 참고하여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질문의 영역들과 좀 더 구체적

인 하위 질문들을 작성하였다. 주요 질문은 상실 사건 자체의 특성, 상실로 인한

고통과 영향, 상실을 통한 긍정적 변화 및 성장, 상실 극복에 도움이 된 것, 현재

삶의 모습에 대한 5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졌고, 하위 질문은 총 24개의 문항이 포

함되었다.

질문지의 내용이 참여자들에게 잘 전달되고 이해될 수 있는지, 혹은 보충해야

할 질문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참여자 3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3명의 참여자 모두 질문사항을 대체로 잘 이해하고 적절히 답하

였으나 역경을 통한 성장에 도움이 된 요인과 역경으로부터 회복되는데 도움이

된 요인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이 두 질문을 합쳐서 질

문하기로 하였다. 또한 상실 경험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 및 성장에 대한 질문이

다소 모호하다는 피드백이 있어, 광범위한 열린 질문을 한 다음 다시 한 번 6가

지 세부 영역들에 대한 긍정적 변화여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과정

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연구 3의 면담흐름표를 표 24에 제시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한 근거자료 수집

본격적인 면담은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한달 반 동안, 선발된 12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차 면담은 약 2시간씩 진행하였고, 장소는 서울

소재 대학의 상담센터 내 개인상담실이나 서울시내 사설 스터디 룸을 대여하여

면담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실시하였다. 면담 시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전

면담과정을 녹음하여 축어록을 전사하였고, 그 내용을 근거이론 방법에 따라 분

석하였다. 면담 시에는 긍정적 변화나 성장의 내용에 대한 객관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되도록 구체적인 에피소드와 사실적 근거들을 함께 제시하도록 이끌었다.

1차 면담 자료에 대한 개념 분석 작업을 실시한 후,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한 사

항을 정리하여 2차 보충 면담을 실시하였다. 보충면담 역시 약 1시간 30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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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질문 하위질문

상실 사건의

특성은

무엇인가?

Ÿ 상실의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잃었습니까?

Ÿ 상실사건으로부터 얼마나 경과되었습니까?

Ÿ 상실 이전에 그 대상과의 관계는 어떠하였습니까?

Ÿ 상실(헤어지거나 떠나보낸)의 이유 혹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상실 직후에

어떠한

영향/고통을

받았나?

Ÿ 상실로 인해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Ÿ 상실했을 때의 충격과 고통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습니까?

Ÿ 그 고통과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었습니까? 혹은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상실경험을

통하여 긍정적

변화 및 성장을

경험하였나?

Ÿ 상실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긍정적으로 변하거나 성장

한 측면이 있습니까?

Ÿ 이번에는 다음에 제시하는 영역별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거나 성장한

측면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있다면 구체적인 에피소드와

함께 이야기해주십시오.

① 나 자신에 대한 지각과 생각의 변화

② 타인에 대한 태도나 대인관계에서의 변화

③ 인생관 및 가치관의 변화

④ 영적 혹은 종교적 변화

⑤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의 변화

⑥ 감사 경험 증가

⑦ 기타

Ÿ 나의 이러한 긍정적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나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

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실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

Ÿ 이러한 역경을 극복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 것들은 무엇입니까?

Ÿ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대처방법을 사용하였습니까?

Ÿ 상실로 인해 힘들 때 주로 어떤 생각들을 했습니까?

현재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Ÿ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Ÿ 불만족 한다면, 어떤 점들이 불만족스럽습니까?

Ÿ 학업이나 직업적 영역에서의 역할수행은 충실히 하고 있습니까?

Ÿ 대인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Ÿ 봉사나 여가생활은 어떠하십니까?

표 24. 상실의 의미처리와 성장에 관한 면담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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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에 걸쳐 직접 대면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4명의 참여자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거나 재방문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보충면담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에게는 보충 면담이 끝난 후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근거이론 방법의 분석절차를 따랐다(권경인, 2007;

최금혜, 2006; Strauss & Corbin, 1998, 그림 6 참고). 먼저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

된 녹음자료를 필사하여 이를 원자료로 사용하였고, 아울러 면담을 진행하는 과

정에서 관찰되는 참여자의 얼굴표정, 행동, 반응 등의 특징을 현장에서 메모하여

이를 근거자료에 포함시켰다.

그림 6. 근거이론을 이용한 이론 도출과정(최금혜, 2006; 권경인, 200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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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축어록을 작성한 후에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코딩절차에 따

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장 먼저, 문장을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의미 있는 개념

을 명명하는 개방코딩을 하였고, 이렇게 추출된 개념들을 비슷한 범주끼리 일차

로 묶어서 범주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중간 단계의 범주를 하위범주로, 비슷한 하

위범주끼리 다시 묶어서 범주로 추상화하였다. 개념화 및 범주화 과정을 1차로

마치고 임상심리전문가 3인에게 차례로 피드백을 받으며 비교, 검토해 나가면서

최종적인 범주를 설정하였다. 분석에 참여한 임상심리전문가 3인은 전문가 자격

증 취득 후의 상담경력이 최소 7년 이상이며 이들 중에는 가족과 사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어 본 연구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을 더욱 깊고 민감하게 분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패러다임 모형을 찾는 축코딩을 통해 범주

들 간의 관계를 형성한 후 최종적으로 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 1인과 검토 작업

을 하였다. 이렇게 개념 및 범주화한 자료는 면담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자신

이 말한 의도대로 적절히 분류되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였다.

그림 7 . 연구 4의 전체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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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하위범주 속성 차원 범 주

충격적인 사별을 경험함

충격적인 단절을 경험함

충격적인

상실사건 발생
경험 유-무

충격적

상실로

인한

고통

경험

인과적

조건

슬픔과 우울, 절망

상실에 대해 자책하고 후회함

원망하고 미워함

정서적 고통 정도 큼-작음

심장통증, 불면, 거식증, 체중감소,

발작 등 이상증상

신체적 증상과

고통
정도 강-약

인생무상

삶을 포기하고 싶어
비관적 생각 정도 강-약

가깝고 친밀한 대상

존재감이 크고 중요한 대상

의미 있는

대상의 상실
정도 큼-작음

예상치 못함

미쳐 마음의 준비가 안됐음

상실에

준비되지 않음
정도 분명-전혀

결 과

  자료의 범주화 결과

본 연구 자료에 대한 개방코딩과정에서 심층면담 및 관찰을 통해 얻은 자

료를 완전축어록으로 전사하고, 이를 문장 단위로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를 통해 개념을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각 개념들을 무

리지어 1차로 범주화하고, 이를 임상심리전문가들과 개념 및 범주에 대해 논

의한 후 다시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68개의 개념과 37개의 하위범주, 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표 25).

표 25. 자료에서 도출된 개념, 하위범주, 범주



- 84 -

개 념 하위범주 속성 차원 범주

긍정의 유산 낙관성
정도 큼-작음

개인내적

특성

중재적

조건

강하고 씩씩한 성격 강인성

주변 사람들이 위로와 도움을 줌 위로와 도움 정도 많음-적음

사회적

지지타인의 조언을 통해 자신과 인생

에 대해 새롭게 봄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줌

타인의 조언과

경험담
경험 유-무

상실의 이유를 이해하려 함

상실로 인한 고통의 의미를 찾아

보려함

상실을

이해하려 함
행위

적극적

-소극적

상실에

대한

의미

재구성

과정

작용/

상호

작용

전략

실컷 원망하다 상황 자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됨

감정정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됨

경험 유-무

스스로를 위해 원망과 자책을

멈추고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임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임
경험 유-무

슬픔은 계속 가져가야 함
슬픔에 대한

수용적 태도
경험 유-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음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음

경험 유-무

상실대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

함

대상과의 재회를 약속함

대상과의

연결성 회복
경험 유-무

주위 사람들을 돌보는데 에너지를

전환함

긍정적

주의전환
경험 유-무

고난은 축복의 통로

역경 속에서 이룬 것들에 주목함

불행 중 다행인 점들에 감사함

긍정적 재평가 경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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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하위범주 속성 차원 범주

개인 및 가족상담을 받음
전문적

상담받기
행위 유-무

다양한

활동

작용/

상호

작용

전략

시를 읽고 베껴 씀

종교 및 심리 관련 서적을 읽음
책읽기 행위 유-무

여행으로 우울을 달램 여행 행위 유-무

교회에 자주 나감

스님과 메일을 주고받음
종교 활동 행위 유-무

친밀한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함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음

타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수용함(자기한계 수용)

이타적 태도를 갖게 됨

관계심화 및

이타적 태도

함양

정도 큼-작음

긍정적

변화 및

성장

결과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됨
자기수용 및

긍정
정도 큼-작음

눈치 보기를 멈추고 자신의 욕구

와 가치를 존중함

나 자신에게 투자함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선택함

삶의 기술과 역할이 확대됨

자기실현의 삶 정도 큼-작음

강인성이 증가함

유연성이 증가함

스트레스 감내력 증가

겸손해짐

성격강점의

획득 및 증가
경험 유-무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깨달음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살기로 함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음

삶의 의미와

가치의 긍정적

변화

경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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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하위범주 속성 차원 범주

신앙심이 깊어짐

신 앞에 겸손해짐

초월적 힘에 대한 관심 증가

종교적, 영적

성장
정도 큼-작음

긍정적

변화 및

성장

결과

소소한 것들에 감사함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감사함

살아있음에 감사함

감사경험의

증가
정도 큼-작음

인생을 넓은 눈으로 바라봄 조망의 확대 정도 큼-작음

긍정적 변화에 대해 타인의 피드

백을 받음

(밝아짐, 둥글둥글해짐, 여유 있음,

도를 닦았다, 열정적임)

타인에 의해

관찰된 변화
경험 유-무

이 이상 좋은 수 없어
전반적

삶의 만족
정도 큼-작음

만족

스럽고

균형잡힌

현재의

삶 현상

일과 학업에 충실함

일에서 보람과 열의를 느낌
일에 몰입함 정도 큼-작음

친밀한 대인관계
친밀한

대인관계
정도 큼-작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함
나눔과 봉사를

실천함
행위

적극적-

소극적

새로운 취미활동을 시작함

여행을 즐김
여가를 즐김 빈도 자주-가끔

상실로 인한 슬픔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경제적, 현실적 어려움

남아 있는 고통 정도 큼-작음

남아

있는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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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개념화 및 범주화 자료를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

건, 작용/상호작용, 결과, 현상에 따라 개념과 범주를 엮는 축코딩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충격적 상실로 인한 고통의 경험이라는 인과적 사건과 긍정적 변화

및 성장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이러한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어나

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서 상실에 대한 의미재구성 및 다양한 활동들이 나타

났고, 이러한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재적 조건으로 개인내적 특성 및 사

회적 지지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들에게서 관찰되는 현상으로는 만족

스럽고 균형 잡힌 현재의 삶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범주들 간의 관계를 패러다임

모형으로 그림 8에 제시하였다.

연구 4에서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근거자료들을 통해 총 8가지 범주가 도출

되었는데, 이들 중 본 연구자가 앞서 실시한 일련의 양적 연구들에서 초점을 두

고 정교화 하고자 한 ‘상실에 대한 의미재구성 과정’ 범주와 ‘긍정적 변화 및 성

장’ 범주의 개념 및 하위범주에 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나머

지 6가지 범주에 대한 상세한 분석 내용과 면담자료는 부록 10에 제시하였고, 연

구 4에서 도출된 전체 개념 및 범주화 결과에 대해서 논의에서 요약 및 종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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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상실의 의미처리와 성장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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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실에 대한 의미재구성 과정 분석

상실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혹은 무엇이 도움이 되

었는지 묻고 참여자들이 보고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총 12개의 개념과 8개의 하

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상실을 이해하려 함

▪ 상실의 이유를 이해하려 함(도대체 왜)

충격적 상실사건이 일어났기에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죽음이나 이별의 의도가 상실한 대상에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질문을 더 많이 던지게 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왜 저런 선택을 하셨을까, 왜 저렇게 돌아가셨을까, 계속 생각하게 되요. 아마도 그 당

시에 아빠는 참 많이 복잡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3개월 시한부인데, 주식 빚이 4

천이고 집 문제로 며느리와 마찰까지 있었고...<참여자 1>

2년 반이나 거의 사실혼 관계였고 당연히 결혼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

어요. 아마도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뭔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서울로 간 것 같아요. <참여자 3>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아직 조카가 남긴 유서를 열어볼 생각은 못하고 있지

만, 주위 사람들한테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업스트레스나 가족문제, 아니면 조카 개인

적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추측할 뿐이죠. <참여자 6> 

▪ 상실로 인한 고통의 의미를 찾아보려함

상실을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도대체 왜 하필 나에게 혹은 우리 가족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는가’, ‘인생에서 고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왜 주어지는가’ 등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자 하는 인지적 노력이 관찰되었다. 고통 속

에서도 이를 억제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고통을 인식하고 성찰함으로써 의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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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일어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고통이라는 화두의 해답을 종교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했어요. 제가 다니는 성공회뿐만 

아니라 불교, 도교 같은 동양의 종교나 전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죠.<참여자 6>

내가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한테 주시느냐고 하느님께 

계속 원망하면서 물어봤어요. <참여자 5>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에 대해 한동안 계속 고민을 했어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평탄하지 않느냐고...<참여자 12>

2) 감정 정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됨

▪ 실컷 원망하다 상황 자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됨

참여자들은 원망감과 분노를 표현하다가 어느 순간 역경에 대한 시각이 새롭게

전환되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내면의 부정적 감정들을 표출함으로써 정화

가 이루어진 후에 상황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지적 자원(cognitive

capacity)이 생긴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이는 상실로 인한 고통스러운 정서의

표현이 역경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연구 2의 결과를 일부 지

지하는 발견이며, 정서 표현이 조망의 확대나 성찰 과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여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엔 하느님을 원망했죠. 내가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한테 주실 수 있느냐고 원망했어요. 납득이 안가고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도 안 됐

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 다니면서 어린 애가 생떼 쓰듯이 계속 불평불만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살아계시지 않냐, 

수술로 바로 돌아가실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 살아계시지 않냐’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감사하게 됐고 하느님을 깊이 만나는 순간을 경험했어요. <참여자 5>

하느님께 저희 어머니 구제 안 해줄거냐, 아무 잘 못 없으신데 저렇게 착한 분인데...하

면서 매일 대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하느님이 받아주셨을거라 생각하게 됐어요. 

조금 아프고 돌아가셔서 감사해요. 다행이다 생각하고 내가 모셔서 그나마 어리광도 부

리실 수 있었던 게 감사했어요.  <참여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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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하느님께 인생이 평탄하지 않은 것에 대해 펑펑 울면서 원망하고 다 쏟아낸 적

이 있어요. 후련하면서도 내가 왜 싫은 것에 대해서 말도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하느님이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참여자 12>

3)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임

▪ 스스로를 위해 원망과 자책을 멈추고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임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상실로 인한 원망과 자책을 어느 순간 멈추고 상황을

돌이킬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사건이나 상황, 혹은 원망

의 대상에 대해 체념하거나 수용하는 이유가 나 자신을 위한 결정 및 판단이었다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픔을 준 대상에 대한 원망과 섭섭한 마음들을 날마다 내려놓으면서 자유함을 얻으려

고 신앙에 의지하면서 하루 하루를 살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7>

나를 탓하다가 결국엔 나도 살아야겠기에,  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체념

하게 됐어요. <참여자 1>

저한테 일어 난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고 한동안은 눈물로 지샜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고통과 충격이 무뎌졌어요. <참여자 8>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후회한들 아빠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빨리 시간

이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슬픈 마음을 추스르려고 애를 썼어요. <참여자 5>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짐은 계속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9>

4) 슬픔에 대한 수용적 태도

▪ 슬픔은 계속 가져가야 함

상실로 인한 정서적 고통 중 슬픔이라는 감정은 역경을 극복하고 성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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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유일하게 수용하고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

을 통해 알게 된 흥미로운 발견중 하나는 상실을 통해 성장한 사람들에게 원망감

과 죄책감, 절망감 등의 부적 감정들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감정인데 반해, 슬픔

은 적지 않은 시간이 경과했고 성장을 높게 보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물을

통해 표현되는 남아 있는 감정이라는 것이다.

그리움과 그 때문에 느끼는 약간의 슬픔은 가져가야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1>

아빠가 서운해 할까봐 슬픔을 완전히 접지는 말자. 하지만 어차피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였고 아무리 슬퍼해도 사건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체념하자... <참여자 5>

남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왔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건 내가 평생 안고 살아가

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8>

5)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음

▪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음

앞서 성장한 사람들도 상실 직후에는 인생무상이나 자살사고와 같은 비관적 사

고가 침투하면서 실존적 고민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

은 인생의 유한함을 깊이 깨닫고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자, 원하는 것을 추

구하며 살자.’와 같은 자기실현적 삶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참여자 1>

어차피 죽을거니까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게 살자,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을 하게 됐어

요. <참여자 9>

관계가 유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어진 시간에 서로에게 얼마든지 의미 있을 

수 있기 때문에...전에는 나는 도예인이 안 될 거니까 과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낼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 이어폰 꼽고 작업을 했지만 지금 이 순간도 중요하니까 잘 지내

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요즘 되게 잘 지내요.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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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을 겪으면서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면 내가 죽을 때 이 선택이 후회로 다가올지 아닐지를 생

각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참여자 6>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5>

6) 대상과의 연결성을 회복함

▪ 상실대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함

이들은 상실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상실한 대상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

각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특히 사별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된 경

우에는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여 연결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빠는 제가 힘들 때 가슴 한 쪽에서 슬며시 비집고 나와 응원해주는 것 같았어요. 지

금은 동생이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조용히 그 행복을 지켜보고 있나 보다 생각해요. 이

기적인 동생은 필요할 때만 오빠를 찾는데 사랑이 넘치는 오빠는 그런 동생을 이해해주

고 보듬어 주네요. <참여자 2>

비록 지금 조카는 없지만 조카의 참자아가 제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어

요. <참여자 6>

▪ 상실대상과의 재회를 기약함

상실한 대상과 연결성을 회복하는 의미재구성의 일환으로, 상실한 대상과 영원

히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

었다.

이제는 정말 아빠가 고통에서 벗어나 천국에서 편히 사시겠구나 생각하고 있고, 나도 

성실히 잘 살아서 천국에서 아빠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5>

나중에 천국에 가면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극복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참여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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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종교인

이 아니었다면 아빠께서 돌아가신 것 자체를 이겨내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만난다는 믿음으로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1>

7) 긍정적 주의전환

▪ 주위 사람들을 돌보는데 에너지를 전환함

상실로 인해 슬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러한 고통에 함몰되기보다는 어느

순간 주변에 남은 소중한 사람들을 인식하게 되고 이들을 돌보는데 에너지를 전

환하는 긍정적 주의전환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우울해하는 시간을 줄이고 차라리 그 시간에 엄마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서로 위로도 

하면서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1>

2달간 눈물만 내내 흘리다가 3달째는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남편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울기만 하는 게 어리석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남편 때문에, 아들 때문에 

미안해서 우는 건데 정작 밥이라도 차려주고, 옷이라도 골라주고 해야지 뭐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정말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죽은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나에게 소중한 남편과 아들을 보게 됐어요. (중략) 제가 열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릴 때 사진을 보면 눈이 웃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만큼은 그

런 아픔을 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힘을 냈던 것 같아요. <참여자 9>

우선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엄마를 보살펴야했고, 내 슬픔보다는 그게 우선이라는 생각

이 들었어요. 나도 물론 슬프지만 30년을 넘게 함께한 동반잔데...더 고통이 크고 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여자 5>

8) 긍정적 재평가

▪ 고난은 축복의 통로

참여자들은 고통스러운 역경 경험으로부터 얻은 것들에 주목하고 감사를 경험

하기도 하였다. 긍정적 재평가는 다른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들에서 역경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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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인지적 처리방략 중 하나라는 데 일관된 결론을

내리고 있고, 연구 2에서도 8가지 인지적 처리방략들 중 성장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인지적 방략이었다. 흥미롭게도 12명의 참여자들 중 8명이 이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였기에 상실을 통한 성장에서 긍정적 재평가의 중요성이 더

욱 공고해졌다.

아버지 돌아가신 건 슬펐지만 5년이 보너스 같은 시간이라고 가족 모두 생각하려 했어

요. 아빠가 오빠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오빠가 불만이 컸고 나중엔 둘 사이에 갈

등이 심했는데 오빠가 아빠와 갈등을 풀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엄마도 아빠가 너무 

가부장적인 스타일이라 평소에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아버지 병수발하면서 

하실 말씀 다 하시고 풀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참여자 5>

                                                         

고난이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별 고생 없이 유복하게 자랐고 결

혼 생활도 평탄하게 해왔어요. 공주처럼 살았다는 우스운 소리처럼 행복한 삶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삶의 행복이란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상대의 마음속을 헤아릴 수 있는 배려와 세상을 더 넓게 크게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

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감사해요. 그 동안 우물 안 개구리의 삶을 살아온 것 같아

요. <참여자 7> 

  

진지한 대화나 속마음을 온전히 털어놓지 않고 그런대로 살았던 삶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삶이기보다는 이 역경을 통해서 서로를 더욱 

헤아리게 된 지금의 우리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 다음

에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뒤에는 이 순간들이 얼마나 위대한 과정인가를 이야기 할 수 

있을거란 확신이 들어요.  <참여자 1>

상대가 달라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를 돌아봐야겠다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의 결핍 요소를 발견했어요. 연애에 매달리는 모습이요. 그냥 서서히 변화하

는 시점마다 더 깊은 나를 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참여자 4>

파혼 경험이 나쁜 쪽으로만 변화하지 않았던 것도 감사, 주변 사람들이 힘들 때 다 도

와주러 온 것도 감사, 엄마, 친구들, 언니 다 감사, 건강을 되찾은 것도 감사, 새로운 

일 찾게 된 계기가 된 것도 감사, 다 감사해요. <참여자 3>

조카의 자살이라는 고통이 저와 누님을 내적으로 성장시키는 계기를 주었단 생각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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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조카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억지로 했습니다. <참여자 6>

▪ 역경 속에서 이룬 것들에 주목함

이들은 역경에 부딪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도 잘 견뎌

내고 주어진 역할을 완수해낸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발견하고 자부심과 희망을

되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연으로 인해 한 해를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휘청거리면서도 학생회장으로서 보람도 

있었고 국민은행 모델도 잘 해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어요. <참여자 4>

외아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원망이나 불평으로 나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기

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일에 비전을 갖고 시작하게 함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아

요. <참여자 7>

▪ 불행 중 다행인 점들에 감사함

이들은 자신이 겪은 일이 너무 끔직하고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점들에 주목하면서 감사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

여자 8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을 겪었지만, 불

행 중 다행인 점들을 놀라울 정도로 많이 찾아내어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나

타났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너무 엄청난 일이어서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 감사의 조

건들을 생각했어요. 의외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제가 그

나마 신앙인이었다는 게 감사했어요. 교통사고였지만 몸에 상처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

으로 나의 뇌리 속에 기억되게 된 것도 감사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입히고 혼

자 사고가 난 것도 감사했고, 오랫동안 고통 속에 있다가 갔으면 보내는 사람들도 더 

가슴 아팠을 텐데 그런 것도 감사했고....(중략) 노동부에서 퇴근 때 일어난 사고에 대해

선 산재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처음으로 산재대상자가 돼서 제가 유족연금을 받

게 된 일, 집을 매매하는 일에서도 잔금날짜를 일주일 앞두고 살던 집이 극적으로 매매

가 된 일,.. <참여자 8>

                                               

처음엔 원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감사를 자주 느끼고 감사가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

래도 임신을 했잖아, 얼마나 감사하니...막내가 갔을 때도 J가 있잖아. 이런 일을 다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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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줄 남편이 있잖아 생각했어요. 아이한테도 감사해요. 엄마라고 불러줘서 그것도 감사

하고... <참여자 9>

더 힘들고 지친 이들을 바라보면서 저 자신에게 주신 많은 조건과 관계를 떠올리고 감

사로 돌리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참여자 7>

  상실 이후의 긍정적 변화 및 성장 분석

상실 이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변화를 경험하였는지 광범위하게 질문한 후,

긍정적 변화에 대해서는 6가지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그 결과 관계심화 및 이타적 태도 함양, 자기수용 및 긍정, 자기실현의 삶, 성격

강점의 획득 및 증가, 삶의 의미와 가치의 긍정적 변화, 종교적-영적 성장, 감사

경험 증가, 조망의 확대 등 8가지 하위범주가 도출되었고, 타인으로부터 받은 긍

정적 변화에 대한 피드백도 보고되었다.

1) 관계심화 및 이타적 태도 함양

역경후 성장 척도에서 대인관계의 향상 요인이 가장 많은 문항으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 4에서도 대인관계와 관련된 성장의 하위범주 및 개념들이

가장 다양한 내용과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친밀한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함, 가족

의 소중함을 깨달음, 타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수용함, 이타적 태도를 갖게

됨 등의 4가지 개념이 추출되었다.

▪친밀한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함

참여자들은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주변 사람들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행동적 변화와 결심을 보고하였다.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족들, 친구들 더 자주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

어요. 집안 분위기도 서로 데면데면하고 따뜻하게 굴지 않았는데, 엄마한테 더 따뜻하

게 대하고 전에는 엄마를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생각이 다를 뿐이라고 존중하는 마

음을 갖게 되니까 더 잘 들어주고, 애정표현도 하고 스킨십도 하게 돼요. 아빠한테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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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도 아쉽고 해서 엄마한테라도 더 표현하고 있어요. <참여자 1>

소중한 사람에게는 더 마음을 열고 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요. <참여자 2>

이전에 비해 본다면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많아졌어요. <참여자 8>

예전에는 남모르게 아빠가 없는 애라는 생각이 깔려있어서 남들 앞에서 나를 보이지 않

고 감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가 두루뭉술하고 피상적이었는데 지금은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 자주 하고 문자도 자주 보내고 문상 갈 일 있으면 만사 제쳐놓고 찾아

가고 알차게 하려고 노력해요. <참여자 9>

다른 사람들한테도 조금이라도 더 호의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것이 전보다 더 늘어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뒤

에는 전보다는 피하는 경향이 줄어들었어요. <참여자 11>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음

가족 간에 특히 우리부부가 얼마나 서로 소중한 사람인가를 확인 받는 계기였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주변에 아끼고 함께 해주는 일가친

척과 친구가 많이 있는걸 보니 그리 잘 못 살아오지는 않았구나 하는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참여자7>

 진정 소중한 것은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참여자 11>

▪타인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수용함(자기한계 수용)

역경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능력이 증가하

고 더욱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려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

경후 성장 모델에 따르면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신념과 도식이 상실 사건으로

인해 뒤흔들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인지적 유연성과 수용적 태도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여자 2의 경우 ‘나 객관’이라는 생각

이 있었고, 참여자 1은 ‘친구라면 같은 의견을 가져야 한다.’는 경직되고 비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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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대가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간단하면서도 진

심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을 깊이 깨달은 것 같다.

항상 ‘나 객관’이라며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인색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나와 다른 사람을 바꿔 볼 수 있는 트인 시각이 생겼어요. <참여자 2>

모든 사람은 이상하면서도 평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을 입체적으로 보게 됐

다고 할까? 나를 찬 상대도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면도 있고 나한테는 그렇게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 같은 거, 이런 생각이 여러 면에

서 나타나고 발견하게 되요. 누구도 죄가 없다고나 할까? (중략)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

으로 보게 됐어요. 동생이 옷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게 뭐냐고 핀잔줬는데 예쁜데 라고 

긍정적으로 칭찬하게 되고, 동생도 오빠 뭔 일 있냐며 신기해하요. 그동안 내가 잘났다

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본 경향이 있었어요. <참여자 4>

다른 사람 말도 안 듣고 내가 맞다고 계속 주장하고, ‘어떻게 친군데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

니까 친구들이 많이 변했다고 해요. 니 의견이 너무 없어졌다고 할 정도.. <참여자 1>

이전에는 저와 생각이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제 주장을 굽히

지 않고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사람 주장에 대

해 나에게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면 대부분 수용하려 해요. 서로 언쟁을 

하다가도 ‘나도 한계를 가진 사람이고 그도 한계를 가진 같은 사람인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잘 수용하게 되었죠. (중략) 내가 나의 행복을 바라듯이 다른 사람도 자신의 행

복을 추구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됐고, 상대방과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좀 더 진

정성 있는 관계를 추구하게 됐어요. 나한테 커다란 손해를 주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 

감정이나 생각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6>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수용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전에는 나랑 다른 사람 보면 

‘왜 저래?’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럴 수 있지‘로 변했어요. 겪어보

지 않아서 그래. 나도 그랬잖아. 내가 몰라서 그런거야 이렇게...그 일을 겪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삶에 공감이 됐죠. 교만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요. 그 전까지는 팔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

지 않았는데, 이후에는 그런 사람이 지나가면 마음으로 울컥해지고 운전 못하고 기다리

고 있고 마음속으로 쾌유를 기도해요. <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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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적 태도를 갖게 됨

참여자들은 역경 이후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보편

적 이타성이 함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참여자들은 실제로 기부나 봉사활동

에 기꺼이 참여하는 실천적 변화를 함께 보고하였다.

후원하는데도 많아졌어요. 월드비전, 유니세프... 그 전까지는 가족이기주의처럼 내 가

족만 잘 챙기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예전엔 남편이 치과의사인데 의

료봉사 갈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따라만 가는 수준이었는데 그 일 이후로는 마음 깊이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참여자 5>

생활이 안정되면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같은 것을 차리고 봉사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마음이 있으니까 언젠

가는 제가 가진 것을 가족 외에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자식들한테 본보기가 되는 사

람이 되려구요. <참여자 2>

외국인 노동자 대상 의료봉사에 남편과 함께 참여하고 후원활동하고 있어요. 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갔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서 가고 있어요. <참여자 5>

교회 안에서 하는 실버 스쿨, 섬김이 활동, 또 전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이렇게 

활발하게 하진 않았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참여자 7>

2) 자기수용 및 긍정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됨

참여자들 중 일부는 상실 이전에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기비난이 심했는데,

상실 이후에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자기비난이 줄어드는 등 자기지각

에서의 긍정적 변화를 보고하였다.

나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겉으로 보기에 남들보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조

금 늦게 출발했기에 지금 얻지 못하는 것일 뿐, 언젠가는 노력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니 조급해 하지 말고 남 탓도 하지 말자고... <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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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신에 대해 관대해졌어요. 좋은 면들을 보게 되고..평소에는 아무리 좋은 일들이 있

어도 난 뭐 애인도 없는데, 전화할 사람도 없는데... 불행해 했거든요. <참여자 4>

나 자신을 다그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참여자 12>

3) 자기실현의 삶

▪눈치 보기를 멈추고 자신의 욕구와 가치를 존중함

그 전에는 다른 사람들 눈치 되게 많이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며 

살았는데 이제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무서운 게 별

로 없어요. 회사 그만두고 해외봉사활동으로 파라과이를 1년 다녀왔어요. 헤어지기 전

에는 부모님 설득해서 절대 이기지 못하고 따랐을 텐데 생각보다 실패하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참여자 3>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면 내가 죽을 때 이 선택이 후회로 다가

올지 아닐지를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참여자 6>

남이 바라는 나의 틀에 맞추려고 하는 삶보다 내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솔직하고 유연

하게 대처 할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물론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을 들여다 볼 줄도 아

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참여자 7>

다른 사람 기대나 강요에도 전보다는 대처하는 게 유연해 진 것 같아요. <참여자 11>

다른 사람 눈치를 덜 보고 자기주장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시설에서 원장님이 감시가 

심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많이 혼나니까 눈치를 많이 봐야했는데, 하느님이 계시고 의지

할 분이 있다는 걸 믿게 되면서 할 말을 당당히 해요. 예를 들어 핸드 벨을 고2때 반 

강제적으로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도 하기 싫다고 말 못했다가 대학가면서 

그만두고 공부에 집중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참여자 12>

▪나 자신에게 투자함

원래 아쉬운 소리 못하고 집에도 생활비 보태주고 희생하는 편이었는데 나를 위한 무언

가를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 공부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남편한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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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해서 살았는데 내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여자 1>

주어진 대로 감사하고, 좀 더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투자하게 되었죠. 여행

도 자주 다니게 됐고 삶을 즐기면서 살자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어쩌면 남편이 떠나기 

전보다는 더 풍요로운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여자 8>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선택함

어린 시절에는 현실을 비관하고 삶에 별다른 의욕도 없고 고등학교 졸업 후 허송세월을 

보내고 결혼을 한 후 그냥 편하게만 살려고 했는데 그 일 이후로 적성에 맞는 일을 찾

아서 일하고 있고 대학에서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있어요. <참여자 2>

전에는 자기 확신 같은 것도 없고 자신감도 많이 없었고 잘 하는 것도 많이 없다고 생

각했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고 내

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게 돼서 자신감도 전보다 좋아지고 자기 확신

도 좋아진 것 같아요. 유아교육과는 맞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었는데 아빠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제 적성에 맞는 과를 찾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편입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1>

원래 상담사가 하고 싶어서 심리학과에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해서 못 갔었거든

요. 하지만 남들이 뭐라고 하던 내가 벌만큼 벌어서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행복한 길이

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참여자 3>

▪삶의 기술과 역할이 확대됨

관계에서의 상실은 떠난 이가 담당했던 역할의 부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남아

있는 이의 역할 확대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특히 배우자를 상실한 두 참여자들은

남편이 가정에서 담당해왔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상실 이후 삶의 기술이나 역할

을 확대하고자 눈에 띄게 노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역할의 확장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면서 자신감도 증가되고 사회적 관계도 확장되는 긍정적 결

과를 체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린이집 원장으로 일하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연합회의 임원까지 맡게 되면서 대인관계 폭도 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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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사회에 대해서도 살만한 곳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참여자 7>

예전에는 남편이 모든 은행업무까지 도맡아 다 처리했는데 갑자기 내가 해야만 하는 상

황이 되니까 계속 연체료를 내는 일이 생기고 경제관념이 없으니까 모든 게 너무 버거

웠죠. 근데 지금은 금융에 대해선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절 보면서 스스로가 

굉장히 대견스러워요. <참여자 8>

4) 성격강점의 획득 및 증가

상실의 역경을 통해 성장한 이들은 몇 가지 성격적 강점이 이전보다 증가하거

나 새롭게 함양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성격강점의 획득 및 증가는 총 4개의 개념

들로부터 도출되었는데, 강인성 증가, 유연성 증가, 스트레스 감내력 증가, 겸손해

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강인성 증가

내면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굳건해졌다고 할까...강해진 느낌. 아버지 입원했을 때 

서울을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도 내 아이들을 잘 챙겨야겠다, 빈틈이 없어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챙기려고 노력했어요. <참여자 5>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더라도 좀 더 의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순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7>

아빠께서 돌아가시긴 했어도 앞으로도 이런 시련은 또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또 좌절하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종교적인 힘으로 이겨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참여자 11>

▪유연성 증가

당위적 신념이나 경직된 사고방식이 생각하기에 따라 마음의 결과도 달라진다

는 진리를 자각하고 더욱 유연해진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인간이 겪는 희로애락의 대부분이 마



- 104 -

음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의 마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만 그 근본이 마음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참여자 2>

전부터 있었던 뭐든 확실하게 하려는 완벽주의적 사고를 돌아보게 되면서 있는 그대로

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순응하려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어요. <참여자 7>

예전에는 좀 경직돼 있었다고 할까? ‘어떻게 친군데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중략) 예를 들어 전에는 성적으로 

문란한 건 절대 용납 못해 하면서 미드도 전혀 안 봤는데, 이제는 미드도 재미있게 즐

기기도 하거든요. <참여자 1>

▪스트레스 감내력 증가

평소 사소한 일에 걱정이 많고 짜증이 많았는데, 큰 역경을 겪어낸 이후에 사

소한 일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살면서 짜증도 나고 불만도 생기는데 이제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일이 많아

졌어요. 예전 같으면 스트레스 받았을 일인데 지금은 아주 사소하게 느껴져서 대범

하게 넘기게 돼요. <참여자 1>

작은 일에도 염려하거나 신경 쓰이곤 했었는데 이젠 큰 일을 겪었는데 무엇을 못할

까라는 대담함이 생겼어요. <참여자 7>

 

▪겸손해짐

겸손은 불필요하게 과장되게 허세를 부리지 않고 스스로를 특권적 존재로 생각

하지 않는 덕성을 의미한다. 참여자 6은 죽음 앞에서 보잘 것 없는 나약한 존재

임을 인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겸손해지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사람이 가지는 한

계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겸손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나의 일, 성취를 중심으로 생활하였다면 이제는 내가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6>

전에는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깔보고 막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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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구나, 

한계가 많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자동으로 겸손해지고 사람다워졌어요. <참여자 4>

5) 삶의 의미와 가치의 긍정적 변화

참여자들은 상실을 계기로 삶 전반에 대해 성찰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었다. 특히 이들은 성취 지향적이고 타인의 인정추구적인 태도로부터 관계와

행복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욕구와 가치에 충실한 삶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깨달음

평범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 생각을 해요. 오늘 같은 평범한 날이 내일도 모레

도 계속되기를 바래요. 그저 평범한 일상을 함께 겪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

로든 내 곁에서 최대한 오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저의 가장 큰 욕심이죠.<참여자 2>

인생의 최종 목표는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다를 뿐

이지...참으로 무상한 인생이고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또한 없

을 테니, 함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주고 위로받으며 살아가야하지 않나 싶어요. 

<참여자 1>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그런데 우린 무언가 남들보다 더 낫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벌고 치장을 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 특별하지 않은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엔 별로 개의치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8>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살기로 함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여자 1>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크리스천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어느 순간 TV에서 보던 일들이 제 삶에 닥칠지 모르니까 매 순간 

성실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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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죽을 거니까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게 살자,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때는 ‘10분 뒤에 죽어도 이 선택을 할 거니?’하고 물

으면 답이 나오죠. <참여자 9>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의미는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맞서 가며 이겨가

고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가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후회 

보다는 잘 살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참여자 11>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음

참여자들은 삶에서 진정으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평소 주변 관계를 소중

히 여기고 잘 가꿔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는 대인관계 영역의

개념들과 다소 중첩될 수 있으나 그것들이 대인관계에 관한 정서적, 행동적 변화

라면, 이 개념은 인지적 통찰의 개념이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에 포함되었다.

저 자신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면 삶이 풍성해 질 것이고 

인생의 말미에 웃음 지으며 삶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중략) 사랑하는 사

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날마다 웃지 않아도 서로 싸우고 미워해도 그것마저도 행복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참여자 2>

평소 불만에 가득 차다 연애하면 행복해지겠지 생각한건 잘못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연

애는 평소 행복을 증폭시키는 확성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 생각해요. 평소 ‘나는 왜 

이정도 애밖에 못 만나나..왜 나한테 잘해주지 않지?’하면서 불만스러워했는데, 평소 작

은 일들에 감사하고 행복해야 애인이 생겼을 때 더 증폭되고, 실연하더라도 다시 평소

의 나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애 안 해도 잘 사는 애들이 연애도 더 잘 하는 

것 같아요. 자기중심이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4>

6) 종교적, 영적 성장

총 12명의 참여자들 중 8명이 신앙인이었는데, 이들은 상실 이전부터 현재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경을 극복하고 상실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였고, 성장의 결과로 도출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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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심이 깊어짐

저 같은 경우는 아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아빠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더 신앙심이 깊어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종교의 힘이 없었다면 상실의 경험으

로 인해 많은 나쁜 영향을 받았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종교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지

금까지 버틸 수 있고 이겨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종교는 살아가는 힘인 것 

같아요. <참여자 11>

신앙심이 더 깊어지게 됐고, 피상적이고 강제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느님을 영적인 부모

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참여자 12>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지켜주신다는 확신, 감사함이 되게 많아졌어요.<참여자 8>

▪신 앞에 겸손해짐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도 성장했어요. ‘그동안 내가 (하느님 앞에서) 교만했구나, 

좀 더 겸손해져야겠다.’ 생각했어요. <참여자 5>

삶은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더 절실히 느끼

게 되었어요.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성령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조카가 죽기 전에

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체화되지 못한 의미였다면, 그 이후에는 성령이 저한테 실재

로 다가온 것 같았어요. <참여자 6>

▪초월적 힘에 대한 관심 증가

전에는 나만 잘 하면 되고 무조건 최고가 돼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바닥까지 가보니까 

뭔가 내가 모르는 힘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만하지 말자 생각하기도 

하고...친구 따라서 성당에 나가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참여자 4>

이전에도 성공회라는 종교는 가지고 있었지만 조카의 자살 이후 신앙심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관심이 더 커졌어요. ‘고통’이라는 삶의 화두에 대해서 

기독교도 여러 가지 해답을 주지만 불교나 우파니샤드, 초기 힌두교에서도 저한테 깊은 

깨달음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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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사경험의 증가

감사(appreciation)는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역경후 성장 척도

(PTGI)의 한 하위요인으로도 ‘삶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세 가지의 감사 관련 개념이 도출되었다.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를 경험

함,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감사함, 살아 있음에 감사함이 이에 해당된다.

▪소소한 것들에 감사함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어엿한 가정을 꾸리고, 내 일도 있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

고 있음에 감사해요. 겉으로 보기에 남들보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조금 늦게 

출발했기에 지금 얻지 못하는 것일 뿐, 언젠가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조

급해 하지 말고 남 탓도 하지 말자고 생각해요. <참여자 2>

정말 사소한 일들까지도 감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물건을 사고 계산하면서 

‘감사합니다’하고 다른 사소한 일들에도 감사함을 즉시 표현해요. 무엇보다 전보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게 바뀐 점이에요. <참여자 11>

요즘은 제가 계획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에도 감사해요. <참여자 12>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감사함

그들이 함께 아파해 주고 안타까워 해주고 나눠 준 사랑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

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친척들이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주셔서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지금은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새로운 기쁨과 설렘을 만들 수 있어 감사해요. <참여자 7>

남편을 만나게 된 게 너무 감사할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나쁜 것들을 다 감수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 이런 마음은 전에도 있었지만 더 커졌구요, 요즘은 

사소한 것들에도 자주 감사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1>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시는 멘토가 있음에 감사하고, 후원도 많이 받고 장학금도 받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전에는 그냥 ‘내가 힘드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

했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참여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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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음에 감사함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죠. 예전에 대단치 않게 여겼던 것들에서 의미와 기쁨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참여자 2>

사실 어렸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형제들한테도 다가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삶에 대해서 더 받아들이게 됐고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소중하게 느껴져요. <참여자 9>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행동에 옮기려고 했었

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살아 있어서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요. <참여자 11>

8) 조망의 확대

▪인생을 넓은 눈으로 바라봄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반적으로 넓어지고 여유로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변화는 주로 죽음이라는 실존적 문제에 직면하고 고민하게 된 후에 일어난

변화로 관찰되었으며, 삶에 여유와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우리한테 주어진 인생을 좀 더 넓은 눈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틈나는 대로 여가 생활도 

하려하고 좋아하는 여행도 계획해서 다녔어요.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그다지 멀

리 있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어서 나에게도 언젠가는 다가올 일이라는 걸 늘 염두에 두

고 있어요. <참여자 8>

거의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기다 보니까 인생에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다는 생각이 들

고, 다른 사람들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훨씬 넓어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 행복해지는 길이 보이고 그걸 찾아서 하게 

되고...<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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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타인에 의해 관찰된 변화

▪긍정적 변화에 대한 타인의 피드백

충격적 상실로 인한 심리적 고통 및 일시적 부적응을 경험한 참여자들의 긍정

적 변화 및 인격적 성장은 타인의 피드백을 통해 관찰되었다. 이는 역경후 성장

이 단지 주관적인 착각이나 잘 보이려는(looking-good) 허위 보고가 아니라 타인

에 의해서도 검증가능한 질적인 변화임을 지지하는 증거이다.

철부지 막내로 자라 언니나 오빠에 비해 어려움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성인

이 돼서도 받는 것과 남 탓하는 것에 익숙하고 불만도 많고 내 본위로만 행동하는 일이 

많았는데 몇 년 전부터는 ‘우리 막내 많이 변했네. 네가 더 생각이 깊다.’ 는 말도 언니

들한테 듣고 엄마도 저한테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참여자 2>

그 전에는 ‘약하다, 어디 아프냐, 힘이 없다.’는 소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열정적이

다, 적극적이다, 부지런하다, 아는 거 많고 쾌활하다.’는 소리를 스터디 원들한테 종종 

들어요. 제가 봐도 스터디 부시삽을 할 만큼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했어요. <참여자 3>

부모님이 ‘둥글둥글해졌다.’고 하셨어요. 내가 그런 일을 겪은 게 오히려 잘 됐다고 생

각하세요. 전에는 ‘너는 남의 기분을 생각 안 한다.’고 하셨고, 친구들도 ‘앙칼지다.’고 

했어요. 근데 전에는 제가 그렇다고 못 느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땐 제가 싫은 건 싫

다고 날카롭게 표현하곤 했는데 지금은 많이 너그러워졌어요. 친구들이 ‘성질이 많이 

죽었다, 후배들한테 너그러워졌다.’고 해요. <참여자 4>

10년 이상 아는 언니가 ‘도 닦은 사람 같다. 신학대학 가는 거 아니냐.’고 해요. 

<참여자 5> 

고등학교 때 친구가 ‘예전엔 너무 얌전하고 어두운 모습이었는데 말도 많아지고 활발해

지고 많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관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간다고...전에는 조금

만 엇나가도 날 안 좋은 시선으로 볼까봐 너무 소극적이었는데 지금은 내 모습이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크게 웃기도 하고 펑펑 울기도 하고, 편하게 흐트러진 모습도 

보이고…<참여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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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에 대한 참여자들의 평가 및 소감

질적 연구에 대한 평가의 한 방법으로 Lincoln과 Guba(1985)의 평가기준 중 사

실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평가 및 소감을 제시하였다.

우선, 면담에 대한 소감을 물었을 때 참여자들은 대체로 ‘인터뷰 하면서 내가

겪은 일에 대해 정리가 되는 것 같아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치유가 되

는 느낌이고 뭔가 시원한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고 ‘상담을 받은 것 같아 내가

더 고맙다. 문화상품권은 안 받으면 안 되나...’ 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면

담 장소에 오면서 혹은 시작 직전에 참여자들에게 기분을 물었을 때 대부분 긴장

된다고 하였으나, 면담이 끝나고 나서는 대부분 차분해지고 편안해진 모습을 보

였다. 참여자 9는 긴장해서 길까지 잃었었는데 가는 길에는 마음이 편해서 잘 돌

아갔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오늘 왠지 오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긴장되면 길을 잃는데 오면서 엄청 헤맸어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는 마음이 가볍고 개운한 걸 느꼈어요. 길도 안 헤매고 잘 찾아

왔어요. <참여자 9>

1차 면담자료를 개념화한 결과를 2차 보충 면담 시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았다.

참여자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한 이야기가 잘 개념화 되고 분류된 것 같다고 이야

기하였고 신기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또한 자신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특별히 왜

곡된 데 없이 의미가 잘 전달된 것 같다고 하였다.

제가 말한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니 신기해요. 정말 제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

군요. 제가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한 번도 이렇게 꺼

내서 누군가한테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좋은 경험이었어요. <참여자 1>

면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성장과 회복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경

향이 있었고, 고통 경감에 도움이 된 요인과 성장에 도움이 된 요인을 전혀 구분

하여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다. 또한 처음부터 역경을 극복함으로써 성장하겠다는

의지 혹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대부분이 고통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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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곧 역경을 통한

성장은 그 자체를 의도하진 않았지만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의미처리 과정에서

획득되는 결과물임을 의미한다.

논 의

연구 4는 구조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양적인 통계 분석을 실시한 선행 연구

의 한계를 보완하고 관계상실을 통한 성장 현상을 보다 정교하게 관찰하기 위해

서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로 설계하였다. 특히 연구 4에서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 현상은 충격적 상실로 인한 역경 속에서 어떠한 처리 과정이 일어나는

지, 그리고 심층면담을 통해 얻어진 상실 이후의 긍정적 변화나 성장의 내용이

기존에 개발된 측정도구의 내용들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 지에 관한 것

이었다. 연구 4의 결과를 요약하고 선행 연구의 결과들과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상실의 역경으로부터 높은 성장을 보인 사람들은 상실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상당히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역경의 극

복 과정에서 다양한 의미처리 노력이 확인되었고 이는 연구 2, 3의 결과 및 다른

선행 연구들에서 인지적 관여의 중요성을 제안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연구 4

에서는 성장으로 가는 과정 및 전략의 하위범주로 상실을 이해하려 함, 감정정화

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됨, 긍정적 주의전환,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임,

슬픔에 대한 수용적 태도,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음, 대상과의 연결성을 회복함,

긍정적 재평가가 도출되었다. 상실로부터 성장한 사람들은 우선 ‘왜 이러한 사건

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고통이 왜 주어지는지’ 등에 관한 물음을 끊임없이 제

기하고 답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고과정은 Tedeschi와 Calhoun(1996,

2004)의 역경후 성장 모델에서 초기 인지적 처리과정으로 제안한 침투적, 자동적

반추사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이러한 침투적 반추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느 순간’ 성찰적 반추로 나아가야만 성장을 일구어 낼 수 있다고 하였는

데, 그 변화의 기제나 변화 시점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현상을 제시하지는 못하

였다. 연구 4에서는 질적 방법론을 통해 이러한 사고 및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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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을 일부 관찰할 수 있었다. 즉, ‘실컷 원망하다 상황 자체에 대한 새로운 시

각을 갖게 됨’, ‘주위사람들을 돌보는데 에너지를 전환함’, ‘스스로를 위해 원망과

자책을 멈추고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임’과 같은 관점이 변화되는 순간이 목격되

었고, ‘인생의 유한함’이나 ‘슬픔의 지속’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는 데는 감정의 억제 보다는 ‘실컷 원망하는’ 부적

정서의 정화(emotional ventilation)가 선행되는 사례가 많았다. 연구 2에서도 정

서표현이 인지적 처리와 함께 역경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났는데, 감정 정화는 새로운 측면에 주의를 돌릴 수 있는 인지적 자원을 증가

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실 이후에 정서 표현이 주의전환 및 성찰을 촉진하

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특히 성장에 이르는 의미재구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유한함’에 대한 통

찰은 삶의 의미와 가치관, 자기지각, 타인지각 등 성장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살기로 함’과 같은 가치관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눈치 보기를 멈추고 자신

의 욕구와 가치를 존중’하는 자기실현적 삶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들은 또한 상

실로 인해 단절된 대상과의 연결성을 회복하는 의미부여 과정을 경험한다. 특히

사별의 경우 종교적인 의미부여를 통해 사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함으로써 정

서적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미부여를 통한 연결성의 회

복은 Fazio와 Fazio(2006)가 9․11 참사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결과

에서 상실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

무엇보다 참여자들에게 가장 높은 빈도로 도출된 의미재구성의 하위범주는 긍

정적 재평가였다. 근거이론에 따른 분석과정을 통해 세 가지의 세분화된 개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 역경 속에서 이룬 것들에 주목함, 불행

중 다행인 점들에 감사함이 그에 해당된다. 긍정적 재평가는 다른 연구자들의 선

행 연구들에서 역경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인지적 처리방략 중

하나라는 데 일관된 결론을 내리고 있고, 연구 2에서도 성장과 가장 관련성이 높

은 인지적 처리방략으로 확인되었다. 긍정적 재평가는 Grillies와 Neimeyer(2006)

의 상실의 의미재구성 모델에서 제시한 이득발견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여겨진

다. 따라서 이상의 증거들을 종합하였을 때, 관계상실의 역경을 통해 성장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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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긍정적 재평가는 특히 중요한 인지적 방략임이 공고해졌다.

상실 이후의 긍정적 변화 및 성장으로 범주화된 하위영역들은 관계심화 및 이

타적 태도의 함양, 자기수용 및 긍정, 자기실현의 삶, 성격강점의 획득 및 증가,

삶의 의미와 가치의 긍정적 변화, 종교적․영적 성장, 감사경험의 증가, 조망확대

등이 있다. 연구자는 성장의 측면에 대한 면담 시 자기고양적 신념 및 긍정 환상

으로 나타나는 긍정적 변화의 지각과 구별하기 위해서 참여자들이 보고하는 성장

의 측면을 지지할만한 구체적인 에피소드와 증거를 함께 탐색하였다. 또한 대부

분의 참여자들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성장 이후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자들이 제시한 이론 및 경험적 연구 결과들로부터 합의된 성장의 세

주요 영역은 자기와 세상에 대한 관점의 변화, 대인관계에서의 변화, 삶에 대한

철학적 인식의 변화이다(Linley & Joseph; 2004, Park et al., 1996; Tedeschi &

Calhoun, 1996). 연구 4에서 도출된 성장의 8가지 하위범주들이 이 세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추출된 24개의 개념들은 기존에 개발된

역경후 성장 관련 척도의 문항들과 비교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문화특수적인 내

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Antoni, 2003, Mcmillen & Fisher, 1998; Park

et al., 1996; Tedeschi & Calhoun, 1995). 대표적인 예로,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역경후 성장 척도(PTGI) 문항들을 살펴보면, 새로운 가능성 발견 요인에 해당되

는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뀜’, ‘새로운 관심사가 생김’ 등의 문항은 심리적 적응과

행복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내용을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점이 있다.

이에 반해 연구 4에서 추출된 삶의 의미와 가치의 변화에 해당되는 개념들, 즉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깨달음’,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살기로 함’, ‘관계의 소

중함을 깨달음’ 등은 보다 구체적이고 심리적 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된 성장의 내

용을 반영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눈치 보기를 멈추고 자신의 욕구와 가치를 존중함’, ‘나 자신에게 투자함’

등은 집단주의(collectivism)가 서양인에 비해 더욱 강한 한국인의 성장 현상을

섬세하게 반영한 개념으로 여겨진다. 즉, 지나친 집단주의적 가치관으로 인해 자

신의 욕구에 소홀하다가 역경을 통해 자신을 돌보게 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대로 역경후 성장 척도(PTGI)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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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수 있게 되었다.’와 같은 문항은 서양의 개인주의(individualism) 문화가 반

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지나친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인해 어려운 일이 생겨도

혼자서 해결하려 하다가 역경을 통해 필요할 때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일본인 연구자 Taku(2011)

는 PTGI가 서구 문화의 심리학적, 철학적 배경에서 하향식 처리과정(top-down

processing)을 통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문화적 배경에 따라 성장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강점 발견’ 요인에 대해서는, 강

인성, 유연성, 스트레스 감내력, 겸손 등 특정 성격적 강점의 증가가 개념으로 추

출되었다. 따라서 연구 4에서 도출된 성장의 개념들을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보다

실제 현상에 근접한 한국판 역경후 성장 척도를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연구 4에서는 상실을 통한 성장에 이르는 의미재구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재적 조건이 두 가지 도출되었다. 첫째는 개인내적 성격 특성으로 강인성

과 낙관성이다. 상실을 통한 성장을 이룬 사람들 중 일부는 상실 이전부터 긍정

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낙관적 성격 특성이 고통을 극복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역경을 잘 견디고 헤쳐 나가는 강인하고

씩씩한 성격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Davis 등(1998)의 연구에서 역경

이전에 측정한 성격 특성들 중 이득 발견을 예언하는 유일한 성격 변인으로 보고

되었던 낙관성이 본 연구에서도 의미재구성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성격

변인으로 나타난 점이 흥미롭다. 상실을 통한 성장을 보인 사람들은 사회적 지지

도 많이 경험을 하였는데, 특히 타인의 조언과 경험담, 종교적 의미부여 등은 상

실에 대한 의미 부여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장을 촉발하는 인과적 조건으로 도출된 것은 상실로 인한 고통의 체험이었

다. 참여자들은 상실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공통적으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으며,

이후로 슬픔과 우울, 자책과 후회, 원망과 미움 등과 같은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

였다. 게다가 일부 참여자들은 신체적 통증이나 부적응 증상을 경험하기도 하였

다. 인지적 측면에서는 인생무상의 허무주의적 사고와 자살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이 상실한 대상들은 모두 가족이나 친구, 연인, 가까운 친척

등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가깝거나 존재감이 큰 대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

과 충격이 발생한 데는 상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나 예상은 하였더라도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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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도 상실 대상과의

친밀도와 중요도, 예상여부가 모두 충격심각도와 정적 상관을 보인 가운데, 역경

후 성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 것은 중요도뿐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 가능성을 연구 4의 근거자료를 통해 짐작할 수 있었다. 즉, 친밀도와 중요도

가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친밀감은 다른 주변 사람들로부터 대신 채워

짐으로써 회복될 수 있는 정서적 측면인데 반해 중요한 존재의 부재는 남겨진 자

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역할의 변화 및 인생관의 변화

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배우자 상실을 경험한 참여자 7과 8의 사례가 이러한

해석 가능성을 특히 잘 보여준다.

연구 4의 참여자들을 통해 현재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은 만족스럽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상실을 통해 성장한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고, 일과 학업에 충실하여 좋은 성과를 인정받고

있었으며, 대인관계에서도 가족 및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나눔과

봉사를 통해 이타적 삶을 실천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상실 이후에 새로운 취

미를 갖거나 여행을 즐기면서 자신의 삶에 긍정적 에너지와 휴식을 허락하였다.

이러한 전반적 만족감과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은 연구 1에서 역경후 성장이 행복

의 세 구성요소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 통계적 결과를 보다 상세히

보여주는 지지증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에게는 몇 가지 남아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다. 상실한

대상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의 감정은 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다. 상실

을 통해 성장한 사람들에게 원망감과 죄책감, 절망감 등의 부적 감정들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감정인데 반해, 슬픔은 적지 않은 시간이 경과했고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는 감정이라는 점이 흥미로웠다. 더불

어 경제적 곤란이나 다른 유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과 같은 현실적 어려움이 남

아 있기도 하였다. 이처럼 긍정적 변화 및 성장을 보고하는 동시에 남아 있는 고

통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한 번 역경후 성장 현상이 단순한 자기고양적 착

각이 아님이 시사되었다.

연구 4의 범주화 및 패러다임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충격적 상실을 경험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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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성장에 이르는 세 가지 주요 경로를 추론해 낼 수 있었다. (1) 자신이 고

통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도 헤아릴 줄 알게 되고, 이것이

이타적 태도와 친사회적 태도의 증가로 이어진다. (2) 죽음이나 단절과 같은 실

존적 체험을 통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현재와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게

되며, 자신을 돌보고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데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3)

기존의 신념 및 도식의 혼란과 붕괴를 경험함으로써 경직된 신념이 유연해지거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이견 및 다양성에 대한 수용능력이 증가하며 조망이

확대되는 긍정적 변화가 일어난다.

역경후 성장은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결과로서 일어나는 현상

임을 확인하였다. 아무도 성장을 목표로 의도적인 노력을 하거나, 역경후 성장을

위해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는 없었다. 즉, 성장은 이러한 고통 극복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보너스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

처하고 처리하는가는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노력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밝히는 것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특히 연구 4는

앞서 진행된 양적 연구들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교차검증 하거나 이들이 포함

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현상들을 추가적으로 탐색함으로써 현상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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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심각한 관계상실이라는 역경을 통한 성장이 일시적 긍정 환

상에 불과한 것이 아닌 심리적 성숙과 정신건강의 영역에서 의미 있는 현상임을

확인하고, 역경후 성장에 이르는 의미재구성 과정을 정교하게 탐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한 일련의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연구 1에서는 심각한 관계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의 역경후 성장 수준과

Seligman(2002)이 제안한 행복의 세 구성요소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개인

의 성격적 성숙과는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역경후 성장

은 전반적 행복 수준과 중등도의 정적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의미 있는 삶’과 관련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역경후 성장은 전반

적인 성격 성숙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성장 수준이 높은 집단은 일반

규준집단과 비교했을 때에도 성격적으로 성숙한 편에 속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

과로부터 관계상실을 통한 성장이 성격적 성숙 및 정신건강과 유관한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2부터는 본격적으로 역경후 성장에 기여하는 과정적 요인을 탐색하는 연

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연구 2에서 관계상실이라는 역경을 통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처리방략과 신념체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상실경험에

대한 적응적 인지적 처리방략들의 사용이 대체로 역경후 성장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실로 인한 역경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이나 다행인 점을 찾으

려 노력하고(긍정적 재평가),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최선의 대처방법과

계획을 생각하며(계획 다시 세우기), 상실로부터 주의를 전환하여 다른 긍정적인

사건을 생각하려는 방략(긍정적 초점변경)이 역경후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들 인지적 처리방략의 사용은 정서 표현보다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정서조절의 영역에서 부적응적 처리방략으로

분류되어온 자기비난, 타인비난, 파국화 방략은 흥미롭게도 역경후 성장과 유의미

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고, 반추는 역경후 성장 및 적응적 처리방략들과 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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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연구 2에서는 상실로 인한 역경을 경험하였더라도 이후 성장 수준이 높

을수록 보다 합리적, 긍정적 신념을 지니는 경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역경후

성장 수준이 높을수록 세계 및 타인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강한 편이며, 선하게

잘 산다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는 정의에 대한 신념, 자신이 가치 있고 운

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노력하는 태도가 강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역경후 성장 수준이 높을수록 타인의 인정을 과도하게 바라는 역기능적 신념

은 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경을 통한 성장 수준이 높은 사람은 심각한

역경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타인 및 자신에 대한 긍정적 신념이 강하고 역기능적

신념은 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역경 및 외상 경험에 대

한 기존 병리의 패러다임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새로운 발견이다.

연구 3에서는 상실을 통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인지적 처리

방략들을 활용하여 상실의 치유 및 성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로 상실로 인

한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함으로써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총

8회기, 16시간으로 구성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처치집단에 실시하고,

개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대기자 통제집단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처치집

단의 주요 종속측정치 변화량(역경후 성장, 행복삼각형, 성장촉진적 인지적 처리방략,

성격 성숙도)이 통제집단의 종속측정치 변화량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것

으로 나타나 상실의 치유 및 성장 프로그램 개입의 긍정적 효과가 입증되었다.

더불어 처치집단에서 주요 변인들의 사전-사후 측정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사후-추후 사이에 역경후 성장이 증가하고 우울이

감소했으며, 행복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 개입 이후에도 긍정적 효과가 유지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긍정적 초점변경, 계획 세우기, 긍정적 재평가와 같

은 인지적 처리방략의 사용이 처치집단에서 개입 전-후로 증가하였으며, 인지적

처리방략의 증가가 역경후 성장의 증가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연

구자가 적용하고자 한 개입의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성격

적 성숙의 경우, 처치집단에서 자율성, 연대감, 그리고 전반적 성격 성숙도가 유

의미하게 증가한 반면, 통제집단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고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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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 성격 성숙도의

변화량에 대한 집단간 차이의 효과크기가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실제 변화가 관

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검증이 필요하다.

이상의 세 연구를 통해 관계상실을 통한 성장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인지적 방

략들과 신념체계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이러한 결과는 모두 구조화된 측

정도구와 양적인 통계 분석을 통해 얻은 것이다. 따라서 현상을 보다 온전히 관

찰하고 앞서 발견된 결과들을 더욱 정교화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

구 4에서는 상실을 통한 성장을 보고한 사람들에게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근거이

론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총 68개의 개념과 37개의 하위범주, 8개의 범

주가 도출되었다. 인과적 조건으로 충격적 상실로 인한 고통 경험이, 작용/상호작

용 전략으로 상실에 대한 의미재구성 과정 및 다양한 활동이, 중재적 조건으로

개인내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도출되었다. 결과로서 긍정적 변화 및 성장이, 현

재 관찰되는 현상은 만족스럽고 균형 잡힌 삶과 남아 있는 고통이 도출되었다.

특히 연구자가 일관되게 관심을 집중했던 상실에 대한 의미재구성 과정과 성장

의 범주가 정교하고 다양한 개념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상실에 대한 의미재구성

과정은 12개의 개념과 8가지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하위범주로는 상실을 이해

하려함, 감정정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됨,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임, 슬픔

에 대한 수용적 태도,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음, 대상과의 연결성 회복, 긍정적 주

의전환, 긍정적 재평가가 있었다. 또한 긍정적 변화 및 성장의 하위범주는 타인에

의해 관찰된 변화를 제외하고 총 8가지 범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관계심화

및 이타적 태도 함양, 자기수용 및 긍정, 자기실현의 삶, 성격강점의 회득 및 증

가, 삶의 의미와 가치의 긍정적 변화, 종교적․영적 성장, 감사경험의 증가, 조망

확대가 포함되었다. 연구에서 도출된 성장의 하위범주들은 선행 연구자들이 제시

한 성장의 주요 영역들에 대체로 포함되었으나, 24개의 개념들을 기존 척도

(PTGI)의 문항들과 비교했을 때 보다 구체적이고 심리적 적응과 밀접하게 관련

된 성장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었고, 한국인의 문화적 맥락이 반영된 개념도 포함

되어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현재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고,

성취, 관계, 여가, 봉사 등 삶의 주요 영역들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균

형 잡힌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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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들을 통하여 관계상실 및 역경후 성장의 이해와 개입에 기여한 점

을 중심으로 몇 가지 시사점과 임상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자는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관계상실이라는 역경 사건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시사하는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우선, 역경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인들(경과 기간, 역경의 유형 등)을 보다 엄격하게 통제한

연구 2에서 상실 직후의 충격심각도가 클수록 현재의 역경후 성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연구 4에서 참여자들은 다양한 성장의 모습과 현재 삶

에 대한 만족감을 보고하면서도 동시에, 상실 직후의 심각한 고통과 충격을 함께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역경에 대한 대처방략을 개념화하는데 있어서도 통합적

관점에 대한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부적 정

서와 정적인 관련성을 보여 부적응적인 대처방략으로 분류된 변인들이, 역경후

성장의 관점에서는 성장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거나 반추의 경우에는 오히

려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심각한 역경 이후의

자기비난, 타인비난, 파국화 등의 인지적 처리과정이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

니며 반추의 경우에는 오히려 성장 및 성장촉진적 인지적 처리로 이행하는데 수

반되는 요소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Joseph, Linley, Woodward와

Shevlin(2005)은 침투적 반추사고가 세계관의 긍정적 변화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연구 결과를 통해, 반복적인 형태의 침투사고가 인지적-정서적 처리과정을 촉진

한다고 제안하였다. 역경후 성장과 신념체계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통합적 관점이

시사된다. 심각한 관계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역경후 성장 수준에 따라 자기와

세상에 대한 신념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역기능적 신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각한 역경을 경험하였더라도 역경후 성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보다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신념이 더욱 강한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랑하는 이의 상실과 같은 인생의 역경에 부딪혀 고통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을

상담하다보면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인생만 허비했어요.” 역경이 초래한 정서적 고통과 일시적인 기능 저하에 주목하

면 이 말이 사실처럼 여겨지지만, 역경을 극복함으로써 얻게 되는 삶의 지혜와

성숙의 측면을 함께 고려한다면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이다. 혹은 내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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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상담과정에서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 긍정적 변화를 보고할 때가 있는데 스

스로가 이것을 성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역경이 우리 삶

에 미치는 영향을 임상가 자신이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 내담자가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긍정적 변화를 성장이라고 자각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임상실제에서 뜻하지 않은 가까운 이의 상실로 인해 고통을 경험하는 내

담자를 만났을 때, 우선 임상가는 내담자가 경험하는 침투적 반추나 고통스러운

정서 경험을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인식하고 회피하거나 억압하지 않도록 공감적

인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체험이 비록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

성장을 일구어내는데 필요한 의미재구성으로 연결되는 과정임을 교육할 필요도

있다. 나아가 내담자가 자신의 역경 체험에 관해 의미재구성 하는 과정을 적극적

으로 촉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통의 의미와 역경으로부터 얻은 점과

다행인 점 등을 찾아보고, 긍정적인 측면에 주의를 전환하여 인생의 희로애락을

균형 있게 조망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삶의 목표와 의미를 재정립하여 자기실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내담

자가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긍정적 변화 및 성장의 순간을 간과하지 않고 내담자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격려해줄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들어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역경후 성장이라는 현상이 정신

건강 및 성격적 성숙과 관련된 의미 있는 현상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자가 역

경후 성장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긍정 환상에 대한 논란은 역경후

성장을 연구하는데 있어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역경후 성장과 관련된 변인들을

찾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긍정 환상에 대한 논란은 사람들이

보고하는 성장이 역경에 대한 대처과정인가, 아니면 결과인가에 대한 논란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역경에 대한 의미재구성 과정에서 발견된 긍정적 재평가

(역경으로부터 얻은 것에 감사함, 불행 중 다행인 점에 주목함 등)가 진정한 성장의 개

념과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역경후 성장에 관한 연구

들이 어느 정도 축적되면서 Davis 등(2007)은 이득발견을 지속적인 성장과 구분

하였다. 전자는 역경에 대한 의지적 인지처리의 노력 없이 일시적, 수동적으로 나

타나는 것인 반면, 후자는 역경에 대한 의지적 의미처리의 노력이 수반되고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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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로 이어져서 타인에게도 관찰가능한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Davis와

Nolen-Hoeksema(2009)는 성장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실천가능성의 측면

을 강조하였다. 즉, 성장의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 ‘어떤 일을 실천하는가’, ‘어떤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가’ 하는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연

구 4에서 추출된 ‘긍정적 변화에 대한 타인의 피드백’은 참여자들이 보고한 성장

과 긍정적 변화가 타인에 의해서도 관찰되는 태도나 생활양식의 변화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향후에도 진정한 성장의 개념에 대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셋째,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역경후 성장에 기여하는 인지적 처리방략 및 의미

재구성 과정을 보다 상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연구 2와 연구 3에서는 양적 방법

론을 통해 긍정적 재평가, 계획 다시 세우기, 긍정적 초점변경이 역경후 성장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인지적 처리방략임을 검증하였다. 연구 4에서는 질적 방법론

을 통해 역경후 성장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의 핵심적 관여를 다시 한 번 확인하

였고 의미재구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통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생의 유

한함을 깨닫고, 슬픔이라는 정서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지니며, 대상과의 연결성

을 회복하기 위한 의미부여를 하는 것이 상실의 역경을 극복하고 성장을 일구어

내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들은 역경후 성

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최대한 통제한 상태에서 도출된 것이기에 더

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 제한점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참고하여, 역경의 유형을 관계상실로 한정하였고, 상실의 기간과

상실한 대상과의 관계성 여부 및 정서표현 정도를 조사하여 통제하거나 비교하였

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교차 검증함으로써 신중하게 결론

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심각한 관계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효과가 있는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성장을 촉진하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인지적 처리방략의 사용에 초점을 두어 개발되었다. 이양자와

정남운(2008)은 기존의 인간중심 치료나 실존치료에서 성장은 새로운 개념이 아

닐지 모르나 이러한 주제가 치료 과정에 대한 과학적 탐구의 맥락에서 명백하게

논의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역경후 성장에 초점을 맞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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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없으며, 기존의 집단 치료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역경후 성

장을 증진시키는 기제를 사용하여 계획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아직까지 역경후

성장을 촉진하는 치료적 조건들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연구가 미비함을 지적하면

서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도 없이 외상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개입을 시행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무책임한 일이라고까지 하였다. 이에 본 연구

자는 역경후 성장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방략을 먼저 탐색하고, 이를 근거로 개발

한 집단 프로그램이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질적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한국인의 관계상실을 통한 성장 현상

을 좀 더 정교하게 관찰하였다. 연구자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관계상실을 통한

성장 현상에 초점을 둔 질적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 없는 실정이다. 역경후 성

장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장(growth)’의 교육학적 정의는 인간의 성품, 능력, 신념, 태도, 지력 등

이 자연적, 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는 힘이 향상되고 내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이다

(교육학 용어사전, 2011). 따라서 개인의 심리적 성장은 개인이 속한 문화적 맥락

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척도들이 서양에서 개발되었는데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차이를 이야기할 때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집단주의(collectivism)를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연구 4의 질적 분석을 통해 추출된 성장의 개념

들 중에 ‘눈치 보기를 멈추고 자신의 욕구와 가치를 존중함’, ‘나 자신에게 투자

함’ 등은 지나친 집단주의적 가치관으로 인해 자신을 충분히 돌보지 못했던 한국

인의 성장 현상을 섬세하게 반영한 개념으로 여겨진다. Taku(2011)의 연구에서

미국과 일본에서 PTGI의 각 항목에 대해 성장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평정하도록

하여 개인적 성장 수준을 별도로 추정하였을 때 두 나라간 간 역경후 성장 하위

요인들의 차이가 줄어들거나 혹은 더욱 커지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아울러 역경후 성장에 있어서 종교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미국의 기독교 인구는 76%인데 반해 한국은 18%이며, 전 세계 비종교인은 13%

인데 반해 한국의 비종교인은 약 47%로 세 배가 넘는다. 따라서 종교적 배경의

차이가 영적 변화를 성장의 한 측면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생

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자 역시 양적 연구에서는 종교 변인을 고려한 개별적인

분석까지는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연구 4에서 종교인의 반응과 비종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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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응을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상의 결과들과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우리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관련 연구들이 축적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검토하면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을 제언하

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가 역경의 유형을 관계상실로 제한하여 단일화 하였으나

상실의 유형과 대상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분석까지는 별도로 실시하지 못하

였다. 따라서 관계에서의 상실 경험에 특히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은 추후에 상실

의 유형별, 대상별 역경후 성장과 관련된 특징을 밝히는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

안한다.

둘째, 역경후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지적 처리는 핵심적인 과정임에 분명

하지만, 역경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성격적 특성이나 지적 능력 등이 역경에 대한

대처와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역경 사건이 발생하기 전

에 우연히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역경후 성장을 예측한 연구들이 소수 있지만

(Davis, Nolen-Hoeksema, & Larson, 1998; Gills-Taquechel, Littleton, & Axsom,

2011), 이러한 연구를 미리 계획한다는 것은 아마도 비현실적이거나 비윤리적일

것이다. 다만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면 회고적 보고들을 보다 면밀히 탐색하거

나 주요한 타인의 보고에 의존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겠다.

연구자가 실시한 질적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한 가지 가능성이 관찰되었는데, 바로

강인성은 상실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 강점인 동시에 역경을 통해 획득된 성장

의 측면으로도 추출된 반면, 낙관성은 역경 극복에 도움이 된 성격특성으로 추출

되었으나 성장의 내용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낙관성은 상실에 대한

대처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지 성장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다. 향후에 이와 같

은 질적 연구를 보다 정교하게 계획하여 역경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특성

및 지적 능력 등을 탐색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들이 자기보고형 질문이나 면담을 통해

수집된 것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왜곡이나 편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

다. 따라서 앞으로 역경후 성장에 관한 연구가 확장되기 위해서 다양한 측정도구

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성장 수준에 따른 생리적 측정치를 수

집하거나 대상자들의 실제 생활 장면에 들어가 문화인류학적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전반적인 보고를 하는 질문지를 대신하여 일상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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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법과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면 역경으로부터 살아남아 성장한 사람들의 실제 삶

에 좀 더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관계에서의 상실 경험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제시하고, 역경후 성장에 이르는 의미재구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였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역경후 성장은 관계상실과 같은 역경이 초래

한 고통에 함몰되거나 고통이 던지는 물음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체험을 이해

하고 의미를 발견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할 때 가능하다. 사랑하는 이의 상실은

우리에게 큰 고통과 시련을 유발하지만, 그러한 스스로의 고통체험을 통해 타인

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실존적 물음을 던져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며, 기존의 경직된 신념을 뒤흔들어 심리적 유연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성장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을 포함하는 경험임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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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심각함

매우

심각함

아주 많이

심각함

0 1 2 3 4 5

경험

못했다

매우

적게

조금

경험

보통

경험

많이

경험

1. 쉽게 화가 나거나 불안해 지는 등 기분이 불안정하였다............... 0 1 2 3 4

2. 신경이 예민해졌고 쉽게 깜짝 놀랐다....................................... 0 1 2 3 4

3. 사건 당시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0 1 2 3 4

4.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0 1 2 3 4

5.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에도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식은땀, 호흡곤란과 같은 신체적 반응을 경험했다.......................
0 1 2 3 4

6. 그 일로 인해 수면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0 1 2 3 4

부록 1. 상실경험 관련 질문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가장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웠던 역경 및 외상사건을 떠올려보세요. 

그 사건은 아래 목록들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아래에서 골라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위에 답한 사건으로 인한 충격은 어느 정도로 심각했습니까?

(2) 그 사건을 겪은 직후에 다음의 내용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습니까?

(3) 그 사건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 및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건 경험 후 언제부터 그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까?

① 1개월 이내 ② 2～3개월 후 ③ 4～6개월 후 ④ 7～12개월 후 ⑤ 1～2년 후

⑥ 3～5년 후 . ⑦ 6～10년 후 ⑧ 10년 이상 ⑨ 경험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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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
유형

상실 경험
경험유무
(O표시)

경과시간
(년/개월)

죽음

상실

1. 부모님의 죽음

2. 형제자매의 죽음

3. 자녀의 죽음

4. 배우자의 죽음

5. 연인의 죽음

6. 조부모 및 친척의 죽음

7. 친구 및 동료의 죽음

8. 기타: 직접기입 ( )

단절

상실

9. 본인의 이혼

10. 부모의 이혼

11. 연인과 헤어짐

12. 우정이 깨어짐

13. 가족 구성원과의 단절

14. 불임 및 유산

15. 기타: 직접기입 ( )

전혀

친밀하지 않음
보통 매우 친밀함

0 1 2 3 4 5 6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보통 매우 중요함

0 1 2 3 4 5 6

 ※ ‘가까운 사람의 상실’에 V표 한 경우에만 아래 네 가지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4) 그 충격적 상실의 대상과 유형에 O표 한 후, 상실로부터 경과된 시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

니다.

(5) 상실한 대상은 귀하와 얼마나 친밀했습니까?

(6) 상실한 대상이 귀하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습니까?

(7) 그 대상과 사별 혹은 이별할 것이라 예상하였습니까?

① 전혀 예상 못 했다. ② 별로 예상 못 했다. ③ 어느 정도 예상했다. ④ 확실히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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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역경후 성장 척도(PTGI)

앞서 보고한 ‘인생의 역경 사건’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이 아래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해당하는 정도에 따라 솔직하게 O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경험

못했다

매우

적게

조금

경험

보통

경험

많이

경험

매우

많이

1.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0 1 2 3 4 5

2. 내삶이가치있음에감사하게되었다......................................................... 0 1 2 3 4 5

3.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다................................................ 0 1 2 3 4 5

4. 나 자신에대한신뢰감이더커졌다............................................................. 0 1 2 3 4 5

5. 영적․정신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다....................................... 0 1 2 3 4 5

6. 어려운일이생겼을때, 다른사람들에게도의지할수있게되었다. 0 1 2 3 4 5

7. 내삶에대한새로운계획이생겼다............................................................. 0 1 2 3 4 5

8.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0 1 2 3 4 5

9. 내 감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0 1 2 3 4 5

10. 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0 1 2 3 4 5

11. 나는 인생에서 더욱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0 1 2 3 4 5

12. 나는 살면서 일어나는일들을 더 잘받아들일 수있게 되었다.......... 0 1 2 3 4 5

13. 하루하루감사하는마음을갖고살아가고있다...................................... 0 1 2 3 4 5

14.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접하게 되었다................ 0 1 2 3 4 5

15. 내주변사람들에대한정이더깊어지게되었다.................................... 0 1 2 3 4 5

16.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정성을 기울이게 되었다............................ 0 1 2 3 4 5

17. 변화가필요한일들을실제로변화시키기위해더노력하게되었다 0 1 2 3 4 5

18. 나는 종교적인 믿음이 더 깊어졌다.............................................................. 0 1 2 3 4 5

19. 나는생각했던것보다내자신이더강하다는것을알게되었다....... 0 1 2 3 4 5

20. 나는 사람이얼마나위대한존재인가에대해깨닫게되었다............... 0 1 2 3 4 5

21. 나는 타인의필요성을이전보다더인정하게되었다..............................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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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안했다
가끔 보통 자주

거의

항상

했다

1. 그 일이 그만하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1 2 3 4 5

2.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했다.................... 1 2 3 4 5

3. 내게 일어난 일 대신 다른 즐거운 일을 생각해 봤다................... 1 2 3 4 5

4. 그 일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1 2 3 4 5

5. 그 상황에서 일어났던 나의 감정을 되짚어 생각했다................... 1 2 3 4 5

6. 그 일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1 2 3 4 5

7. 내가 겪은 일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주 생각했다......... 1 2 3 4 5

8. 내가 겪은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1 2 3 4 5

9.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1 2 3 4 5

10. 그 사건의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봤다............................................ 1 2 3 4 5

11.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쁜 경험을 했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1 2 3 4 5

12. 기본적으로 그 일의 원인이 분명히 나한테 있다고 생각했다... 1 2 3 4 5

13. 그 일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1 2 3 4 5

14. 다른 즐거웠던 일을 생각했다............................................................ 1 2 3 4 5

15.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계획을 생각하려 했다................ 1 2 3 4 5

16. 그 상황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했다............................... 1 2 3 4 5

17. 다른 사람들은 그보다 더한 일도 겪는다고 생각했다................. 1 2 3 4 5

18. 기본적으로 그 일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1 2 3 4 5

19. 그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계속해서 생각했다...................... 1 2 3 4 5

20. 그 일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1 2 3 4 5

부록 3. 인지적 정서조절방략 질문지(CERQ)-과거형 수정

다음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앞서 보고한 역경사건을 경험한 후 다음과 같은 생각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솔직하게 O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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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안했다
가끔 보통 자주

거의

항상

했다

21.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한 생각과 감정에 빠져있었다.................... 1 2 3 4 5

22. 그 일과 아무 상관없는 즐거운 일을 생각해봤다........................ 1 2 3 4 5

23. 그 상황으로부터 배울게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1 2 3 4 5

24. 내가 겪은 일은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이었다

고 생각했다................................................................................................
1 2 3 4 5

25. 다른 일에 비하면 그 일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었다고 생

각했다........................................................................................................
1 2 3 4 5

26.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1 2 3 4 5

27.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생각해 봤다 ............................... 1 2 3 4 5

28. 그 일로 인해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

다................................................................................................................
1 2 3 4 5

29. 나는 그 일에 대해 남들이 잘못한 점을 생각했다....................... 1 2 3 4 5

30. 살다보면 더 나쁜 일도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1 2 3 4 5

31. 나는 그 일이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1 2 3 4 5

32. 상황을 변화시킬 방법에 대해 생각했다...................................... 1 2 3 4 5

33.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했다............................... 1 2 3 4 5

34. 나는 그 문제에서 내가 저지른 실수를 생각했다........................ 1 2 3 4 5

35. 내가 겪은 일에 대해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알고자 했다.. 1 2 3 4 5

36. 내가 겪은 일보다 더 기분 좋은 일들을 생각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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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니다
조금 보통 상당히

거의

항상

1. 고통스러운 감정을 충분히 해소하였다................................ 1 2 3 4 5

2. 나의 힘든 감정을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 했다................. 1 2 3 4 5

3.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었다................... 1 2 3 4 5

4. 고통스러운 감정을 친한 사람들과 나누었다..................... 1 2 3 4 5

5.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감정을 보이지 않으려 했다.....................................................
1 2 3 4 5

6.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1 2 3 4 5

7. 내가 실제로 느꼈던 감정은 다른 사람들이 추측하는

바와 달랐을 것이다...................................................................
1 2 3 4 5

8.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

았다................................................................................................
1 2 3 4 5

부록 4. 상실에 대한 정서표현 질문지

다음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앞서 보고한 역경사건 이후 귀하가 경험한 사항과 얼마

나 일치하는지를 잘 판단하여 해당되는 정도에 솔직하게 O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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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편
중간

동의하는

편임

강하게

동의함

1. 불행은 선량하고 훌륭한 사람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1 2 3 4 5

2. 사람들은 원래 불친절하고 다정하지 않다......................................... 1 2 3 4 5

3. 누구에게나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1 2 3 4 5

4.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1 2 3 4 5

5. 이 세상에는 나쁜 일보다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 1 2 3 4 5

6. 우리의 인생 여정은 상당 부분 우연히 결정된다................................ 1 2 3 4 5

7.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은 받을 자격이 있다... 1 2 3 4 5

8. 나는 스스로 장점이 하나도 없다고 자주 생각한다........................... 1 2 3 4 5

9. 세상에는 악한 사람보다 선한 사람들이 더 많다............................... 1 2 3 4 5

10. 나는 기본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다................................................... 1 2 3 4 5

11. 사람들의 불행은 그들 자신이 저지른 실수로 인해 생기는 것이

다.......................................................................................................................
1 2 3 4 5

12. 사람들은 주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실제로 별로 신

경 쓰지 않는다.............................................................................................
1 2 3 4 5

13. 나는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행

동한다..............................................................................................................
1 2 3 4 5

14. 자기 자신만 괜찮은 사람이라면 행운이 따를 것이다................... 1 2 3 4 5

15. 인생은 우연히 일어나는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1 2 3 4 5

16.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꽤나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1 2 3 4 5

17. 나는 거의 항상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

울인다..............................................................................................................
1 2 3 4 5

18. 나는 스스로에 대해 잘 모른다............................................................. 1 2 3 4 5

19. 이 세상은 대체로 착한 사람들이 보상받게 된다.............................. 1 2 3 4 5

부록 5. 세계 기본가정 척도(WAS)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을 주의 깊게 읽고, 귀하께서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솔직하게 O표 해주

시기 바랍니다.



- 146 -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편
중간

동의하는

편임

강하게

동의함

20. 우리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 1 2 3 4 5

21. 내 삶을 돌아볼 때, 나에게 운 좋은 일들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는 것을 깨닫는다..........................................................................................
1 2 3 4 5

22. 우리가 예방만 한다면 대부분의 불행은 피할 수 있다................ 1 2 3 4 5

23. 나는 스스로를 불행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실천한

다......................................................................................................................
1 2 3 4 5

24. 일반적으로 인생은 대개 도박과도 같다............................................... 1 2 3 4 5

25. 세상은 좋은 곳이다................................................................................... 1 2 3 4 5

26.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친절하고 도움이 된다....................................... 1 2 3 4 5

27. 나는 보통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행동한다... 1 2 3 4 5

28.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상당히 만족한다.................................... 1 2 3 4 5

29.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 2 3 4 5

30. 자세히 보면, 세상은 선한 일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될 것이

다......................................................................................................................
1 2 3 4 5

31. 나는 내가 가진 성격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32.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운이 좋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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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편
중간

동의하는

편임

강하게

동의함

1.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면 견딜 수 없다...................................... 1 2 3 4 5

2.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야 인정을 받을 것이다........... 1 2 3 4 5

3. 내가 관심가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는 끔찍한

일이다..........................................................................................................
1 2 3 4 5

4. 내 기분이나 행동은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태도나 평가에 의

해 주로 좌우되는 것 같다.......................................................................
1 2 3 4 5

5. 주변 사람들(친구들)이 날 좋아하게 만들려면 말을 유창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해야 한다......................................................................
1 2 3 4 5

6.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것은 몹시 끔찍한 일이

다......................................................................................................................
1 2 3 4 5

7. 상대방을 항상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 1 2 3 4 5

8.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항상 일을 잘 해야만 한다......... 1 2 3 4 5

9. 나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지 않으면 나는 행복

해질 수 없다................................................................................................
1 2 3 4 5

10.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려면 그들 앞에서 매끄럽고 유능

하게 처신해야 한다....................................................................................
1 2 3 4 5

11.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괜찮은 사람이야................ 1 2 3 4 5

12.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의 기분이 상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1 2 3 4 5

부록 6. 한국판 역기능적 신념검사 단축판(DBT-short form):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 하위척도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을 주의 깊게 읽고, 귀하께서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솔직하게 O표 해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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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생활은 대체로 즐겁다........................................................ 0 1 2 3 4

2. 요즘 내가 하는 일에 집중이 잘 된다..................................... 0 1 2 3 4

3. 나는 내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지니고 살아간다............. 0 1 2 3 4

4. 나의 삶은 전반적으로 편안하다................................................. 0 1 2 3 4

5. 내가 하는 활동에 의욕과 열정을 느끼고 있다................... 0 1 2 3 4

6. 나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다................. 0 1 2 3 4

7. 나의 일상생활에는 유쾌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다........... 0 1 2 3 4

8. 나는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임하는 편이다............... 0 1 2 3 4

9. 요즘 내가 하는 일들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0 1 2 3 4

10.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대체로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0 1 2 3 4

11. 일에 몰두하여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경우가 자주 있다... 0 1 2 3 4

12.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있다................................. 0 1 2 3 4

13. 나는 요즘 대체로 기분이 좋은 편이다................................ 0 1 2 3 4

14. 하는 일에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질 때가 종종 있다....... 0 1 2 3 4

15.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 0 1 2 3 4

16. 나는 요즘 괴로운 일이 별로 없다........................................... 0 1 2 3 4

17. 내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좋은 성과를 얻는다................. 0 1 2 3 4

18. 나는 훗날 가족과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사람이 될 것이

다.........................................................................................................
0 1 2 3 4

19.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 0 1 2 3 4

20.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며 살고 있다.................. 0 1 2 3 4

21. 주위 사람들은 나를 소중한 존재로 여긴다........................... 0 1 2 3 4

부록 7. 행복의 삼각형 척도

본 검사는 귀하의 개인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귀하께서 동의 또는 반대하는 정도를 해당되는 숫자에 

O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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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드물게

(1일이하)

가끔

(1～2일)

자주

(3～4일)

거의

대부분

(5～6일)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0 1 2 3

2. 먹고 싶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0 1 2 3

3.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0 1 2 3

4.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0 1 2 3

5.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0 1 2 3

6. 우울했다.................................................................................................... 0 1 2 3

7.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0 1 2 3

8.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0 1 2 3

9.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0 1 2 3

10. 두려움을 느꼈다.................................................................................... 0 1 2 3

11.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0 1 2 3

12. 행복했다.................................................................................................. 0 1 2 3

13.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말수가 줄었다.................................... 0 1 2 3

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0 1 2 3

15.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0 1 2 3

16. 생활이 즐거웠다.................................................................................... 0 1 2 3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0 1 2 3

18. 슬픔을 느꼈다........................................................................................ 0 1 2 3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0 1 2 3

20.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0 1 2 3

부록 8. 한국판 CES-D

아래에 적혀있는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1주일 동안 당신이 

느끼고 행동한 것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O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 150 -

부록 9. 상실의 치유 및 성장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연구 3에서 개발한 상실의 치유 및 성장 프로그램은 총 8회기(회기당 2시간

씩, 총 16시간)로 구성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심각한 상실

로 인한 충격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통으로부터의 회복뿐 아

니라 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은 매

회기 상실에 대한 의미재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주제나 과제가 주어지고, 집단

원들이 자유롭게 주어진 주제에 대해 생각하거나 글로 정리한 다음, 함께 공유

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활동들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매 회기를 마무리하며

상실과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해볼 거리를 제공하는 시나 글귀를 음미하는 의

식(ritual)을 갖는다. 프로그램의 기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 상실의 치유 및 성장 프로그램 기본 구성 》

회기 제  목 내  용

1 상실의 애도와 성장과정
상실경험 및 역경을 통한 성장에 관한

심리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2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의미재구성의 물고 트기

상실한 대상과의 관계 돌아보기

3 상실로 인한 고통의 의미 I
상실로 인한 고통 바라보기 

고통의 의미 탐색하기 

4 상실로 인한 고통의 의미 II
상실로 인한 고통 바라보기 

고통의 의미 탐색하기

5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집중하기
긍정적 기억에서 긍정 에너지 찾기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균형 회복하기 

6 삶의 의미와 목표 설정하기
현재 삶의 중요한 가치 찾기

실천 가능한 목표 설정하기

7 상실한 대상에게 편지쓰기
상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 

자신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말

8 소중한 삶을 위하여 축복 헤아리기, 미니휴가 계획하기



- 151 -

■ 1회기. 상실의 애도와 성장과정(오리엔테이션)

▪1회기의 목표

① 인간의 상실 경험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안전한 집단 분위기를 형성한다.

▪1회기의 진행 과정

1. 환영인사 및 진행자 소개

2. 프로그램의 목적 및 특징 소개

① 상실의 치유 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자신과 대인관계 및 삶 전반에 대

해 깊이 성찰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생각해보면, 누구나 살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상실, 따라서

상실의 구멍을 어떻게 잘 매우고 이후의 삶을 어떻게 재정비하는가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③ 매 회기 생각해볼 주제나 과제가 있지만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

각과 감정의 속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임할 것을 당부한다.

3. 별명 짓기와 자기소개

① 안전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에서 별명을 사

용한다.

② 자신이 불리고 싶은 별명을 정하여 명찰에 적도록 한다.

③ 별명의 의미나 이유를 소개하면서 자신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한다.

4. 상실의 애도과정과 역경후 성장에 관한 심리교육

① 상실 이후의 애도과정(Bowlby의 이론 참고)

1단계. 정신적 충격

2단계. 상실한 대상에 대한 슬픔과 원망 등의 복잡한 감정

3단계. 변화된 환경과 역할에 대한 혼란과 절망

4단계. 회복 혹은 고통의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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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실이 고통스러운 이유

‘사랑하는 이의 상실’은,

우리 마음이 원치 않았고 예상치 못했던 일!

즉, 내가 가진 세계관에는 존재하지 않는 일.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

일 수 없는 사건. 이런 불일치로 인해 심리적 고통이 유발되고, 우리는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상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

지게 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

③ 상실의 역경을 통한 성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문들을 회피하지 않고 답하려는 노력을 하다보면, 상실이 내게

새롭게 던지는 의미를 깨닫게 되고, 나와 삶과 주변 사람들을 다시 돌아

보면서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재정립하는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상실로 인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

들을 충분히 소화시키고, 익숙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밟아온 길이 있

었다면 이러한 경험을 계기로 다시금 진정 나에게 꼭 맞는 길이 무엇인

지 찾아보자.

5. 프로그램에서 지켜야 할 규칙

① 참석 시간 준수하기

② 경청하기

③ 집단의 이야기는 소중한 비밀로 지켜주기

④ 비난, 충고, 평가는 되도록 삼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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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기.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6. 집단에서 바라는 점

① 프로그램 내에서 바라는 점, 프로그램 밖에서 바라는 점

② 다른 참여자들과 리더에 대한 기대와 희망

7. 다음회기의 내용 및 준비물 공지

① 2회기는 상실한 대상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상실한 대상과 관련된 물건

을 한 가지씩 준비해 오도록 한다.

 

▪2회기의 목표

① 상실 경험에 대한 의미재구성 과정의 물꼬 트기

② 상실한 대상과의 관계를 돌아봄으로써, 상실의 의미와 자신이 관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욕구 등을 알아차리기

▪2회기 진행 과정

1. 오늘의 주제 및 과제 소개

① 상실한 대상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였으며 그를 상실했다는 것이 어떤 의

미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다.

② 의미 있는 대상으로부터 충족되었던 것과 현재 아쉽고 힘든 점 등을 탐

색함으로써, 자신의 주요한 관계 욕구와 대인관계 패턴을 돌아본다.

2. 감정자각 및 긴장이완 훈련

① 상실한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충분히 접촉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감정자각 및 긴장이완

훈련을 병행한다.

② 감정단어 목록을 제시하고 현재 느껴지는 감정과 평소 자주 느껴지는 단

어에 표시하고 집단원들과 함께 공유한다.

③ 감정은 욕구의 충족 여부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 따라서, 감정이 느껴

지면 머물러서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욕구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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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회기. 상실로 인한 고통의 의미

④ 호흡법을 통한 긴장이완 훈련을 실시한다.

3. 상실한 대상 소개하기

① 준비해온 물건과 관련된 사연을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상실한 대상에 대

해 소개한다.

② 이야기 순서는 마음이 준비되는 대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한다.

③ 자연스러운 의미재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진행자는 특히 집단원이

슬픔, 죄책감, 원망감, 두려움 등 중요한 감정이 담긴 사연을 이야기를 할

때 상실 대상과의 관계에서 충족되었거나 충족되지 못해서 아쉬운 욕구

와 기대에 대해 자각할 수 있도록 탐색하는 질문을 한다.

4. 마무리 의식(매 회기 마지막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하 생략하였음)

① 상실과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해볼 거리를 제공하는 시나 글귀를 준비하

여 집단원 중 한 명이 낭독하고 다함께 음미하면서 회기를 마무리한다.

▪3, 4회기의 목표

① 반복해서 떠오르는 불편한 기억이나 경험을 피하지 않고 마주함으로써

고통의 이유를 찾고, 인생의 역경과 고통의 의미에 대해 생각한다.

② 의미처리 과정에서 닿아있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정화시킨다.

▪3, 4회기 진행 과정

1. 오늘의 주제 및 과제 소개

① 반복해서 떠오르는 불편한 기억이나 경험을 피하지 않고 마주함으로써

현재의 고통과 그 고통의 이유 및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다.

② 소중한 사람의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고통은 피하고 싶은 매우

힘든 경험이지만,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경험을 마냥 피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그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아보고, 자신의 삶을 성찰함

으로써 고통이 오히려 감소되고, 전보다 더욱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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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③ 자꾸 떠오르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억압하거나 덮어두면 점점 더 끔찍한

기억과 이미지로 증폭되어 더 큰 고통으로 우리 안에 맴돌 수 있다.

④ 한 사람씩 충분히 시간을 갖고 작업을 하기 위해 두 회기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2. 긴장 이완 훈련

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고통스러운 감정이 올라올 때에는 크게 심호흡을 하

면서 신체적, 정서적 긴장을 이완하도록 한다.

② 너무 힘들거나 고통스러우면 잠시 이야기를 중단하고 쉬어도 좋다.

3. 그림으로 표현하기

① 스케치북과 색연필, 크레파스, 파스텔 등을 준비한다.

② 상실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순간과 감정을 떠올리며 그림으로 표현해보도

록 한다.

4. 내 인생에 놓인 ‘돌’

① 진행자는 긴 줄과 작은 돌들을 준비하여, 지금까지의 인생을 긴 줄에 비

유하고, 상실로 인해 고통스러운 순간을 인생길에 놓인 ‘돌’에 비유한다.

② 줄의 시작은 태어난 순간이고 줄의 끝부분은 현재이다.

③ 참여자들은 준비가 되는대로 한 명씩 준비해둔 돌을 해당되는 인생의 시

기에 놓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대해 이야기한다.

④ 진행자는 당시의 고통(슬픔, 죄책감, 원망감, 두려움 등)이 어떤 기대나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지 탐색하고, 당시의 경험을 현재의 시각에서 재구

성해보도록 탐색하는 작업을 촉진한다.

5. 역경으로부터 배우기

① 이러한 역경을 경험함으로써 새롭게 발견하게 된 나의 취약한 모습 혹은

강점 등을 나누고, 자신이 가진 지지적 자원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 상실을 경험하기 전에 나는 __________한 사람인줄 알았는데, 

  지금의 나는 _____________한 사람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

• 상실로 인해 힘들 때, _____________________의 도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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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회기.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집중하기

▪5회기의 목표

① 따뜻하고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림으로써 긍정적 에너지를 충전한다.

②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균형을 회복한다.

▪5회기 진행 과정

1. 오늘의 주제 및 과제 소개

①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면 상실의 고통에 압도되어 있거나 허무함에 빠

져 삶 전체를 부정적,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있기에 남아 있

는 주변의 소중한 사람과 자원들에 주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② 따라서 주의의 초점을 의식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반복함으로써 긍정적

에너지를 내 삶에 끌어오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③ 따뜻하고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림으로써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2. 긍정적 기억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① 약 3분간 눈을 감고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도록 한다.

② 스케치북에 당시의 장면, 감정, 이미지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다.

3. 내 인생에 놓인 ‘꽃’

① 상실의 고통이 ‘돌’이었다면 행복하고 따뜻한 순간은 내 인생의 ‘꽃’으로

형상화 할 수 있다.

② 지난 두 회기 동안 집단원들이 놓아둔 돌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채, 다

양한 종류의 꽃들을 준비한다.

③ 참여자들은 준비가 되는대로 한 명씩 준비해둔 꽃을 해당되는 인생의 시

기에 놓고 그림과 함께 자신의 긍정적 기억에 대해 이야기한다.

④ 더불어서 참여자들로 하여금 인생길에 꽃과 돌이 공존함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게 하여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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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회기. 삶의 의미와 목표 설정하기

• 만일 (현재의 고통)이 나에게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나는 _____할 것이다.

• 만일 내게 ___________이 없다면, 나는 ____________할 것이다.

▪6회기의 목표

① 자신에게 소중한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해본다.

② 삶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6회기 진행 과정

1. 오늘의 주제 및 과제 소개

① 고통으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고, 자신에게 진정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

들을 다시 한 번 찾아본 후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 본다.

② 상실로 인해 많이 슬프고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에 압도되어 이를

차단하려고 애를 쓰면서 진정 의미 있는 일들에 에너지를 투여하거나 집

중하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부재의 고통)을 경험하게 됨을 인식한다.

2. 내가 바라는 삶의 모습 상상하고 계획하기

① 누군가 요술지팡이를 휘둘러서 잠에서 깨어보니 현재의 고통이 모두 사

라지고 없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가에 대해 생각한 후, 떠오

른 내용을 바탕으로 worksheet에 문장을 완성하도록 한다.

② 나아가 이를 통해 발견하게 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가능한 단기적 계획을 세우고 작성해 보도록 한다.

③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집단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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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회기. 상실한 대상에게 편지쓰기

__________ 에게

※전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

※자신에게 격려와 응원의 말

▪7회기의 목표

① 상실에 대한 애도 및 의미재구성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현재 남아 있는

감정과 바람을 명확히 인식한다.

② 더불어, 역경을 견디고 극복하려는 삶의 의지와 강인한 면모를 발견한

다.

▪7회기 진행 과정

1. 오늘의 주제 및 과제 소개

① 지난 여섯 회기 동안의 애도와 의미재구성 작업을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② 상실한 대상에게 편지를 씀으로써, 자신에게 남아 있는 감정과 욕구를

명확히 인식하고, 나아가 이를 표현함으로써 그 사람을 잘 떠나보내는

시간이다.

2. 상실한 대상에게 편지쓰기

① 편지지 형식의 worksheet를 준비하여 상실한 대상에게 전하고 싶은 말,

상실한 대상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 상실의 아픔을 잘 견뎌낸 자신에게

격려와 응원의 말을 각각 적어보도록 한다.

② 잔잔한 음악을 틀어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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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회기. 소중한 삶을 위하여

3. 편지의 내용 공유하기

① 편지쓰기가 끝나면 각자 돌아가면서 자신의 편지를 읽고 편지를 쓰면서

느낀 소감을 이야기한다.

② 이때 상실한 대상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자신이 직접 읽고, 듣고 싶은

말과 격려의 말은 다른 집단원에게 요청하여 떠난 이를 대신해서 이야기

하듯 읽어주도록 요청한다.

③ 집단원들이 서로 질문과 피드백을 자유롭게 주고받도록 한다.

▪8회기의 목표

① 행복감 증진을 위한 축복 헤아리기(counting blessing)를 실습한다.

② 행복감 증진을 위한 미니휴가(mini-vacation)를 계획한다.

▪8회기 진행 과정

1. 오늘의 주제 및 과제 소개

① 소중한 나의 삶을 가꾸고 계획하기 위한 향유하기(savoring) 기법 두 가

지를 소개하고 직접 실습해본다.

② 첫 번째로, 축복 헤아리기는 현재 감사한 일, 다행스러운 일을 떠올리면

서 삶에서 긍정적인 것들, 내가 가진 자원들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 활동

은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자원들, 주변 사람들,

자신의 강점 등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함으로써 긍정 정서를 고양시키는

효과가 있다.

③ 두 번째 기법은 미니휴가 계획하기로, 생활 속에서 적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자주 실천 가능한 즐거운 일들을 계획하는 것이다.

2. 축복 헤아리기

①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대상들 중 만약 그것이(혹은 그 사람이) 없었다면

얼마나 불행했을 지를 상상하며 worksheet에 적고, 그때의 기분을 함께

자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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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__________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불행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 다행이다. 

• 만약 _______이 없다면 지금보다 불행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 감사하다.

② 축복 헤아리기의 내용과 함께 글을 작성하면서 느껴진 감정에 대해 집단

원들과 공유하도록 한다.

3. 미니휴가 계획하기

① 미니휴가 계획하기의 핵심은 매일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긍정적 체

험을 계획하는 것이다.

② 평소 나에게 작은 기쁨과 즐거움, 혹은 안정감 등을 제공하는 대상이나

활동을 생각해본 후, 구체적인 활동 시간과 장소까지 정하도록 한다.

③ 특히 상실의 슬픔으로 인해 활동 수준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몸

의 움직임과 활동을 통해 거꾸로 마음에 활력과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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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연구 4에서 도출된 개념 및 범주에 대한 면담자료

1. 충격적 상실로 인한 고통 경험

1) 충격적 상실사건 발생

▪ 충격적 사별을 경험함

총 12명의 면담 참여자 중 9명이 가족 및 친척과 사별하였고, 사별의 원인은

암과 같은 질병, 교통사고, 자살, 사산 등이었다. 이미 역경을 통한 성장을 경험한

연구참여자를 선발할 때 고려한 특성이기도 하지만, 면담 시에 직접 보고한 사별

경험들은 모두 외상에 가까운 충격적 경험들로 묘사되었다.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 3개월 시한부를 받으셨어요. 10년 전에 이미 대장암

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래도 이렇게 산에서 목을 매실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고 가족들 모두 충격 받은 건 말

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참여자 1>

아들이 있긴 하지만, 열아홉 살 때 불임판정을 받았었고 2001년도에 임신한지 3개월 

만에 유산을 한 적이 있어서 너무 소중한 아이였어요. 출산 예정일 3일 전이었는데 그

렇게 되리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죠. 그냥 멍하고 아무 느낌도 없이 눈물만 주룩 주룩 

흘렀어요. <참여자 9> 

폐암 수술하던 날 갑자기 혈전이 막혀 거의 식물인간이 돼서 말씀도 못하게 되신걸 알

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살면서 감정이 이렇게까지 바닥을 친 적이 없었는데 너무 절망

적이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지...<참여자 5> 

감기로 앓은 적도 한 번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거라

고는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고 소식을 듣고 아들과 같이 차를 직접 

몰고 남편이 근무하던 지방으로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눈앞엔 아무것도 보이

지 않았고 어느 것이 길이고 중앙선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참여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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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적 단절을 경험함

총 12명의 면담 참여자 중 3명은 남편이 수감되거나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이

별통보를 받은 경험을 하였다. 세 명 모두 너무나 중요한 존재를 원치 않게 상실

한 경우라서 충격과 이후의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참여자 3은 연

인과 사실혼 관계였고 참여자 4는 처음으로 많이 좋아한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

다는 생각에 심리적 충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반 동거한 사실상 사실혼 관계나 다름없었는데 서울에 가게 돼서 떨어져 살면서 결

혼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거의 몇 일동안 잠

도 못자고 밥도 거의 못 먹고 죽고 싶은 생각만 들었던 겉 같아요. <참여자 3>

처음으로 누군가를 내가 더 많이 좋아하게 됐는데 그 사람한테 차였어요. 나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정말 미친

놈처럼 유리컵을 깨고 난리를 쳤던 것 같아요. <참여자 4>

2) 정서적 고통

▪ 슬픔과 우울, 절망감에 빠짐

상실 경험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경험되는 이유는 바로 부적인 감정들을 불러일

으키기 때문이다. 우선 면담을 통해 많은 참여자들이 큰 슬픔이나 우울감, 절망감

과 같은 정서적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애기 생각에 2달간 눈물만 주룩주룩 나왔어요. 아무 이유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러다 세 달째는 아예 말을 못하게 됐어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정체돼 있는 상태였어요. <참여자 9>

한 7, 8개월 정도 슬프고 무기력한 상태가 계속 갔어요.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밥도 못하겠고 마음이 되게 허했고 내 편이 없어

졌다는 느낌이 들면서 어머니가 울타리가 돼주셨구나...< 참여자 10> 

▪ 상실에 대해 자책하고 후회함

참여자들은 슬픔과 더불어 상실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 죄책감을 느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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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 이전에 떠나보낸 대상에게 잘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자책 등을 경

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아이에 대한 죄책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많이 들었어요.  

<참여자 9>

나쁜 건 새언닌데 오빠에게만 참으라고 하고 더 잘하라고 하며 착한 시누이 행세를 한 

나에게 화를 내고...사고 직전에 오빠에게 했던 말들을 후회하고, 오빠를 이해해주지 못

하고 외롭게 만든 게 너무 후회가 됐어요. <참여자 2>

왜 좀 더 조카의 고민을 들어주지 못했나 하는... 못난 삼촌을 자책했어요. <참여자 6>

아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한 것과 사랑한다고 한 번도 얘기하지 못한 것이 후회

됐어요. 얼마나 된다고... 그 주식 빚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마음의 짐을 덜어

주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참여자 1>

▪ 원망하고 미워함

참여자들 중에는 상실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려 ‘죽도록’ 원망하고 미워하며 고

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신앙을 가진 참여자들 중에는 상실을 막지 못하고 자신과

가족에게 시련을 준 신에 대한 원망감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동생과 술을 마시며 오빠를 길거리로 내몰았던 새언니가 죽도록 미워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그 당시 제일 많이 했던 건 새언니와 그 집 식구들 원망이었어요.<참여자 2>

한 번은 교회에 가서 하느님께 인생이 평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펑펑 울면서 원망하

고 다 쏟아낸 적이 있어요. <참여자 12>

하느님께 우리 어머니 구제 안 해줄꺼냐, 아무 잘 못 없으신데 저렇게 착한 분인데...하

면서 매일 대들었어요. <참여자 10>

처음엔 하느님을 원망했어요. 내가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도대체 왜 이런 일

을 저한테 주실 수 있느냐고 원망했죠. 납득이 안가고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도 안 됐

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 다니면서 어린 애가 생떼 쓰듯이 계속 불평불만만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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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적 증상과 고통

▪ 심장통증, 불면, 거식증, 체중감소, 발작 등의 이상증상 경험

헤어지고 나서 잠 못 자고 밥 거의 못 먹고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히스테리 

발작을 할 정도로 정신이 나간 적도 있어요. 공황장애같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도 

많았고 원래 심장이 안 좋아서 너무 통증이 심했어요. <참여자 3>

심장이 조이거나 숨이 가쁜 증상을 겪었어요. <참여자 1>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체중이 10키로나 빠졌고....<참여자 7>

4) 비관적 생각이 떠오름

▪ 인생무상(허무함)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에 빠진 경험이 추출되었는데, 이러한 생각은 주로 사

별을 통해 죽음에 직면한 참여자들에게서 관찰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당시에는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야기하지만, 의미재구성 과정에서 ‘삶은 유한하니까 살아있

는 동안 최선을 다하자.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자.’는 긍정적 신념의 변화로 이

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생 참 무상하다..인생 참 별거 아니구나..저렇게 가면 그만인데...<참여자 1>

그때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아...사람 목숨이 이렇게 허무한 거구나...나도 핸들만 

옆으로 꺾어 버리면 남편 따라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참여자 8>  

그 후 며칠 동안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그저 모든 일상이 허무했어요.

<참여자 6> 

▪ 삶을 포기하고 싶어

상실 직후에 자살사고에 시달린 사람들도 있었다. 다행히 참여자들 중에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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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없었지만,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극단적인 사고 및 충

동이 반복적으로 침투하여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면담의 맥락

을 살펴보면 자살사고는 심각한 우울감과 절망감, 죄책감 등에 동반되어 나타났

던 것으로 생각된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순간마다 들었어요. 단 한 순간의 일도 꿈에서조차 꾸

고 싶지 않은 일들이에요. <참여자 7>

죽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 참여자 3>

꿈에서 여자애(사산한 아이)가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 아이를 생각하면 정말 죽고 

싶었어요. 우울증이 한 3년은 간 것 같아요. <참여자 9>

5) 의미 있는 대상의 상실

▪ 정서적으로 가깝고 친밀한 대상

모시고 살진 않았지만 남편이 4남매 중 막내라서 7년간 매주 시부모 댁에 갔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어요. 원래 친정엄마랑 별로 친하지 않았다. 친정엄마가 성격이 모나서 기죽

이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 ‘너는 손발이 작고 기형이니!’ 이런 식... 그리고 

특히 가족들 중에 어머니가 나를 많이 예뻐했기 때문에 친엄마보다 더 가깝게 친구처럼 

지냈어요. 반찬도 갖다 주고 물건도 본인이 들어주려고 하고. 그래서 암 진단받고 사망 

때까지 3개월간 제가 모시자고 했어요. <참여자 10>

결혼을 하고 아이도 있는 상태였지만 그들만큼이나 오빠를 친밀하게 생각했었어요. 

<참여자 2>

학창시절 교회에서 만나 9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22년간 결혼생활하면

서 매일 출근하면서 호주머니에 넣어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사랑이 넘친 사람이었어요. 

<참여자 8>

엄마가 초등학생 때 추락으로 뇌손상을 입어 치매 비슷한 정신질환이 있어 우리를 돌보

지 못했어요. 아빠도 당뇨도 있고 속상해서 매일 술, 담배로 생활해서 우리를 키울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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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돼서 할머니가 사회복지시설에 우리 다섯 남매를 맡겼어요. 그래도 명절 때마다 

아빠가 찾아와서 우리를 많이 사랑해주셨던 게 느껴졌어요. 수염 난 얼굴로 안고 비비

고 했던 게 지금도 생각나요. <참여자 12>  

▪ 존재감이 크고 중요한 대상

제 삶에서 90%이상 차지할 정도로 남자친구 존재가 컸어요. 결혼도 당연히 한다고 생

각했고 남친 부모님도 자주 뵈었어요. 정말 많이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참여자 3>

말다툼으로 투닥 투닥 거리며 싸울 때가 있긴 했어도 친했어요. 중요한 정도는 한 집안

의 가장이시기도 해서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집에 살면서 미운정, 고운정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중요하고 소중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11>

특히 아빠와는 거의 남처럼 지냈었던 상황이라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힘든 일이 생길 

때면 오빠를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여자 2>

6) 상실에 준비되지 않음

▪ 예상치 못함

상실의 충격을 경험한 참여자들 중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상실 사건

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특히 자살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별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 한 동안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고하

였다. 또한 실연의 이유가 믿고 사랑하던 연인의 외도로 인해 헤어지게 됐을 때

충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중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죽음도 슬픈 일인데, 자살이라니...누구

보다 강한 분인데 그런 선택을 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참여자 1>

감기도 앓은 적도 한 번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거라

고는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참여자 8>

조카가 왜 자살을 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전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라 장

례식장을 계속 지키면서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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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처음으로 내가 먼저 좋아한 사람이고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인데, 정말 그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와 진짜...돌아버리겠더라고요. <참여자 4>

▪ 미쳐 마음의 준비가 안됐음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 마음으로는 미쳐 준비가 되지 않아 슬퍼서 우는 것까지 뒤로 

미루며 현실에서 도망치려 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남자친구가 서울에 올라가게 되면서부터 조금씩 연락이 뜸해지고 태도가 변한 것 같긴 

했지만 우리는 당연히 결혼할 사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연락이 두절됐을 때 정말 헤어지

려는 건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참여자 3>

그냥 간단한 수술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의사가 나오더니 혈전이 막혀서 

뇌경색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저렇게 돌아가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너

무 절망적이었어요. <참여자 5> 

2. 고통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

상실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인지적

처리과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특별한 활동이나 수단을 활용한 측면들이

있었다. 다양한 활동이라는 큰 하나의 범주로 묶였으나, 각 하위 범주에 해당되는

사례의 빈도가 높기 보다는 소수가 각자 보고한 다양한 측면들이 반영되어 있다.

1) 전문적 상담받기

▪ 개인 및 가족 상담을 받음

엄마는 친구가 상담 공부하는 사람이라 제가 겪은 일을 얘기했는데 듣더니 단순히 

연애문제가 아니라 가족문제라며 우리 가족들을 상담해 주기도 했어요. 그 덕분에 

엄마도 긍정적으로 많이 변하셨죠. <참여자 3>

2) 책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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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를 읽고 베껴 씀

친구가 시를 타이핑해보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류시화 시 ‘살며 사랑하며 춤춰라’ 

한 권을 계속해서 타이핑했는데, 읽으면서 공감되는 것도 있고 이해되는 것도 있고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3>

▪ 종교 및 심리 관련 서적을 읽음

조카 자살 후에 영성에 관심이 많아져서 ‘숫타니 파타’, ‘장자’, ‘도덕경’, ‘우파니샤

드’, ‘온전한 삶으로의 여행’... 영성과 마음치유 책을 손에 잡히는 대로 읽었어요. 이

런 책을 읽으면서 우울감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참여자 6>

3) 여행

▪ 여행으로 우울을 달램

가족과 함께 캠핑을 자주 감으로써 우울한 생각을 잠시 묻어둘 수 있었던 것 같아

요. <참여자 6>

울적할 때는 산에도 가고 친구들하고 여행도 가면서 마음을 달랬어요. <참여자 7>

4) 종교 활동

▪ 교회에 자주 나감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참여자들은 대부분 교회에 나가 기도하거나 다른 교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신에게 의지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관

찰되었다.

매일 새벽기도를 나가면서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아빠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참여자 11> 

가장 큰 것은 신앙에 의지하며 기도하고 영성 프로그램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저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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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보는 큐티 시간하고 나눔의 시간을 가진 거였어요. <참여자 7>

저에게 의지할 신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신앙의 힘

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며 나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감당 해 나가기가 너무나 벅찬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어떠한 어려움도 그분께 의지하면서 위로도 받고 희망도 생기는

데 그게 바로 역경을 이겨 낼 수 있는 가장 큰 원천인 것 같아요. <참여자 7>

▪ 스님과 메일을 주고받음

면담 참여자들 중 유일한 불교신자였던 참여자 9는 평소에 알고 지낸 스님에게

SNS 수단을 통해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아픔을 이야기하고 위로를 받았다.

평소에 알고 지낸 스님이 있었는데 SNS 상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너무 가슴 아픈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분은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그저 판단하지 않

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하니까 더 공감 받는 느낌이었어요. <참여자 9>

3. 개인내적 특성

작용/상호작용의 영향력을 변화시키는 중재적 조건으로서 상실 이전부터 가지

고 있었던 개인내적 성격 특성이 나타났다. 개인내적 특성 범주에는 낙관성과 강

인성 두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성격적 강점이 상실의 고통과 충격에 함

몰되지 않고 어느 순간 긍정적인 의미재구성 과정으로 이행하도록 하는데 기여했

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1) 낙관성

▪ 긍정의 유산

상실에 대한 의미재구성 과정에서 긍정적 재평가나 주의전환이 가능한 이유로

상실 이전부터 낙관적이고 긍정적이었다는 대답들이 있었다. 이것이 상실의 고통

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참여자들은 지각하고 있었다.

제 성격도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매달려 있는게 아니라 잊어버리려고, 툭툭 털어내 버

리려고 하는 성격이어서 평소의 긍정적인 성향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참여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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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받은 긍정의 유산이 정신적인 지주가 된 것 같아요. <참여자 7>

원래 긍정적인 마인드, 좋게 좋게 생각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시설에 있을 때도 맏언

니처럼 지냈는데, 애들하고 선생님 사이에서 갈등 있으면 중재역할도 하고 선생님이 그

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면이 있었어요. <참여자 12>

2) 강인성

▪ 강하고 씩씩한 성격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해온 사람들이라 나의 워낙 씩씩하고 

강한 모습에 자기들이 염려치 않아도 되는 일이어서 고맙다고 했어요. <참여자 8>

원래 제가 좀 단단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입원해 계셨을 때, 나라도 굳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가 약해져 계시니까 난 더 냉정하게 마음먹으려고 했죠. 심지어 엄

마한테 정신 차리라고도 했어요. 매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애들도 빈 틈 없이 

챙기려고 했어요. <참여자 1>

4. 사회적 지지

작용/상호작용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재적 조건으로 사회적 지지

가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정서적 고통이 감소되거나 상실

에 대한 의미를 처리하는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사회적 지지 범주는

위로와 도움이라는 정서적 차원과 타인의 조언과 경험담이라는 정보 제공 차원의

세분화된 하위범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양적 선행 연구들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성찰적 반추를 매개로 역경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1) 위로와 도움

▪주변 사람들이 위로와 도움을 줌

고등학교 친구들이 많이 위로가 됐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얘기 듣자마자 자기들이 먼저 막 

울고 밤 12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어디냐고 가겠다고 해서 너무 고마웠어요.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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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사람들이 저희 부부가 서로 신앙에 매달려서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돌아보고 서로

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보듬는 모습을 보고는 흔치 않는 일이라고 많이 격려해줬어요. 

분명히 이 사건의 계기로 전보다 더 견고하고 바르게 세워서 어떤 계획 된 일에 쓰임 

받는 자들이 될 거라고 여겨주고 위로해 줬던 게 큰 힘이 됐어요. <참여자 7>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늘 함께 해주며 헌신적으로 돌봐주고 인정해 준 친구가 있어서 

덜 외롭고 살아갈 가치, 존재감을 느끼게 해줬어요. 지금이라도 힘들면 달려와 줄 친구

가 여럿이 있다는 게 정말 큰 힘이 돼요. <참여자 4>

그 때 남편에게 참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5>

2) 타인의 조언과 경험담

▪타인의 조언을 통해 자신과 인생을 새롭게 봄

참여자들은 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 상실 사건이나

세상을 보는 관점에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동기가 남들 시선 때문에 결혼 추진하면 나중에 계속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남는  

게 그냥 결혼했다는 것밖에 없다고 해서 정말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울 게 뭔가 

생각해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고 하는 거였어요. 죽음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였어요. <참여자 3>

미국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은 대등하게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사랑

이 아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니 생각만 해라.’ 한 달간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귀를 막고 ‘내가 왜 이 사람을 사귀기 시작했고 어떤 점이 좋았나’ 등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좋아하는 모습만 보려고 했고 저 못지않게 상대도 저

에게 의존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참여자 3>

친구들의 경험담은 도움이 됐어요. ‘나도 2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 잘 지낸다.’고 했던 

얘기를 듣고 당시에는 잘 안 들려도 나중에 내가 조금 나아진다고 느끼는 시기에 그 얘

기가 생각나면서 단서가 되어 내 생각이 확장되는 거예요. <참여자 4>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줌

참여자들 중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앙 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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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서 상실과 고통에 대한 신앙적 해석과 조언을 듣고 의미재구성을 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8은 남편의 죽음을 ‘먼 나라로

선교여행 떠난 일’로 생각하라는 조언을 통해 연결성을 회복하는 의미재구성 과

정으로 이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당 분들께서는 전화를 주셔서 어디 먼 나라로 선교여행을 몇 년 떠났다고 생각

하라고 하셨어요. 그 분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그리울 때면 그 말을 늘 기억해요. 

<참여자 10>

아무래도 종교적인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하

느님께서 편히 쉬게 하려고 데려갔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저랑 가족들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원망을 하거나 비난을 할 수도 없

었어요. <참여자 8>

5. 만족스럽고 균형 잡힌 현재의 삶

성장은 상실이라는 역경 이전과 비교했을 때 나타난 긍정적 변화를 의미한다.

참여자들 중 일부는 상실 이전부터 낙관적이거나 강인한 성격 강점을 가지고 있

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삶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자기상을 가

지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기저의 성격 특성이나 삶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현재 삶의 모습이 각자 어떠한지 탐색할 필요가 있었다.

1) 전반적 삶의 만족

현재의 삶이 어떠한가, 혹은 생활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가 하는 질문

에 대해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대답하였다. 이들은 공통적

으로 삶이 완벽할 수 없고 늘 행복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삶

의 다양한 굴곡을 수용하고 평범한 일상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이상 좋을 수 없어

전반적으로 만족해요. 이 이상 좋을 수 없어요. 옛날엔 정확한 기준이 없었고 다른 사람 기

준에 맞춰서 살려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다.’ 생각해요. <참여자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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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만점에 80점이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의미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일하는 데서도 학생들과 관계가 좋은 편이예요. <참여자 1>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저 또한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일이 많지만 대체로 현재

에 만족해요. 가장 큰 욕심이라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이죠. <참여자 2>

현재의 삶이 모든 것이 완벽하다거나 늘 만족스럽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삶에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요. <참여자 8>

2) 일에 몰입함

참여자들은 좋아하는 일, 필요한 일을 찾아서 자기실현을 하고 있으며, 주어진

일에 충실히 집중하고 에너지를 투여함으로써 좋은 성과와 평가를 얻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일과 학업에 충실함

지금은 예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파트타임으로 오후에 일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다리를 다치면서 두 달 전부터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도 같이 일했던 곳에서도 여전히 

나오기를 바랄만큼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선 충실하게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참여자 8>

그 때 수술을 6번이나 했기 때문에 몸이 아직 완전히 건강하진 않지만 지금 나가고 있는 

마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관리본부에서 와서 일하라는 제의도 받았

어요. <참여자 9>

성적도 좋아서 매학기 장학금을 받아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 잘하

는 선생님으로 어린이집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참여자 2>

▪일에서 보람과 열의를 느낌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데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관심 있는 분야의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가장 만족스럽고 신나요. <참여자 12>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청소년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일인데, 좀 더 체계적이고 앞날에 

걔네들 마음과 상태를 헤아리며 들어주는 일을 하고 싶어서 상담심리학을 공부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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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힘든 시간이지만 열심히 몰두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면서 전문성을 갖추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전보다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2배 이상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 

실정이죠. 덕분에 밤에는 거의 깨지 않을 정도로 숙면을 취하고 있어요. <참여자 7>

3) 친밀한 대인관계

관계의 측면을 살펴보면, 참여자들의 대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폭넓고 활발한 특

징을 보이지는 않지만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과 전보다 더욱 친밀하고 진정성 있

는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한 대인관계

현재의 대인관계는 대부분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전에 같이 살았던 분들과 만

남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만났던 분들과도 SNS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기관장을 맡아 오면서 리더자 위치에 있다

보니까 힘든 점도 있지만 대체로 지금의 관계에 만족해요. <참여자 8>

일주일에 5번 정도를 혼자 계신 엄마를 만나러 집에 가야되지만 그래도 시간 내서 가끔 

친한 친구들 만나서 커피마시면서 수다 떨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참여자 1>

가족이 화목하게 서로 의지하면서 또 감사해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친구들과도 예전엔 

많이 오픈 못하고 다가가지 못했는데 지금은 자주 연락하려고 노력해요. <참여자 9>

전에는 직장 동료와 피상적인 관계로밖에 못 지냈는데, 지금은 직장 동료하고도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요. <참여자 6>

4) 나눔과 봉사를 실천함

참여자들 중 반 이상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종교단체, 혹은 시설 등에서 봉

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다.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이타적 태도가 증가하여 현

재의 삶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나눔과 봉사를 실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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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동네에서 이웃들과 만나서 함께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회의를 하기도 하고, 

마을 음악회 준비며, 마을 인문학 학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요. <참여자 6>

월드비전, 유니세프 같이 후원하는 데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남편과 의료봉사 가는

데도 마음 깊이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참여자 5> 

거의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활동인데요, 한 달에 계모임이 두 군데 있고 금요

일마다 구역장이어서 예배를 인도해야 하고 토요일엔 교회에서 꽃꽂이 봉사를 하고 있

어요. <참여자 8>

교회나 우리 동네 어르신들 대상으로 수지침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참여자 9>

일단 성당활동을 충실히 하고 있고요, 성당에서 연결해준 기관에서 복지사로 봉사를 나

가고 있어요. <참여자 10>

시설에서 아이들 위해 악기 레슨을 하는 봉사를 하고 있구요, 2주에 한 번은 시간되면 

치매 어르신들 음악치료 세션을 직접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참여자 12>

5) 여가를 즐김

참여자들은 일에도 충실하게 임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여가와 휴식을 취하

면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가 활동은 긍정 정서를 증가시키고

소진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남편과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내야 하는 참

여자 7과 남편과 사별한 참여자 8은 상실 이후 새로운 취미활동을 시작하였는데,

배우자 상실이 가장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는 상실

의 슬픔과 외로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대처라고 여겨진다.

▪새로운 취미활동을 함

그 이후로 첼로를 새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첼로의 선율이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것 같

아서 배워보기로 했어요. 지금도 아직 서툴지만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이 삶에 활력도 

주고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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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떠난 후 하나 새로 생긴 취미가 있어요. 물고기 기르기. 수족관을 두 개나 만들

어서 틈 날 때마다 구피(열대어)들을 들여다보면 기쁘고 좋아요. <참여자 8>

▪여행을 즐김

주일마다 미사를 보고 가끔씩 가족들이랑 캠핑을 가요. <참여자 6>

자연을 좋아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산을 가고 가끔 글을 쓰면서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참여자 7>

일 년에 한번쯤은 친구들이랑 외국여행도 다녀오고요, 그 동안 다녀온 나라들만 해도 이

제 꽤 될 정도에요. <참여자 8>

여가생활은 주말에 교회에 나가서 종교 활동을 하고 가끔 영화를 보거나 시설에서 같이 

서울 온 친한 언니가 있는데 주로 많이 나다녀요. 그리고 교회 청년들 엠티 같은데 있으

면 되도록 참여하는 편이에요. <참여자 12>

6. 남아 있는 고통

상실을 통해 성장한 사람들은 대체로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즐겁게 살고자 노

력하지만, 여전히 상실과 관련된 일부 심리적, 현실적 어려움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남아 있는 고통

▪상실로 인한 슬픔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음

앞서 상실에 대한 의미재구성 과정에서 상실한 대상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슬픔은 적지 않은 시간이

경과하여 상실의 고통이 거의 사라진 후에도 관련된 기억을 상기했을 때 여전히

눈물과 함께 경험되는 잔존하는 감정이었다. 일례로 12명의 정보제공자 중 면담

시 상실한 대상을 떠올릴 때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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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께서 그렇게 되시고 난 다음에 종교적인 힘을 빌려 이겨내고 있긴 했어도 아빠 생

각만 하면 여전히 눈물이 나고 슬프기도 해요. 아빠가 제가 생각하기엔 많은 나이가 아

닌 데도 불구하고 일찍 돌아가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참여자 11>

친구를 잃은 그리움과 30여년 늘 함께 해온 남편과의 떨어지는 삶이 때로는 힘겹고 고

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참여자 7>

‘오빠가 있으면 이럴 때 이렇게 해줄텐데...’ 하면서 아직도 아쉬울 때 오빠를 찾는 어

리광쟁이 동생일 때도 있고, 좋은 것들이 생길 때면 오빠와 나누고 싶어 아쉬워할 때도 

많아요. <참여자 2>

가끔 다른 부부들이랑 자신을 비교해보면서 처량하다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나도 남편이 있었으면....이럴 때 저러했을 텐데...’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그립죠. 

<참여자 8>

아가씨가 다 된 N과 군대 갈 날을 받아 둔 H... 우리 조카들에게는 오빠 자식들이라는 

생각보다는 새언니의 자식들이라는 생각이 앞서 온전히 마음이 가지 않아 속상해요. 고

모가 해 준 게 너무 없어 미안하고 오빠가 떠난 게 참 아쉬워요. <참여자 2>

▪경제적, 현실적 어려움

상실의 심리적 고통을 극복하고 성장한 사람들일 지라도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버지와 남편을 상실했을 때 현실적, 경제적 어려움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동안 일궈 놓았던 삶의 터전인 학원과 사업장을 잃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동안 인정  

받고 존중 받았던 위치와 신분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참여자 7>

아버지가 남긴 주식 빚이 있어서 가족들이 여전히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이에

요. 아버지 편찮으실 때도 각자 역할 분담해서 저랑 남편은 빚 갚는데 신경 쓰고 엄마

는 아버지 돌보시고... <참여자 1>

혼자 남은 엄마가 아직도 정신과 다닐 정도로 너무 힘들어 하셔서 자주 가서 돌봐야 돼

요. <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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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elaborate the meaning reconstruction

process leading to posttraumatic growth(PTG) following relational loss. Even though

the loss of a loved one is the saddest and most painful experience, it is also

indicated that struggling with such adversity may lead some positive psychological

changes(Linley & Joseph, 2004; Park, Cohen, & Murch, 1996; Tedeschi & Calhoun, 1996).

Adversities and traumas have thus far been regarded as the major cause of

psychological distress. Consequentially, research on mechanism of growth beyond the

recovery from pain and maladjustment is insufficient. In this thesis, the author

investigated this PTG as a clinically meaningful phenomenon, not a temporary

positive illusion, and then systematically explored specific cognitive strategies to

foster PTG following relational loss.

Study 1 aim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TG following relational loss on

character maturation and mental health. 202 university students who had

experienced severe losses completed the PTG Inventory, Temperament Character

Inventory, Happiness Triangle Scale, and CES-D. The results showed that PTG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high happiness and low depression as well as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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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uration. Furthermore, PTG group was highly maturated in comparison to

normative group. From thes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PTG after relational

growth was an important phenomenon to study further.

Study 2 explored cognitive processing strategies and belief systems affecting

growth after relational loss. The data were collected by 205 adults who had

experienced a severe relational loss. The results showed that processing of positive

reappraisal, refocusing on planning, positive refocusing(adaptive strategies) regarding

the loss events significantly predicted PTG level, and this predictability was more

powerful than emotional expression. It was found that PTG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strong positive basic assumptions toward the world and self as well as weak

dysfunctional beliefs. Moreover, the group with loss experiences and high PTG

scores had more positive and rational belief systems than the group without severe

adversities.

An intervention program focused on using PTG related-cognitive strategies(positive

reappraisal, refocusing on planning, positive refocusing) was developed, and the

efficacy of it was examined in Study 3.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intervention, two groups(treatment vs. waiting control) were lined up. The treatment

group attended the intervention program for an 8-week period(8 sessions, 16

hou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tervention was effective on increasing PTG as

well as happiness, character maturation and cognitive strategie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promoting PTG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using cognitive strategies.

Study 4 aimed to explore and elaborate the meaning processing and the growth

following relational loss through a qualitative research. The author conducted

intensive interviews(2 hours x 2 times) for 12 participants who scored highly in

PTG after severe loss, and analyzed the data based on ground theory approach. The

major results were summarized as 68 concepts, 37 subcategories, and 8 categories.

In the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among categories based on the paradigm

model(Strauss & Corbin, 1990), the author identified the 'painful experience after

devastating loss' as a causal condition, 'meaning reconstruction of loss' and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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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as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intrapersonal traits' and 'social support' as

intervening conditions, 'positive changes and growth' as a result, and finally

'satisfying and well-balanced lives' as a present phenomenon. The meaning

reconstruction process and growth phenomenon, particularly suggested in the

previous studies, could be more specified and elaborated.

Based on the overall findings, the meaning and clinical implications of the present

study regarding the growth after adversity of relational loss were discussed.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posttraumatic growth, relational loss, character maturation, cognitive strategies,

meaning reconstruction, belief system

Student number: 2008-30051



감사의 글

한 때 인생의 큰 역경으로 인해 멀리하고만 싶었던 ‘역경후 성장’ 주제를 
놓지 않고 진심과 열정을 담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도와주
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사과정 및 학위논문을 완
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건들이 허락되어야 가능한 일인가를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선 학자로서, 그리고 임상가로서 능력과 인성을 갖추는데 필요
한 소중한 기회들을 열어주시고 스스로 모범이 되어주신 존경하는 권석만 
지도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강인함과 
따뜻함의 조화를 잘 갖추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식년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신 민경환 교수님과 학과장 임기
로 바쁘신 가운데 논문심사를 맡아주신 이훈진 교수님의 지도와 격려에 깊
이 감사드립니다. 조심스럽게 청한 논문 심사를 흔쾌히 맡아주시고 세심하게 
발전시켜주신 안현의 교수님과 이희경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임상가로서의 기초를 다져주신 민병배 선생님과 최혜라 선생님께도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순간들마다 가족처럼 함께 해준 연구실의 선배님과 후배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항상 든든하고 따뜻했습니
다. 사랑합니다. 연구자료 수집 및 프로그램 홍보 등에 도움을 주신 여러 박
사과정 선배님들에게도 감사드리고, 특별히 프로그램 진행에서 큰 도움을 준 
최현정 선생과 코딩 및 심사준비를 도와준 이미소, 영문초록 감수를 도와준 
조윤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박사논문 진행의 고단함을 덜어
준 대학생활문화원 동료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상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고군분투한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질적 연구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
께도 다시 한 번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혹시나 건강 상할까 안쓰러워하시고 걱정하시며 뒷바라지 해주신 어머니,
상실의 아픔이 누구보다 크실 텐데 저희들 생각하며 잘 견디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늘 가까이에서 응원해주는 든든한 우리 언니, 동생, 올케, 조카 주
하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딸내미 박사학위 받는 모습을 못 
보고 재작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하셨을 
아버지께 이 논문을 올려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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