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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실천하는 것은 인간에게 중

대한 과제다. 실존적 의미 추구는 삶의 핵심적인 동기로 작용하며, 의미

및 가치의 부재는 심리적 부적응과도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삶

의 의미 및 가치, 즐거움 경험이 우울감 개선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

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적 가치를 탐색하는 글쓰기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무쾌감증 및 우울을 개선시키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1에서는 대학생 참여자 147명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 및 구체적

가치, 즐거움 경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분

석 결과, 삶의 의미 및 구체적 가치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고, 가치 인식 수준이 즐거움 경험 수준을 유

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

향을 삶의 의미 및 구체적 가치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구 2에서는 개인적 가치를 증진하는 글쓰기 처치를 통하여 삶의 의

미 증진 및 우울감 개선을 모색하였다. 대학생 53명을 가치 글쓰기 집단

및 표현적 글쓰기 집단에 무선 할당하여 3일간 총 세 가지 주제로 글쓰

기 처치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실험 전후로 삶의 의미 및

구체적 가치, 즐거움 경험, 무쾌감, 스트레스 및 우울 등의 심리적 변인

들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가치 글쓰기 집단에서 처치 전후로 무쾌감성

우울의 개선이 나타났고, 가치 글쓰기 집단이 표현적 글쓰기 집단보다

스트레스 수준의 개선이 크고, 무쾌감성 우울 역시 더 개선되는 경향성

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가치 및 삶의 의미, 즐거움 경험이 무쾌감증과 우울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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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을 탐색하고, 가치 글쓰기의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함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점을 논

의하였다.

주요어 : 삶의 의미, 가치, 무쾌감증, 우울, 가치 글쓰기

학 번 : 2017-2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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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7년 청소년 통계(여성가족부, 통계청)에 따르면 20～24세의 초기 성

인기 청소년들의 50.3%는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

특히 초기 성인기 대학생의 스트레스는 학업 및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일

으키며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Yi,

Smith, & Vitaliano, 2005).

이러한 대학생 스트레스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치의

문제다(전겸구, 1998; 전겸구, 김교헌, 이준석. 2000). 초기 성인기는 목표

와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시기로,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고 삶의 가치를

본격적으로 탐색하는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Damon, Menon &

Bronk, 2003).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는 40%의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인생관과 가치관의 정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연세상담연구, 2014: 장다혜, 2015에서 재인용).

이처럼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실천해나가는 것은

인간에게 중대한 과제다. 인간은 인생에서 실존적 의미를 충족시키는 데

관심이 있으며, 이러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은 인간의 원초적 동기이자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Frankl, 1959). 의미치료를 창시한 Frankl은

삶의 매 순간 속에 의미의 씨앗이 내포되어 있으며, 그 의미를 각 개인

이 추구하고 발견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자신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는 의지인 ‘의미에의 의지’가 존재하며, 이것은 인

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이자 가장 인간적인 현상이다.

삶의 의미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이 된 의미치료(Frankl, 1959)는 인간

의 삶 속에 숨겨진 의미를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는 치료법이다. 의미

치료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삶의 의미’는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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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태도적 가치의 탐색을 통하여 발견된다. 즉, 인간은 어떤 일을 창조

하거나, 무엇인가를 경험하거나, 혹은 어떤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의

미를 발견하게 된다.

Frankl이 의미치료를 창시하며 삶의 의미의 중요성을 역설한 이래로

삶의 의미는 여러 방향에서 논의되었다. Frankl(1967)은 의미에의 의지를

추구하지 못하는 인간이 결국 우울과 절망에 빠지게 됨을 강조하였다.

반면 삶의 의미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을 때 고통에 대한 태도를 변화

시킬 수 있도록 작용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변인으로

작용한다(Baumeister, Bratslavsky, Finkenauer, & Vohs, 2001). 또한 삶

의 의미는 행복이나 충만감과 같은 심리적 건강과도 관련성을 가지고 있

다(Baumeister & Vohs, 2002).

삶의 의미에 대한 탐색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것이 바로 가치의

탐색이다. 가치란 바람직한 행동 혹은 상태에 대한 신념이며 언어적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삶의 방향으로, 특정 상황을 초월하여 행동과 사건의

선택 및 평가를 인도하는 것이다(Dahl, Wilson, Luciano, & Hayes,

2005; Schwartz & Bilsky, 1987, 1990). 가치는 개인의 행동 목적 및 동

기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삶의 요소의 의미 혹은 척도를 제공할 뿐

아니라(Luoma, Hayes, & Walser, 2007), 성격을 특징짓는 하나의 축이

자 자존감의 유지와 고양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Ball-Rokeach,

Rokeach, & Grube, 1984). Hayes의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에서는 가치를 심리적 유연성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제시하고 있으며(Hayes & Smith, 2010), 가치 있는 행동의 개

발과 실천을 포함하는 가치 명료화 과정을 가치 두기(valuing)라고 명명

하고 있다. 가치의 발견은 고통을 극복할 이유를 제시하여 수용 및 탈융

합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고, 역경 상황에서 심리적 유연성을 가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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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돕는다(Dahl, Plumb, Stuart, & Lundgren, 2009; Wilson &

Murrell, 2004).

이처럼 삶의 의미와 가치의 문제는 초기 성인기의 대학생들에게 중요

하게 작용하고 있다. 삶의 의미와 가치의 탐색에 성공할 경우 행복과 충

만감, 자존감의 유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나, 이와 반대로 삶의

의미 및 가치 탐색에 실패하는 것은 우울과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삶의 의미와 가치가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삶의 의미 및 가치와 관련된 주요 변인을 탐색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삶의 의미 및 가치

삶의 의미와 가치는 상당히 광범위한 구성개념으로서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화되었다. 의미치료의 창시자인 Frankl(1967)은 삶

의 의미를 삶의 목표를 가진 것으로 정의하였다. Battista와 Almond

(1973)는 삶을 바라보는 틀이자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개인에게 통합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고, Ryff와 Singer(1998)는 삶에서의 목적성

으로, Crumbaugh와 Maholick(1964)은 삶의 존재론적 중요성으로 정의하

였다.

가치는 구체적인 상황을 초월하는 행동과 사건들의 선택 또는 평가를

위한 핵심으로 작용하고, 상대적인 중요도에 따라 서열이 정해질 수 있

는 개념 또는 신념이다(Schwartz & Bilsky, 1987). 또한 가치는 개인이

나 집단 혹은 사회가 중요시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이념과 원리이며,

어떤 가치를 소유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Dunlap, Grieneeks, & Rokeach, 1983; Rokeach, 2008). 개인이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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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치는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와 관련이 있고, 그의 삶을 주도하는

원칙(Kluckhohn, 1951; Rokeach, 1973; Schwartz, 1992)으로 작용한다.

삶의 의미와 가치는 개념적으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념을 어떤 관계로 살펴볼 것인지를 다룰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서 삶의 의미와 가치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혼재된 양상을 가지고 있는

데, 삶의 의미와 가치 중 어떤 개념이 더 포괄적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가령 박선영과 권석만(2012a)은 가치가 개인이 선택한 삶의 방향이고,

그 삶이 어떻게 실현되기를 바라는지를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삶의 의미

와 유사한 개념이며, 다만 삶의 의미는 가치를 포함하는 더욱 큰 개념이

라고 간주하였다. 또한 삶의 의미가 가치를 추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Frankl의 의미치료를 확장한 의미

중심치료에서는 삶의 의미와 가치 간의 관련성에 주목하며 성장과 변화

를 위하여 가치 있는 삶의 추구와 실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가치가

삶의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개념화하기도 하였다

(McGregor & Little, 1998; Wong, 1998a, 1998b).

이에 비해 박세란과 이훈진(2012)은 삶의 의미와 가치가 삶의 목적, 방

향성, 의미감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개념이며, 다만 삶의 의

미는 자아초월적인 목표추구와 영성을 보다 강조하지만 가치는 자기 초

월과 영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음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Hermans(1989)

는 삶의 의미의 구조에 대해 가치이론(valuation theory)을 제안하며 삶

의 의미가 가치를 조직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가치 개념이

삶의 의미 개념과 같거나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도록 해석하는 관점으로

앞선 관점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삶의 의미와 가치의 개념적 관계는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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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념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삶의 의미와 가치

를 측정하는 기존의 여러 척도를 살펴보았다. 각 척도의 특성 및 구성개

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삶의 의미를 측정하는 척도로는 다음 네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삶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주 사용되는 척도로 삶의 목적 척도가

있다(Purpose in Life Test; Crumbaugh & Maholick, 1964). 이 척도는

Frankl의 개념을 적용한 척도로, 삶의 의미감과 목적의 정도를 평정하도

록 한다. 이 척도에서는 개인이 삶의 목표를 가졌는지와 더불어 개인의

책임감에 대한 인식, 일상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요소들을 측정하고 있

다.

Battista와 Almond(1973)가 개발한 인생관점지표(Life Regard Index)

역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척도에서는 삶의 의미를 체계

(framework)와 실현(fulfillment)의 두 요인으로 구분하여 삶에 대한 체

계 및 철학과 더불어 그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즉, 개인이

자신의 삶을 이끄는 의미를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많이 사용되는 척도 중 하나는 Steger, Frazier, Oishi와

Kaler(2006)에 의해 개발된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다. 이 척도에서는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한

정도(의미추구)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의미발견)

를 측정한다.

상기 삶의 의미 척도들은 개인의 삶에서 전반적으로 삶의 의미나 가치

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실제로 이

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로 묻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최근에는

삶의 의미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차원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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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영역에 따른 삶의 의미를 반영하는 지표들이 개발되고 있다(Steger,

2009; Wong, 1998a).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박선영과 권석만(2012b)

이 삶의 의미를 유형화하여 다차원적으로 분류한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

도(Multidimensional Meaning in Life Scale)를 개발한 바 있다. 이 척도

에서는 개인의 삶의 의미를 신체 및 정신 건강, 자기 수용 및 성장, 일에

대한 만족감, 사회적 성취 및 영향력, 가족과의 좋은 관계, 친구와의 좋

은 관계 및 여가, 종교 및 영성, 봉사 및 사회적 기여의 총 8가지 하위요

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인이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중요도’와 더불어 개인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의

영역에서 얼마나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일치도’를 모

두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를 곱한 값을 통하여 개인이

삶의 의미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지를 뜻하는 의미감 지수를 산출한다.

이 척도는 구체적인 삶의 의미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기의

다른 척도들과 차별화된다. 각 측정 도구에 따른 삶의 의미의 정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들은 다음과 같다. 가치 연구에 많은 영향

을 끼친 Rokeach(1967)가 제작한 가치 설문지(Rokeach Value Survey)

는 가치 개념을 궁극적 가치(terminal value)와 도구적 가치(instrumental

value)로 구분하여 삶에서의 지침 원리로서의 중요성을 평정하도록 하고

있다.

Rokeach의 가치 연구를 기반으로 제작된 Schwartz와 Bilsky(1987)의

질문지를 꾸준히 개정하여 제작된 가치묘사 질문지 개정판(Portrait

Values Questionnaire-Revised)에서는 동기적 목적의 관점에서 가치를

총 19가지로 구분한다(Schwartz et al., 2012). 이들 각각의 가치는 순환

적 구조를 가지며 서로 역동적인 관계를 맺는다. Rokeach의 가치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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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도구 연구자 삶의 의미 정의

삶의 목적

척도(PIL)

Crumbaugh &

Maholick(1964)

경험하는 개인의 관점에서의

삶의 존재론적 의의

인생관점지표(LRI)
Battista &

Almond(1973)
삶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삶의 의미

척도(MLQ)
Steger et al. (2006)

존재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지각된 중요성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

(MMLS)

박선영, 권석만(2012b)

개인이 삶에서 ‘중요하다’ 혹은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구성된 실체

표 1. 측정 도구별 삶의 의미 정의

지와 가치묘사질문지는 가치의 영역, 구조 및 체계를 밝히고 다른 변인

과의 관련성을 대규모로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Wilson과 Groom(2002)이 제작한 가치로운 삶 질문지(Valued Living

Questionnaire)는 수용전념치료의 관점에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선택한

가치에 접촉하고 실천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이 척도는 부부/커플 관계,

부모되기, 가족, 사회적 관계, 직업/직장, 레크리에이션, 교육과 훈련, 영

성, 시민의식, 건강/신체적 웰빙의 10가지 가치 영역에 대하여 각각 중요

도와 실천도를 평정하도록 하고 있다. 가치로운 삶의 지표점수는 각 영

역에 따른 중요도 점수와 실천도 점수를 곱한 값의 평균을 통하여 산출

된다. 이상의 가치 척도들은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 혹은 가치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이들 중 개인에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가치

영역이 무엇이 있는지를 점수화한다는 측면에서 삶의 목적 척도, 인생관

점지표, 삶의 의미 척도와는 차별화되는 동시에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

도와는 유사성을 가진다. 각 측정 도구에 따른 가치의 정의는 표 2에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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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도구 연구자 가치 정의

Rokeach 가치

설문지(Rokeach Value

Survey)

Rokeach(1973)
생활양식을 안내하고

결정하는 준거

가치묘사 질문지

개정판(Portrait Values

Questionnaire-Revised)

Schwartz et al.

(2012)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반영하는 바람직한

목적

가치로운 삶 질문지

(Valued Living

Questionnaire)

Wilson &

Groom(2002)

전반적으로 인생에서 원하는

바/원하는 인생에 대한

언어적 구성물

표 2. 측정 도구별 가치 정의

상기 척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구체적인 의미

혹은 가치 영역을 측정하는 척도로,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와 가치로

운 삶 질문지, Rokeach 가치 설문지 및 가치묘사 질문지 등이 이에 해

당한다. 이 척도들에서는 개인마다 중요한 의미 및 가치 영역의 종류와

가짓수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어떤 가치 영역이 다른 가치 영역보

다 더 중요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따라서 각 개인간 점수차가 객관

적으로 실제 그 개인의 전반적인 가치 전념도에서의 비교 우위를 대변한

다고 확언하기 어렵다.

또 한 가지 종류는 전반적인 삶의 의미와 가치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삶의 목적 척도, 인생관점지표, 삶의 의미 척도 등이 이에 해당

한다. 개인마다 구체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가치의 영역은 편차를 보이므

로 개인간 비교 및 바람직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이

러한 전반적인 의미 및 가치가 삶에서 가지는 중요도나 개인의 실천도는

객관적으로 개인간 비교가 가능하다.

이처럼 삶의 의미는 그 영역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을 뿐



- 9 -

아니라, 하위 영역을 유형화할 때에도 개개의 가치 영역을 유형화하지

않는다. 가령 Yalom(1980)은 의미를 부여하는 대상이 개인적인지 초월적

인지에 따라 삶의 의미를 우주적 의미(cosmic meaning)와 현세적 의미

(secular meaning)로 구분지었다. Mascaro와 Rosen(2006)은 삶의 의미를

영적 의미(spiritual meaning)와 개인적 의미(personal meaning)로 구분

지었다. 삶의 의미는 또한 그 범위가 인생 전반인지 특정 상황에 국한되

는지를 기준으로 전반적 의미(global meaning)와 상황적 의미(situational

meaning)로 구분되기도 한다(박선영, 권석만, 2012a; Park & Folkman,

1997).

이에 비하여 가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치를 구체적인

영역으로 유형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가령 Schwartz(2012)가 보편적으로

구조화한 개인의 가치 영역은 자기결정-사고, 자기결정-행위, 자극추구,

쾌락주의, 성취, 권력-지배, 권력-자원, 체면, 안전-개인적, 안전-사회적,

전통, 동조-규칙, 동조-대인적, 겸손, 보편주의-자연, 보편주의-관심, 보

편주의-관용, 박애-돌봄, 박애-신뢰성 등 총 19가지에 달한다. 이처럼 가

치 영역은 매우 다양하며, 개인은 그중 어떤 것에 더 중요성을 두고 살

아갈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인에 따라 중요하게 간주하는 가치는 차이

가 나타날 수 있으며, 특별히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 개념은 수용전념치료에서 다루는 가치와 유사한 점이

있다.

이처럼 삶의 의미 및 가치는 그 정의상 삶 전체를 조망하는 틀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중요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틀이 개인에게 존재하는지, 혹은 이를 찾고자 하는 동기가 존

재하는지와 연관된 것이 삶의 의미라면, 그 틀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

지는 가치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의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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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영역을 측정하는 것이 가치로 개념화된다면, 전반적으로 개인에게

의미 및 가치 추구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삶의 의미로 개념화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삶의 의미가 ‘삶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는가?’의 질문과 관련되어 있다면, 가치는 그보다 더 구체적인 차원에

서 ‘그렇다면 그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의 질문과 더 관련성이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선영과 권석만(2012b)의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

도는 가치를 측정한다고도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유형화를 추가로 고려하여 가치의 한 하위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하여 가지는 상대적 중요성을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 가

치’로 정의하고, 이것이 ACT 기반의 가치와 유사하다고 상정하였다. 또

한 삶에서 전반적으로 가치 자체가 가지는 중요도 수준을 ‘삶의 의미’로

정의하였다.

가치의 부재와 무쾌감증

Frankl(1963)은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핵심 동기라는 측

면에서 삶의 의미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의미 추구는 인간이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찾을 수 있는 자극이 되며, 인간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

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Baumeister(1991) 역시 인간에게는 의미를 부

여하고 추구하려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Deci와 Ryan(1985)은 인간의 동기를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특정한

외부적 유인을 목표로 동기화되는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와

행위 자체가 목표가 되는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가 그것이며,

특히 내재적 동기를 만족시키는 행동을 통하여 인간은 즐거움을 경험하

게 된다.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동기는 외적 강화에 의해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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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에 의해 생겨나고 그 자

체가 목표가 된다는 점에서 내재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동기의

만족은 즐거움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보상 상황에서의 즐거움 경험은 단일한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

지 않으며, 예기적인(anticipatory) 단계와 소비적인(consummatory) 단계

로 구분된다(Sherdell, Waugh, & Gotlib, 2012). 이러한 단계에 기반하여

정의된 예기적 즐거움은 보상을 기다리는 동안의 즐거움을 의미하고, 소

비적 즐거움은 보상을 받은 이후의 만족감을 의미한다. 예기적 즐거움은

동기 및 목표지향 행위와 더욱 깊은 관련성을 가지지만, 소비적 즐거움

은 목표 달성 시점에서의 만족감과 관련되어 있다(Klein, 1987).

삶의 의미와 가치가 그 자체로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라는 점

을 고려할 때, 동기적인 과정과 연관된 개념인 예기적 즐거움은 삶의 의

미 및 가치와 상관을 가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동기가 부여

된 개인은 특정 자극을 추구하고 그로부터 즐거움을 경험하는 행위가 북

돋아지므로 이를 통한 소비적 즐거움을 더욱 자주 경험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해볼 수 있다.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삶의 의미 및 가치의 부재

가 무쾌감 증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가치의 부재는 심리적 부적응과 연관되어 있으며(Wilson & DuFrene,

2009; Wilson, Sandoz, & Kitchens, 2010), 특히 우울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가치의 발견은 기능적 행동으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Robert, 2007). 가치의 부재가 우울을 유발하는 과정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나, 박세란과 이훈진(2012)은 우울증의 증상 중 하나인 흥미와 즐

거움의 감소가 이와 관련될 것으로 추론하며 구체적으로는 가치의 추구

에 장애물이 있거나, 목표와 전념 행동이 가치와 부합하지 않거나, 혹은

현재 삶과 자신의 가치와의 괴리에 접촉하는 것이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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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회피하는 세 가지 과정을 잠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삶의 의미와

가치는 즐거움 경험의 감소를 통해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가능

성이 있다.

우울증은 슬프고 공허하거나 과민한 기분, 그리고 개인의 기능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 및 인지의 변화를 동반하는 현대 사회의 중

요한 정신병리다(권석만, 2013). 우울 장애군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정신

질환인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는 우울한 기분과 더불

어 거의 모든 활동에서 흥미 혹은 즐거움의 상실을 주요 증상으로 포함

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주요우울장애에서는 식욕, 체중, 수면과 같은 인

간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에서의 중대한 변화를 수반할 수 있고, 감소

한 에너지와 무가치감, 집중력 감소, 자살 사고가 거의 매일 나타나 개인

의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주요우울장애의 1년 유병률은

7%에 달하며, 특히 18~29세 집단에서는 60세 이상의 집단보다 유병률이

3배 이상 높을 정도로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우울증의 주요 증상 중 하나인 무쾌감증(anhedonia)은 ‘과거에 보상이

나 즐거움을 유발했던 자극에 대한 정서적 반응 또는 흥미의 저하’로 개

념화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약 70%가 무쾌감증을 경험하고, 약 37%의 환자는 임상적인 수준의 무

쾌감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uckner, Joiner, Pettit,

Lewinsohn, & Schmidt, 2008; Pelizza & Ferrari, 2009). 무쾌감증을 동

반하는 우울 증상인 무쾌감성 우울을 경험하는 개인은 정신운동 지체나

기분의 일변화(diurnal variation), 반추, 치료에 대한 저조한 반응성을 보

임이 보고되고 있다(Lemke, Puhl, Koethe, & Winkler, 1999). 우울과 불

안을 변별할 수 있는 기분 및 불안 증상 질문지(Mood and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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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tom Questionnaire; MASQ)를 제작한 Clark과 Watson(1991)은 불

안과 우울의 기저 차원을 일반적인 고통(general distress), 생리적 과각

성(physiological hyperarousal), 그리고 무쾌감증의 세 가지 요인으로 분

류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일반적인 고통은 불안 장애와 우울 장애 모두

에서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으나, 낮은 긍정 정서 및 흥미 저하, 즉 무쾌

감증은 우울장애에서만 고유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진다.

가치의 부재가 우울을 유발하는 기제로서 이러한 무쾌감증이 가능성

있는 가설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Sherdell 등

(2012)의 연구에서는 우울 집단에서 특히 예기적 무쾌감이 보상을 추구

하고자 하는 동기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는데,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

지를 의미하는 가치의 부재는 삶에서의 의미감을 감소시키고, 특히 무쾌

감증과 관련된 동기적인 측면(Kring & Barch, 2014)에서의 손상을 가져

올 가능성이 있다.

삶의 의미 증진 및 가치 인식을 위한 개입:

글쓰기 처치를 중심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삶의 의미, 가치는 우울증 및 무쾌감증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 증진과 가치 인식이

우울증 및 무쾌감증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우울증이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고 흔한 정신병리 증상임에도 불구하

고 우울 증상을 보이는 많은 개인은 치료 장면을 찾아오지 않는다. 미국

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정신장애를 가진 인구 중 14.3%만이 지난

12개월 이내에 근거기반의 치료를 받았다고 보고하였고, 캐나다의 주요

도시에서 이루어진 설문에 따르면 기분장애를 앓고 있는 성인 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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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만이 치료장면을 찾아온다(Ohayon, Shapiro, & Kennedy, 2000;

Wang, Berglund, & Kessler, 2000). 국내의 현황은 이보다 저조한데, 가

령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미국의 경우 39.2%, 뉴질랜드의 경우

38.9%인 데 비하여 한국은 15.3%에 불과하다(이상서, 2018). 치료장면

방문에 대한 장애물로는 치료 비용, 시간 부족,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지

로부터의 거리, 편견에 대한 두려움 등이 제시되었다(Collins, Westra,

Dozois, & Burns, 2004).

삶의 의미 및 가치 인식 증진을 위하여 기존 국내 연구에서 주로 활용

된 개입 방법은 집단 프로그램 등 치료 장면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이

루어질 수 있는 치료 방식이었다(박세란, 이훈진, 2012; 박선영, 권석만,

2013).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프로그램은 시간, 비용, 거

리, 편견 등의 문제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 및 가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주요

하게 사용할 처치로서 자가치료의 일종인 글쓰기 처치를 도입하였다. 글

쓰기 처치란 상황적인 의미 부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이 경험한 사건

에 대하여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을 회상한 후 글쓰기를 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처치는 표현적 글쓰기

(expressive writing) 처치로 이 글쓰기 방식은 주로 외상 사건에 대한

자신의 깊은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쓰도록 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다(Pennebaker & Beall, 1986). 표현적 글쓰

기는 트라우마와 우울, 불안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그 효과성이 검증된

바 있다(손희정, 신희천, 2013; Foa & Kozak, 1986; Graf, Gaudiano, &

Geller, 2008; Kahn & Garrison, 2009). 그러나 표현적 글쓰기는 여러 분

야에서 효과가 나타남에도 그 효과 크기가 작다는 결과 등으로 인해 효

율성에 논란이 있었고, 몇몇 연구에서는 우울 및 불안에 대하여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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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등 혼재된 결과를 보인다(Frattaroli, 2006;

Guastella, 2009). 이에 여러 연구자는 비구조화된 글쓰기 패러다임을 보

다 구체적으로 초점화시킨 글쓰기로 변형한다면 표현적 글쓰기의 효율성

을 높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Guastella & Dadds, 2006; King &

Minner, 2000).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 성장 글쓰기(growth writing)다. 성장

글쓰기는 성장 모델(growth model)에 기초하여 ‘노출’, ‘재평가’, ‘이점 찾

기’의 세 가지 독립적인 인지행동적 처리 과정으로 구성된 보다 구조화

된 글쓰기 방식이다(Guastella & Dadds, 2009). 첫 번째 단계인 노출 글

쓰기는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도록 함으로써 지각적 심상

및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서의 자신의 반응에 초점을 두어 개인이 고통

을 받는 지점을 깨닫도록 한다. 두 번째 단계인 재평가 글쓰기에서는 현

재 시제로 글을 쓰면서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만드는 요인(신념)을

탐색하고 이러한 신념들을 재평가 혹은 평가절하하려는 방법들을 탐색한

다. 마지막으로 이점 찾기 글쓰기에서는 자기 자신, 타인과의 관계, 세계

관 등에 힘들었던 사건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통찰하도록 하고,

미래 지향적인 글을 쓰도록 하고 있다(Guastella & Dadds, 2009). 국내

의 선행연구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행된 성장 글쓰기는 주관적 외상

경험을 지니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을 때 비구조화된 표현

적 글쓰기보다 심리적 고통 완화에 효과적이었고, 일반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때도 용서와 같은 특정 심리적 변인에서 표현적 글

쓰기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손희정, 신희천, 2013; 최가영,

2015).

대부분의 글쓰기 처치에 대한 연구는 부정적인 정서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긍정적인 정서 경험에 대한 글쓰기 역시 심리적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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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Burton & King, 2004; King,

2002). 개인에게 중요한 가치에 관련된 글쓰기는 자아에 대한 통합감을

제공하고 자아상을 증진시키며 개인의 방어를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Sherman & Cohen, 2006; Steele & Liu, 1983), 강렬한 긍정적 경

험에 대한 글쓰기는 긍정 정서를 강화하고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도 존재한다(Burton & King, 2004). 또한 수용전념치료 연구자

들은 가치와 관련된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는 것이 가치를 탐색하는 밑거

름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Lumoa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개인의 가치를 탐색하는 긍정적인 글쓰기 과제를 통하여 삶의 의미

및 가치 인식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무쾌감 상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우울감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해보고자 한다.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선행 연구를 통해 초기 성인기 대학생들에게 가치의 문제가 중요한 스

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각 개인에게 삶의 의미 및 가치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개괄하였다. 또한 삶의 의미 및 가치의 부

재는 개인에게 무쾌감을 유발하여 우울감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가설적

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변인들이 맺고 있는 상호관계, 가령 가

치의 부재가 무쾌감을 통하여 우울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키는 기제는 선

행연구에서 명확히 제시된 바가 없으므로 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박

세란, 2012). 또한 수용전념치료의 핵심 치료요인 중 심리적 수용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기존에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나, 가치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와 치료 기법들이

필요한 실정이다(박선영, 권석만, 2012a). 특히 이러한 치료 기법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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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의 효과성을 탐구해볼 필요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 증진 및 개인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우울 증상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삶의 의미 및

가치 인식 증진을 위한 글쓰기 처치가 가지는 치료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치의 탐색이 삶의 의미를 증

진시키고, 그에 따라 우울감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하였다. 이를 위하

여 먼저 생활스트레스가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를 즐거움 경험과 삶의 의

미 및 구체적 가치가 매개하는지 확인해보았고, 이후 글쓰기를 통한 가

치 탐색이 삶의 의미를 증진시킴으로써 우울감 개선 효과로 이어지는지

를 실험적으로 알아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앞서 다룬 바와 같이 가

치와 삶의 의미를 재개념화하고 그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1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즐거움 경험, 가치 및

삶의 의미, 그리고 우울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통해 각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후, 스트레스가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를 즐거

움 경험과 삶의 의미가 매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치 탐색을 위한 글쓰기 처

치가 삶의 의미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우울감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여

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글쓰기 처치는 Guastella와 Dadds(2009)의 성

장 글쓰기의 단계 중 이점 찾기 글쓰기 단계를 수정하여 만든 가치 글쓰

기 지시문을 활용하여 실시하였으며, Pennebaker와 Beall(1986)의 표현적

글쓰기와의 비교를 통하여 그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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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가치 및

삶의 의미, 즐거움 경험의 매개효과

연구 1에서는 개인의 삶의 의미 및 구체적 가치, 즐거움 경험, 스트레

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개인적 가치의 부

재가 심리적 부적응 및 우울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선행연

구가 존재하지만(Luoma et al., 2007; Wilson, Sandoz, & Kitchens,

2010), 선행연구에서 가치의 부재가 우울을 유발하고 심화시키는 기제는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비록 스트레스가 우울로 진행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 선

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으나,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개인마다

나타나는 반응이 다르다는 점에서 스트레스가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행하

는 경로를 조절하거나 매개하는 변인을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Linville,

1987). 특히 개인적 가치 및 즐거움 경험의 부재가 우울에 미치는 중대

한 영향을 고려해볼 때,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치 및 즐

거움 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밝힐 필요성이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우울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가

치 및 즐거움 경험이 이를 완충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고, 이

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주요우울장애 등 우울 증상에 가장 취약

한 연령대인 동시에 삶의 의미 및 가치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탐색하는

시기인(Damon, Menon & Bronk, 2003) 초기 성인기의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앞서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1의 가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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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스트레스는 우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즐거움 경험 및 가치

는 우울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가설 2. 삶의 의미 및 구체적 가치는 즐거움 경험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

를 가질 것이다.

가설 3. 스트레스가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를 삶의 의미 및 가치, 즐거움

경험이 매개할 것이다.

예언 3-1. 스트레스가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를 삶의 의미 및 구체적

가치가 매개할 것이다.

예언 3-2. 스트레스가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를 즐거움 경험이 매개할

것이다.

예언 3-3. 스트레스가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를 삶의 의미 및 구체적

가치와 즐거움 경험이 연속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예언 3-3을 토대로 한 이론적 모형이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생활 스트레스

삶의 의미 및
구체적 가치

우울

즐거움 경험

그림 1.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 및 구체적 가치와 즐거움 경험

의 연속적 매개에 대한 이론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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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14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72명은 서울 소재의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 참여 시스템(R-point

system)을 통해 정규 및 계절학기에 심리학 교양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중에서 모집하였으며, 75명은 학내 커뮤니티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모집하였다. 설문은 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대상에 한하여 수행되었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

하여 최종적으로 14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의 평균 연

령은 만 23.00세(SD=2.94, 범위 18~34세)였으며, 이 중 남성 68명의 평균

연령은 23.09세(SD=3.09), 여성 76명의 평균 연령은 22.83세(SD=2.82)로

성별간 연령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관 생명

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IRB No. E1806/001-006).

측정도구

인구통계학적 정보.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및 연

령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총 두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Multidimensional Meaning in Life Scale:

MMLS). 구체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주요 척도로는 대학생들이 개인

적으로 지각하는 삶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 박선영과 권석만(2012b)이

개발하고 박선영(2013)이 수정, 보완한 대학생용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



- 21 -

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종교 및 영성, 봉사 및 사회적 기여, 친구와

의 좋은 관계 및 여가, 사회적 성취 및 영향력, 자기 수용 및 성장, 가족

과의 좋은 관계, 신체 및 정신건강, 원하는 일에 대한 만족감의 8가지 하

위 영역을 측정하는 4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중요도와 일치도의 두 가지 측면을 각각 4점 리커트 척도(0=전혀 중요하

지 않다, 혹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3=매우 중요하다, 혹은 매우 일치

한다)에 따라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도와 일치도를 곱한 값

으로 의미감 지수를 산출한다. 박선영(2016)의 선행 연구에서 내적 합치

도는 중요도 지수 .94, 일치도 지수 .95, 의미감 지수 .9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중요도 지수 .93, 일치도 지수 .95, 의미감 지수 .95로 나타났

다.

가치로운 삶 질문지(Valued Living Questionnaire: VLQ). 구체적 가

치를 측정하기 위한 보충적인 척도로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선택한 가

치에 접촉하고 실천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Wilson과 Groom(2002)이

개발하고 박세란과 이훈진(2012)이 번안한 가치로운 삶 질문지를 사용하

였다. 본 척도는 가치 영역의 중요도와 실천도의 측면을 측정하는 20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점 리커트 척도(1=전혀 중요하지 않음, 혹은

전혀 실천하지 않음, 10=매우 중요함, 혹은 매우 실천적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Wilson, Sandoz와 Kitchens(2010)의 방식에 따라 우선

각각의 영역별로 중요도와 실천도를 곱한 값인 영역별 지수(composite)

가 산출되며, 영역별 지수의 평균으로 가치로운 삶의 지수(valued living

composite)를 산출한다. Wilson, Sandoz, Kitchens와 Robert(2010)의 선

행 연구에서 가치로운 삶의 지수의 내적 합치도는 .77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7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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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 삶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 Steger, Frazier, Oishi와 Kaler(2004)가 개발하고 원두리,

김교헌, 권선중(2005)이 번안한 삶의 의미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의미 존재와 의미 추구라는 두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언제나 그렇다)로 응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박선영(2013)의 선행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6으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시간적 즐거움 경험 척도(The Temporal Experience of Pleasure

Scale: TEPS). 긍정적 또는 유쾌한 자극을 예상하면서 경험하는 즐거

움과 그러한 자극을 실제로 경험하는 동안의 즐거움을 각각 측정하기 위

해 Gard, Gard, Gard, Kring과 John(2006)이 개발하고 민혜원(2016)이

번안 및 타당화한 시간적 즐거움 경험 척도를 사용한다. 본 척도는 예기

적 즐거움과 소비적 즐거움을 측정하는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6점 리커트 척도(1=매우 일치하지 않음, 6=매우 일치함)로 응답하도

록 구성되어 있다. 민혜원(2016)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5로 나타났

으며, 하위 요인의 경우 .81과 .77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

항의 내적 합치도는 .84로 나타났고, 하위 요인의 경우 각각 .74와 .79로

나타났다.

개정판 대학생 생활스트레스 척도(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RLSS-CS). 대학생들이 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

스의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겸구, 김교헌, 이준석(2000)이 개발한 개정

판 대학생 생활스트레스 척도를 신지연(2014)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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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총 8가지 하위 영역이 있으며 이 영역들은 크게 당면과제 영역과 대

인관계 영역으로 구분되어 최근 1년 동안 발생 빈도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옥

형(2012)의 선행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9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울증 역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 정신보건원에서 개발한 척도로(Radloff, 1977), 전겸

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우울 증상과 관련하

여 정서, 행동, 신체, 인지적 증상을 묻는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최근 일주일 이내에 경험한 증상에 대하여 4점 리커트 척도(0=극

히 드물다, 3=거의 대부분 그랬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겸구

등(200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1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90

으로 나타났다.

통계 분석

연구 1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구하고 성별에 따른 차

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상관

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무쾌감증과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어서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 및 구체적 가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3)의 PROCESS macro를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모형 검증을 위하여 model 4와 medel 6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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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고, 매개분석에 대하여 5000번의 부트스트래핑(boot- strapping)을

실시하여 95%의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산출된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

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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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각 심리적 특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치를 구하고, 상

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1에서 사용한 각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3에, 각 변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대학생 스트

레스 척도 및 우울 척도에서 집단 차이가 유의미하였는데, 두 척도 모두

여성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삶의 의미 및 가치와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삶의 의미 및 가치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분

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

을 때, 삶의 의미 및 구체적 가치는 모두 즐거움 경험과 정적 상관을 보

표 3. 연구 1에 사용된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성차(N=144)

평균(표준편차)
t

전체 남(n=68) 여(n=76)

MMLS 180.68(58.08) 189.82(64.82) 172.50(50.35) 1.78

VLQ 44.18(12.72) 44.84(12.36) 43.59(13.08) 0.59

MLQ 50.62 (9.22) 51.07 (9.76) 50.21 (8.76) 0.56

TEPS 65.78(10.30) 64.31 (9.62) 67.30(10.69) 1.76

RLSS-CS 78.06(17.33) 74.37(15.64) 81.37(18.18) 2.46*

CES-D 18.38(10.21) 16.04 (9.13) 20.47(10.73) 2.65**

주. MMLS = Multidimensional Meaning in Life Scale, MLQ =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VLQ = Valued Living Questionnaire, TEPS = Temporal Experience of

Pleasure Scale, RLSS-CS =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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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MMLS와 즐거움 경험 r(144)=.23, p<.05; VLQ와 즐거움 경험

r(144)=.33, p<.05; MLQ와 즐거움 경험 r(144)=.34, p<.05. 동시에 삶의

의미 및 가치는 스트레스 및 우울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MMLS와 스

트레스 r(144)=-.31, p<.05; VLQ와 스트레스 r(144)=-.42, p<.05; MLQ와

스트레스 r(144)=-.23, p<.05; MMLS와 우울 r(144)=-.38, p<.05; VLQ와

우울 r(144)=-.45, p<.05; MLQ와 우울 r(144)=-.20, p<.05. 이상의 변인

들 간 관계는 가설 1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즐거움 경험은 스트

레스 및 우울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가설 1이 기각되었다. 특

히 즐거움 경험과 우울 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의 예언 3-2 및 3-3에서 제시한 매개모형의 전제가 성립되지 않았으므

로 예언 3-2 및 3-3을 기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각된 매개모형의 분

석 결과는 부록 11 및 12에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남녀를 나누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전체 표본과 여

성 표본에서 삶의 의미(MLQ)와 스트레스가 상관을 보인 것과 달리 남

성 표본에서는 그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r(68)=-.18, p>.05.

또한 남성과 여성을 분리시킨 표본에서는 삶의 의미(MLQ)와 우울 간의

상관이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각각 r(68)=.12, p>.05; r(76)=-.20, p>.05.

성별에 따른 상관분석표는 부록 13에 제시하였다.

삶의 의미 및 가치와 즐거움 경험의 관계 분석

삶의 의미 및 가치와 즐거움 경험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삶의 의미

및 가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같은 개념을 측정하고

두 척도 간 상관이 높은 MMLS와 VLQ 중에는 MMLS를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예언변인에 삶의 의미 및 가치를 투입하여 산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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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모형은 유의미하였고, F(2, 141)=18.309, p<.05, 회귀계수 역시

삶의 의미 및 가치 모두에서 유의미하였다, 각각 β=.211, t=2.496, p<.05;

β=317, t=3.754, p<.05. (표 5 참조)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 및 구체적 가치의 매개효과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 및 구체적 가치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우선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표 4. 연구 1에 사용된 척도들 간의 상관(N=144)

MMLS VLQ MLQ TEPS
RLSS-

CS
CES-D

MMLS -

VLQ .64** -

MLQ .46** .51** -

TEPS .23** .33** .34** -

RLSS-CS -.31** -.42** -.23** -.08 -

CES-D -.38** -.45** -.20* -.05 .61** -

주. MMLS = Multidimensional Meaning in Life Scale, MLQ =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VLQ = Valued Living Questionnaire, TEPS = Temporal Experience of

Pleasure Scale, RLSS-CS =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p<.05. **p<.01.

표 5. 즐거움 경험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모형

예언변인 Β β t R2 F

삶의 의미 .045 .211 2.496*

.206 18.309***

가치 .424 .317 3.754***

주. *p<.05. ***p<.001.



- 28 -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표 6). 분석 결과, 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

는 총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362, SE=.039, p<.05. 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만, b=.354, SE=.040,

p<.05,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간접효과가 유의

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008, Boot SE=.009, CI95%=-.012 to

.026. 따라서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매개효과의 부재가 삶의 의미 척도(MLQ) 내의 의미 존재 및 의미 추

구의 두 하위요인간 차이로 인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척도를

하위요인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의미 존재 및 의미 추구 각 하위요인에 따른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미하

지 않았다. 이에 따른 결과는 부록 14에 수록하였다.

다음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구체적 가치의 매개효과를 분석

하였다(표 7). 구체적 가치 척도로는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MMLS)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총 효과는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362, SE=.039, p<.05. 또한 생활 스트레스와 우

울의 관계에서 구체적 가치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039, Boot SE=.016, CI95%=.011 to .074.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표 6.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MLQ)의 매개효과

효과계수 BootSE BootLLCI BootULCI

스트레스→삶의 의미 -.123 .043 -.209 -.038

삶의 의미→우울 -.067 .076 -.217 .082

간접효과 .008 .009 -.012 .026

주. BootLLCI: 효과계수의 95% 신뢰구간 안에서 하한값. BootULCI: 효과계수의 95%

신뢰구간 안에서 상한값. 간접효과: 스트레스→삶의 의미→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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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효과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b=.323, SE=.040,

p<.05,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구체적 가치가 유의미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며 완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매개모

형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구체적 가치 탐색을 위한 척도로 활용한 척도가 MMLS로 본래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구체적

가치의 매개효과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제작

된 가치로운 삶 질문지(VLQ)를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매개효과를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구체적 가치의 간접

효과가 유의미한 것이 재확인되었다, b=.057, Boot SE=.021, CI95%=.021 to

표 7.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구체적 가치(MMLS)의 매개효과

효과계수 BootSE BootLLCI BootULCI

스트레스→구체적 가치 -1.038 .267 -1.57 -.510

구체적 가치→우울 -.038 .012 -.061 -.014

간접효과 .039 .016 .011 .074

주. BootLLCI: 효과계수의 95% 신뢰구간 안에서 하한값. BootULCI: 효과계수의 95%

신뢰구간 안에서 상한값. 간접효과: 스트레스→가치→우울.

생활 스트레스

구체적 가치
(MMLS)

우울

b=-1.038*** b=-.038**

b=.039

그림 2.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구체적 가치(MMLS)의 매개모형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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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기 때문에, b=.305, SE=.042, p<.05,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서 구체적 가치가 유의미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며 이들 간의 관계를

완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설 3의 예언 3-1이 부분적으로 지

지되었다. 해당 매개모형을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 및 구체적 가치의

연속다중매개 모델(serial multiple mediator model)을 검증하였다. 구체

적 가치를 위한 척도로는 MMLS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생활스트레

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와 구체적 가치의 순차적인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 b=.013, Boot SE=.010, CI95%=.001 to .039. 매개효과의 구

체적인 값 및 매개모형이 표 9와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8.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구체적 가치(VLQ)의 매개효과

효과계수 BootSE BootLLCI BootULCI

스트레스→구체적 가치 -.311 .056 -.421 -.201

구체적 가치→우울 -.183 .057 -.295 -.070

간접효과 .057 .021 .021 .102

주. BootLLCI: 효과계수의 95% 신뢰구간 안에서 하한값. BootULCI: 효과계수의 95%

신뢰구간 안에서 상한값. 간접효과: 스트레스→구체적 가치→우울.

생활스트레스

구체적 가치
(VLQ)

우울

b=-.311*** b=-.183**

b=.057

그림 3.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구체적 가치(VLQ)의 매개모형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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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계수 BootSE BootLLCI BootULCI

스트레스→삶의 의미 -.123 .043 -.209 -.038

삶의 의미→구체적 가치 2.575 .471 1.644 3.506

구체적 가치→우울 -.040 .013 -.066 -.014

간접효과 .013 .010 .001 .039

주. BootLLCI: 효과계수의 95% 신뢰구간 안에서 하한값. BootULCI: 효과계수의 95%

신뢰구간 안에서 상한값. 간접효과: 스트레스→삶의 의미→구체적 가치→우울.

표 9.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 및 구체적 가치의 연속다중매

개효과

생활 스트레스

삶의 의미

우울

구체적 가치

-.040*

2.575***

.013

-.123**

그림 4.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 및 구체적 가치의

연속매개모형

(**p<.01, ***p<.001)

이에 매개 변수의 순서를 바꾸어 스트레스가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를

구체적 가치와 삶의 의미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모델을 검증하였다. 분

석 결과,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구체적 가치와 삶의 의미의

순차적인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b=.003, Boot SE=.007,

CI95%=-.020 to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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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연구 1에서는 스트레스, 삶의 의미 및 구체적 가치, 즐거움 경험이 우

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특별히 변인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보다 정교하게 탐색하기

위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주요 변인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을 때, 삶의 의미 및 구체

적 가치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

았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삶의 의미 및 구체적 가치 수준이 낮은

양상을 보였다. 이는 각각의 변인 간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와 일

치한다(정인석, 2013; Fontana & Rosenheck, 2006; Mazure, 1998;

Robert, 2007).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 및 구체적 가치와 즐거움 경험

간의 상관이 높았다는 점이 비교적 새롭게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삶의 의미와 긍정 정서 간의 상관이 높았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면이

있다(King, Hicks, Krull, & Del Gaiso, 2006).

즐거움 경험은 우울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스트레스와 우

울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가설도 지지되지 않았다.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우울증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로 제기되는 무쾌감 상태의 반대 상태

인 즐거움 경험 상태는 우울과 부적 상관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즐거움 경험을 측정하는 척도인 시간적 즐거움 경험 척도(TEPS)

를 개발한 Gard 등(2006)의 문항 구성 과정에서는 벡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와 TEPS의 예기적 즐거움 문항 간에 중간

정도 상관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가설이 지지되지 않은 원인에는

척도의 특성이 제기될 수 있다. 민혜원(2016)은 TEPS의 번안타당화를

위하여 요인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몇몇 문항이 전체 문항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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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오히려 낮추거나, 원척도에서 특정 요인에 포함되었던 문항이 번안척

도에서는 다른 요인과 더 높은 부하를 나타내는 등의 양상을 보였음을

지적하며 동서양의 문화 차이에 대하여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을 제안하

였다. 실제로 중국인 집단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양권과 서양권의 문화 차가 이러한 차이를 일정 부분 설명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Ho, Cooper, Hall, & Smillie, 2015). 더불어

TEPS의 문항들이 무쾌감성 우울 관련 척도와 상관이 더 컸다는 점을

고려할 때(민혜원, 2016), 무쾌감성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면 유의

미한 모형을 산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즐거움 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가 불분명하게 나타났지만, 삶의

의미 및 구체적 가치와 즐거움 경험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일 뿐 아니라,

삶의 의미 및 구체적 가치가 즐거움 경험을 예측한다는 결과가 산출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내재적 동기가 개인에게 즐거움을 발생시킨다는 선행

연구와 연관될 수 있으며(Deci & Ryan, 1985), 의미에 대한 인간의 동기

가 즐거움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삶의 의미 및 구체적 가치가 가지는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활스

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삶

의 의미 척도(MLQ)의 하위요인 중 의미 존재는 우울과 부적 상관을 가

지는 반면 의미 추구는 우울과도 정적 상관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

(Steger et al., 2006)에 따라 두 하위 요인을 분리하여 매개효과를 재탐

색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산출되지 않았다. 반면 구

체적 가치는 해당 개념을 측정하는 두 척도 모두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나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즉,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구체적 가치가 완충요인으로 작용하여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

는 영향을 감소시킴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스트레스가 우울로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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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삶의 의미와 구체적 가치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모델을 탐색한

결과,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삶의 의미와 구체적 가치가 실제로 구분되는 개념

임을 시사한다. 동시에 이는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변인들이 구

체적인 가치, 곧 구체적인 하위 가치영역 간의 상대적 중요성 정도와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반면, 전반적 삶의 의미는 구체적 가치 영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우울증에 대한 영향력

있는 모델인 인지적 모델에서는 개인의 전반적인 역기능적 태도를 우울

증의 발전 및 지속의 핵심적 변인으로 여기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자동적 사고를 검증하고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데(Beck, 2011),

이러한 과정은 전반적인 삶의 의미가 우울에 대한 간접적인 매개 요인으

로 작용하고, 보다 구체적인 가치가 직접적으로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 가치 수준에서

의 개입이 우울 상태를 개선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 1에서는 삶의 의미, 구체적 가치, 즐거움 경험이 상호 간 가지는

관계와 더불어 이들 변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2에서는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확인된 구체적 가치를 탐색할 수 있는 글쓰기 과제가 우울 상

태를 개선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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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 개인적 가치에 대한 글쓰기가 삶의

의미 증진 및 우울감 개선에 미치는 영향

연구 1에서는 삶의 의미 및 구체적 가치가 스트레스, 우울과는 부적

상관을, 또한 즐거움 경험과는 정적 상관을 가짐을 확인하는 등 삶의 의

미 및 구체적 가치와 심리적 변인들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스트레

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구체적 가치가 완충요인으로 작용하여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이에 연구 2에서는 개인

적 가치를 증진하는 실제적 방법을 통하여 삶의 의미 및 우울감 개선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보건복지부의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우

울장애 일년 유병률은 1.5%, 기분부전장애의 일년 유병률은 0.2%로, 임

상적인 수준의 우울증을 경험하는 한국인 수가 70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

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서비스 제공의 양적・질적 제한

으로 인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많은 장벽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

히 주요우울장애 일년 유병률은 남녀 모두 다른 연령 집단보다 18~29세

사이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초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하는 우울 증상 개

선 서비스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6).

우울증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치료법

은 수용전념치료(ACT)로, 이 치료법이 전통적인 인지행동치료(CBT)와

유사한 수준의 효과 크기로 우울을 개선하였음이 보고된 바 있다(Karlin

& Cross, 2014). 이러한 수용전념치료의 주된 목적은 단순한 증상 완화

에 그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향상하는 것에 있다(Zettle, 2007).

수용전념치료에서 가치가 많은 중요성을 가지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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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치와 관련된 치료기

법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박선영, 권석만, 2012a). 또한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9-12회기에 달하는 수용전념치료 기반 상담이나 집단 프로그

램은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

하여 도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글쓰기 치료를 들 수 있다. 글쓰기 치료

는 개인이 경험한 사건에 대하여 글쓰기를 하는 치료법으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처치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을 가진다. 이러

한 글쓰기 처치는 트라우마, 우울, 불안 등을 감소시켜 그 효과성이 검증

된 바 있다(손희정, 신희천, 2013; Foa & Kozak, 1986; Graf, Gaudiano,

& Geller, 2008; Kahn & Garrison, 2009).

개인적 가치를 인식했던 과거 경험을 회상하는 것은 가치 탐색의 밑거

름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긍정적 경험에 대한 글쓰기는 긍정 정서를 강

화하는 등 심리건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urton

& King, 2004; Lumoa et al., 2007). 더불어 연구 1을 통하여 삶의 의미

및 구체적 가치가 즐거움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기 때문에, 개인적 가치의 증진은 즐거움 경험의 증진과도 연관성을 가

질 수 있고, 더불어 즐거움 경험의 부재인 무쾌감 상태의 감소와 관계될

수 있을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선행 연구들과 연구 1의 결과를 고려할 때, 가치를 탐색하는 글쓰기

처치 프로그램을 통하여 삶의 의미 및 가치 인식 증진, 무쾌감 상태 및

우울감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 2에서

는 성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치를 탐색하는 가치 글쓰기 처치를 제공한

후 이러한 처치가 가지는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가치 글쓰기가 기존의 부정 정서 경험에 대한 표현적 글쓰기와의 비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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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차별적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추가로 글쓰기 처치 전후

의 개인적 가치 변화량과 삶의 의미, 무쾌감증, 우울의 변화량을 함께 측

정함으로써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앞서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2의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가치 글쓰기 집단은 표현적 글쓰기 집단보다 가치 및 삶의 의미

증진, 무쾌감증 및 우울의 개선 정도가 클 것이다.

가설 2. 가치 및 삶의 의미 증가 정도와 무쾌감증 및 우울의 개선 정도

는 유의한 상관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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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여자

본 연구에는 대학생 53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17명은 심리학과 연구

참여 시스템(R-point system)을 통해 정규학기에 심리학 교양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중에서 모집하였으며, 36명은 학내 커뮤니티 온라인 게시

판 등을 통해 모집하였다. 설문 및 실험은 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대상에 한하여 수행되었다. 이 중

불성실한 수행 및 누락된 수행, 이상치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47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만 21.79세(SD=2.31,

범위 18~27세)였으며, 이 중 남성 24명의 평균 연령은 22.96세(SD=2.24),

여성 23명의 평균 연령은 20.57세(SD=1.70)로 남성이 여성보다 나이가

더 많았다, t(45)=4.12, p<.05. 본 연구는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

인을 받았다(IRB No. 1807/003-003).

측정 도구

인구통계학적 정보.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및 연

령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총 두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Multidimensional Meaning in Life Scale:

MMLS). 연구 1에서 사용한 척도와 동일하다.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 연구 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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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척도와 동일하다.

차원적 무쾌감증 평정 척도(Dimensional Anhedonia Rating Scale:

DARS). 무쾌감을 측정하기 위해 Rizvi, Pizzagalli, Sproule과

Kennedy(2015)가 제작하고 박지혜(2018)가 번안 타당화한 차원적 무쾌

감증 평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취미, 사교 활동, 음식/음료, 감

각 경험의 네 영역에서 현재의 흥미, 동기, 노력, 즐거움을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 후 원판 척도를 역채점하여 점수가 매겨진다(0=완전히 그

렇다, 4=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

지혜(2018)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2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의 사전

설문에서는 .89로 나타났다.

시간적 즐거움 경험 척도(The Temporal Experience of Pleasure

Scale: TEPS). 연구 1에서 사용한 척도와 동일하다.

개정판 대학생 생활스트레스 척도(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RLSS-CS). 연구 1에서 사용한 척도와 동일하다.

한국판 기분 및 불안 증상 질문지(Mood and Anxiety Symptom

Questionnaire: MASQ). Watson과 Clark(1991)이 개발한 척도로 원 질

문지는 5점 리커트 척도의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2문항의 단축

형 질문지(MASQ Short), 26문항의 간이형(Mini-MASQ)도 추가로 개발

되어 있다. 세 가지 버전 모두 Clark과 Watson(1991)의 불안 우울 3요인

모델의 개념적 분류에 따라 일반적인 고통, 불안 각성, 무쾌감성 우울의

3요인으로 구성된다. 국내에서는 이영호와 이기련(1998), 이현과 김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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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이 번안 및 타당화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무쾌감성 우울 하위 척도

2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현과 김근향(2014)의 연구에서 무쾌감성 우울

하위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4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의 사전 설문에서

는 .89로 나타났다.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연구 1에서 사용한 척도와 동일하다.

절차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서울 소재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 참여

시스템(R-point) 및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연구명과 연구내용을

공지한 뒤, 이용자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최종적으로 참여를 확정한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실험실에 방문하여

여러 사전 설문에 응답하였다. 이후 참여자는 표현적 글쓰기 집단 혹은

가치 글쓰기 집단에 무선 할당되어 각 집단에 부합하는 글쓰기 처치를

받았다. 표현적 글쓰기 집단에서는 힘들었던 경험을 세 가지 적도록 하

고, 이 중 한 가지에 대하여 글쓰기 처치를 받았다. 가치 글쓰기 집단에

서는 감동적이었던 경험을 세 가지 적도록 하고, 이 중 한 가지에 대하

여 글쓰기 처치를 받았다. 각 처치에는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실험 참여자는 귀가 후 이틀간 추가적인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였다.

글쓰기의 주제는 실험실에서 작성한 나머지 두 가지 경험 혹은 새롭게

떠오른 경험 중 본인이 원하는 경험을 하나 선택하도록 하였다. 연구자

는 이틀간 참여자가 작성한 두 가지 경험 주제, 글쓰기 처치 지시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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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링크를 참여자에게 전송하였다. 글쓰기 처치 마지막 날에 참여자

는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사전 설문과 동일한 척도에 응답하도록 지시받

았다. 글쓰기 처치에 총 53명의 참여자가 지원하였으나, 중도 탈락자, 불

성실 응답자 등 통계적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6명의 참여자가 있었다.

가치 글쓰기 처치의 구성

가치 글쓰기 집단에서 사용된 글쓰기 지시문은 Guastella와

Dadds(2009)의 성장 글쓰기 절차 중 이점 찾기 글쓰기를 토대로 재구성

되었다. 참가자들은 총 3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글쓰기 회기 동안 총 세

가지를 주제로 하여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시받았다.

글쓰기 처치 첫 번째 날 실험실에 방문하여 사전 설문지를 작성한 후,

참가자들은 박선영(2013)이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에서 제시한 8개의

요소 중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하나 선택하였다. 이후 참가자

들은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인식했던 경험, 삶에서 가장 감동적

이었던 순간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서술하고, 이 중 하나의 경험을 선택하

여 이 사건이 본인의 가치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20분간

글쓰기를 수행하였다. 글쓰기 처치 직후에는 본인이 글쓰기를 통해 자신

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표현한 정도, 현재의 감정, 그리고 이번 글쓰기가

가지는 가치와 의미에 대하여 간단한 설문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글쓰기

처치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날에 참가자들은 본인이 선택한 주제를 카카

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전달받고, 주제를 하나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같은

방식의 글쓰기를 수행하였다.

표현적 글쓰기 처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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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적 글쓰기 집단에서 사용된 글쓰기 지시문은 기존의 연구에서 활

용된 Pennebaker와 Beall(1986)의 표현적 글쓰기 지시문을 다소 변형하

여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총 3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글쓰기 회기 동안

총 세 가지를 주제로 하여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였다.

참가자들은 글쓰기 처치 첫 번째 날 실험실에 방문하여 사전 설문지를

작성한 후, 본인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심리적 상처 혹은

감정의 격변 경험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서술하고 이 중 하나의 경험에 대

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20분간 글쓰기를 수행하도록 지시받았다. 글쓰기

처치 직후에는 본인이 글쓰기를 통해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정

도, 현재의 감정, 그리고 이번 글쓰기가 가지는 가치와 의미에 대하여 간

단한 설문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글쓰기 처치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날

에 참가자들은 본인이 선택한 주제를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전달받

고, 주제를 하나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같은 방식의 글쓰기를 수행하였다.

통계 분석

연구 2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구하고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을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집단 간 처치 효

과를 비교하기 위해 각각의 사전측정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

(ANCOVA)을 실시하였다. 이후 대응표본 t 검정을 바탕으로 집단 내에

서 처치 전후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고, 종속측정치 변화량 간의

상관 역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글쓰기에 따른 집단 간 정서 변화 및

글쓰기에 대한 평가를 비교하였다.



- 43 -

결 과

두 집단의 사전 동등성 검증 및 글쓰기 주제 유형 빈도

참여자들의 각 주요 측정치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0에 제시하였

다. 두 집단의 사전 동등성 검증을 위해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남녀구성비율과 연령을 비롯한 각 측정치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0).

전체 참여자들이 할당된 집단에 따라 본인의 가치 및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인식했던 경험, 혹은 본인의 삶에 영향을 준 심리적 상처에 대하여

작성한 주제의 유형과 빈도는 표 11～13과 같다.

표 10. 가치 글쓰기 및 표현적 글쓰기 집단의 사전 동등성 검증

가치 글쓰기

(n=23)

표현적 글쓰기

(n=24)
t

연령 21.83 (2.31) 21.75 (2.36) 0.11

구체적 가치

MMLS 164.52(55.03) 188.04(68.45) 1.30

VLQ 47.15(12.71) 47.86(13.82) 0.18

삶의 의미 48.52 (9.42) 50.42(10.56) 0.65

무쾌감 23.30(12.06) 24.42(12.44) 0.31

즐거움 경험 76.04(11.85) 77.13 (9.09) 0.35

생활스트레스 77.48(16.12) 81.42(16.91) 0.82

무쾌감성 우울 35.30(11.95) 39.00(15.04) 0.93

우울 13.91 (7.87) 16.83 (8.14) 1.25

주. MMLS = Multidimensional Meaning in Life Scale, VLQ = Valued Living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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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가치 유형 빈도 구성비(%)

사회적 성취 및 영향력 6 23.1

자기 수용 및 성장 5 19.2

가족과의 좋은 관계 3 11.5

친구와의 좋은 관계 및 여가 3 11.5

원하는 일에 대한 만족감 3 11.5

신체 및 정신 건강 2 7.7

종교 및 영성 2 7.7

봉사 및 사회적 기여 2 7.7

기술한 주제 빈도
구성비

(%)

성취 경험 혹은 열망하던 사건의 발생(대학 합격, 수상 경험,

프로젝트 성공 등)
18 27.7

긍정적인 대인관계 사건(애인이 생김, 친구와의 여행, 친구로

부터의 위로 등)
16 24.6

성장 혹은 깨달음의 특정 기회(다큐멘터리, 책, 특정 인물과

의 만남, 특정 경험 등)
13 20.0

긍정적인 가족 관련 사건(부모님의 사랑을 느낀 사건, 동생

과의 여행 등)
8 12.3

원하는 삶의 형태에 대한 기술(원하는 일을 하며 사는 삶,

열정적인 삶, 관계를 소중히 하는 삶 등)
7 10.8

다수의 즐거움 혹은 깨달음 경험(일상적인 즐거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며 하는 생각 등)
3 4.6

종교적인 체험 사건(기도를 통한 위로, 성경 이해의 순간 등) 3 4.6

주. 인당 3가지의 주제를 선택하였으며, 전날과 동일한 주제를 선택한 경우는 포함하

지 않음

표 11. 가치 글쓰기 참여자의 가치 유형과 빈도(중복 가능)

표 12. 가치 글쓰기 참여자의 글쓰기 주제 유형 및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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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한 주제 빈도
구성비

(%)

대인관계 문제(친구와의 갈등, 이성친구의 변심, 이별, 관

계 맺기의 어려움 등)
20 27.0

적응 문제(학교 생활, 복학, 교환학생, 왕따, 재수 등) 13 17.6

가족 구성원과의 문제(가족에게 저지른 실수, 가족원과의

갈등 등)
10 13.5

가치관 및 진로 문제(진로 관련 스트레스, 존재 이유에 대

한 성찰, 종교적 가치에 대한 고민 등)
9 12.2

성취로 인한 스트레스(입시 실패, 학사경고, 고시의 어려

움 등)
9 12.2

기타 스트레스 사건(다이어트 스트레스, 보이스피싱 등) 7 9.5

자존감 문제(타인과 비교로 인한 열등감, 낮은 자존감 등) 3 4.1

환경적 문제(가정형편의 어려움 등) 2 2.7

가까운 사람의 질병 또는 사망(가족, 친척 등) 1 1.4

주. 인당 3가지의 주제를 선택하였으며, 전날과 동일한 주제를 선택한 경우는 포함하

지 않음

표 13. 표현적 글쓰기 참여자의 글쓰기 주제 유형 및 빈도

조작점검 측정치

참여자들이 글쓰기 과제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 혹은 가치 인식을 얼

마나 표현했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귀하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

도 표현했습니까?’ 혹은 ‘귀하의 가장 깊은 내면의 생각과 감정들을 어느

정도 표현했습니까?’라는 질문에 10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10=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지시하였다(표 14). 응답에 대한 집단 간 차

이를 탐색하기 위하여 일원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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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글쓰기를 통한 표현 정도에 대한 집단별 분산분석 결과

가치 글쓰기

(n=23)

표현적 글쓰기

(n=24)
F

첫째날 7.43(1.23) 8.46(1.10) 8.99**

둘째날 7.52(2.15) 7.29(2.24) 0.13

셋째날 7.22(2.26) 7.67(1.88) 0.55

주. **p<.01.

첫 번째 글쓰기에서만 집단 간 표현 정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1, 45)=8.99, p<.05.

집단 간 종속측정치 변화 분석

글쓰기 처치가 삶의 의미 및 가치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글쓰기 전후의 심리측정적 변인들을 바탕으로 두 집단의 처치 전후별

종속측정치 변화에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표 15, 그림 5~6). 사전

측정치를 공변량으로 통제하고 집단 간 사후 측정치를 비교한 결과, 생

활 스트레스 수준에서만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F(1,

45)=6.586, p<.05. 또한 무쾌감성 우울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의 경향성

이 나타났다, F(1, 45)=3.236, p=.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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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각 집단별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공분산분석

측정변인
제 Ⅲ유형

제곱합
df F 부분 η2

구체적 가치

MMLS 314.944 1 0.291 0.007

VLQ 99.039 1 2.191 0.047

삶의 의미 15.269 1 0.541 0.012

무쾌감 118.878 1 0.968 0.022

즐거움 경험 57.444 1 1.705 0.037

생활 스트레스 418.451 1 6.586* 6.586

무쾌감성 우울 173.271 1 3.236 0.069

우울 50.289 1 1.535 0.034

주. *p<.05.

그림 5. 사전-사후 생활 스트레스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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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사전-사후 무쾌감성 우울의 변화

집단 내 효과 분석

두 집단에서 각각 사전-사후 간 종속측정치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

하였고, 각 시기 간 변화량 차이를 검증하였다(표 16～17).

가치 글쓰기 집단의 효과 분석

사전-사후 간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가치 글쓰기 집단의 첫째 날과 셋

째 날의 종속측정치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16). 먼저

전후 측정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가설과 관련된 주요 변인인 무쾌감

성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t(22)=2.68, p<.05. 또한

생활 스트레스 수준이 처치 전후로 차이의 경향성을 보였다, t(22)=2.03,



- 49 -

가치 글쓰기 집단(n=23)

사전(첫째날) 사후(셋째날) t

구체적 가치

MMLS 164.52(55.03) 163.04(58.50) 0.19

VLQ 47.15(12.71) 47.30 (9.45) 0.09

삶의 의미 48.52 (9.42) 49.70 (8.59) 1.01

무쾌감 23.30(12.06) 26.78(15.02) 1.30

즐거움 경험 76.04(11.85) 76.35(11.59) 0.23

생활 스트레스 77.48(16.12) 73.78(13.21) 2.03

무쾌감성 우울 35.30(11.95) 32.43(10.93) 2.68*

우울 13.91 (7.87) 12.78 (8.19) 0.09

주. MMLS = Multidimensional Meaning in Life Scale, VLQ = Valued Living

Questionnaire.
*p<.05.

표 16. 가치 글쓰기 집단의 사전-사후 변화

p=.055. 삶의 의미, 구체적 가치 및 즐거움 경험, 무쾌감증, 우울의 평균

은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현적 글쓰기 집단의 효과 분석

표현적 글쓰기 집단의 첫째 날과 셋째 날, 즉 사전-사후 간 변화를 검

증하기 위해 종속측정치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17).

먼저 전후 측정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처치 후 구체적 가치의 평균

감소, 삶의 의미 평균 증가, 즐거움 경험 평균 감소가 나타났으나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무쾌감증, 스트레스 수준,

무쾌감성 우울 및 우울의 평균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 50 -

표 17. 표현적 글쓰기 집단의 사전-사후 변화

표현적 글쓰기 집단(n=24)

사전(첫째날) 사후(셋째날) t

구체적 가치

MMLS 188.04(68.45) 177.54(64.44) 1.64

VLQ 47.86(13.82) 44.81(11.02) 1.62

삶의 의미 50.42(10.56) 52.17 (8.91) 1.32

무쾌감 24.42(12.44) 24.46(13.97) 0.02

즐거움 경험 77.13 (9.09) 75.08(10.17) 1.84

생활 스트레스 81.42(16.91) 82.83(16.52) 0.79

무쾌감성 우울 39.00(15.04) 39.00(13.42) 0.00

우울 16.83 (8.13) 17.08 (8.34) 0.18

주. MMLS = Multidimensional Meaning in Life Scale, VLQ = Valued Living

Questionnaire.

종속측정치 변화량 간의 상관

가치 및 삶의 의미 증가 정도가 무쾌감성 우울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

지 알아보기 위해 변화량 상관을 분석하였다(표 18). 종속측정치들을 살

펴본 결과, 삶의 의미의 변화량은 무쾌감의 변화량과 유의미한 부적 상

관을 보였다, r(23)=-.58, p<.05. 이는 삶의 의미가 증가하면 무쾌감증이

감소함을 시사한다. 한편 삶의 의미의 변화량은 즐거움 경험, 생활 스트

레스, 무쾌감성 우울 및 우울 등 다른 측정치들의 변화량과는 낮은 상관

을 보였다.

반면 구체적 가치의 변화량은 즐거움 경험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MMLS와 VLQ 각각 r(23)=.60, p<.05; r(23)=.61, p<.05, 무쾌감성 우울

및 우울의 변화량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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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가치
삶의 의미

MMLS VLQ

무쾌감 .10 .05 -.58**

즐거움 경험 .60** .61** .21

생활스트레스 -.04 -.14 .02

무쾌감성 우울 -.45* -.31 -.13

우울 -.53** -.35 .21

표 18. 가치 글쓰기 집단의 사전-사후 변화량간 상관(n=23)

주. MMLS = Multidimensional Meaning in Life Scale, VLQ = Valued Living Questionnaire.
*p<.05. **p<.01.

무쾌감성 우울에서 MMLS r(23)=-.45, p<.05; 우울에서 MMLS

r(23)=-.53, p<.05. 즉, 구체적 가치가 증가하면 즐거움 경험이 증가하고

무쾌감성 우울 및 우울 상태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구

체적 가치의 변화량은 무쾌감의 변화량 및 생활 스트레스의 변화량과는

낮은 상관을 보였다.

글쓰기에 따른 정서 변화 및 글쓰기에 대한 평가

글쓰기 처치를 통한 전반적인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처치 직후 작성

하도록 지시한 마무리 설문을 사용하였다(표 19～21).

글쓰기를 통해 경험한 감정의 변화

각 참여자들이 매일 글쓰기 과제 직후 느끼는 감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귀하가 현재 느끼는 슬픔이나 분노는 어느 정도입니까?’와 더불어 ‘귀하

가 현재 느끼는 행복감은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문항으로 긍정 및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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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은 각각의 질문에 10점 리커트 척도

(1=전혀 아니다, 10=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지시받았다. 응답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탐색하기 위하여 일원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세 차례의 글쓰기 모두에서 표현적 글쓰기 집단이 가치 글쓰기

집단에 비해 더 많은 부정 정서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집단 간 부정

정서 경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첫 번째 글쓰기 F(1,

45)=4.68, p<.05, 두 번째 글쓰기 F(1, 45)=21.39, p<.05, 세 번째 글쓰기

F(1, 45)=22.71, p<.05. 긍정정서 경험의 경우 가치 글쓰기 집단이 표현

적 글쓰기 집단에 비하여 세 차례 처치 모두에서 긍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였으며,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첫 번째 글쓰기 F(1,

45)=5.32, p<.05, 두 번째 글쓰기 F(1, 45)=22.33, p<.05, 세 번째 글쓰기

F(1, 45)=12.27, p<.05.

표 19. 글쓰기를 통한 부정 정서 경험에 대한 집단별 분산분석 결과

가치 글쓰기

(n=23)

표현적 글쓰기

(n=24)
F

첫째 날 2.78(2.92) 4.67(3.05) 4.68*

둘째 날 2.13(2.32) 5.50(2.65) 21.39***

셋째 날 1.91(2.23) 5.42(2.77) 22.71***

주. *p<.05. ***p<.001.

표 20. 글쓰기를 통한 긍정 정서 경험에 대한 집단별 분산분석 결과

가치 글쓰기

(n=23)

표현적 글쓰기

(n=24)
F

첫째 날 6.48(1.65) 4.71(3.30) 5.32*

둘째 날 6.70(1.66) 3.75(2.51) 22.33***

셋째 날 6.43(1.75) 4.04(2.79) 12.27**

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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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글쓰기 활동의 의미 및 가치에 대한 집단별 분산분석 결과

가치 글쓰기

(n=23)

표현적 글쓰기

(n=24)
F

첫째날 7.09(2.21) 6.50(2.84) 0.62

둘째날 7.00(2.07) 5.63(2.83) 3.60

셋째날 7.17(1.95) 5.67(2.75) 4.64*

주. *p<.05.

글쓰기 활동의 의미와 가치 평가

각 참여자들이 매일 글쓰기 활동에 대하여 얼마나 의미감 및 가치를

느끼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오늘의 글쓰기가 어느 정도 귀하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까?’라는 문항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

은 각각의 질문에 10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10=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지시받았다. 응답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탐색하기 위하여

일원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일간의 글쓰기 모두에

서 가치 글쓰기가 표현적 글쓰기에 비해 의미감 및 가치를 평균적으로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셋째날의 글쓰기 활동에 대한 의

미 및 가치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1,

45)=4.64, p<.05. 또한 두 번째 글쓰기에서 집단 간 차이의 경향성이 나

타났다, F(1, 45)=3.60, p=.064. (표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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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연구 2에서는 개인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글쓰기 처치가

구체적 가치 및 삶의 의미, 무쾌감증 및 즐거움 경험, 그리고 우울감 개

선에 효과적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치를 탐색하

는 가치 글쓰기 처치 집단과 기존의 부정 정서 경험에 대한 표현적 글쓰

기 처치 집단을 나누어 처치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고, 사전-사후 측

정치의 변화량 간 상관을 분석하였다.

우선 글쓰기 주제로 참여자들이 기술한 주제를 살펴보면, 박선영(2013)

에서 제시된 8개의 가치 유형 중 참여자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가치 유형은 ‘사회적 성취 및 영향력’이 가장 많았으며, 가치 글

쓰기의 주제로 가장 많이 선정된 유형 역시 대학 합격, 수상 경험, 프로

젝트 성공 등 ‘성취 경험 혹은 열망하던 사건의 발생’과 관련된 주제에

해당했다. 표현적 글쓰기 집단의 경우 친구와의 갈등, 이성 친구의 변심,

이별, 관계 맺기의 어려움 등 대인관계 문제를 가장 많이 기술하였다.

처치 집단 간 차이 비교 결과, 가치 글쓰기 집단이 표현적 글쓰기 집

단보다 생활스트레스 감소 정도가 컸으며, 무쾌감성 우울 수준에서는 차

이의 경향성이 나타나 가설 1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스트레스는 기존 연구에서 우울로 진행하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

으며(Habif & Lahey, 1980; Yi, Smith, & Vitaliano, 2005), 연구 1에서도

이러한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

다. 이러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인 구체적 가치

에 대한 개입이 오히려 독립변인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는 점은 주

목할 만하다. 스트레스 척도로 사용된 개정판 대학생 생활스트레스 척도

(RLSS-CS)가 최근 1년간 개인에게 일어난 스트레스 사건의 빈도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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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처치가 이루어진 3일 사이의 스트레스 감소는

실제 스트레스 사건의 감소를 의미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완 반응 및 인지행동적 기술 훈련, 마음챙김 훈련 등의 처치가 지각된

스트레스를 감소시켰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Baer &

Hunsinger, 2012; Deckro et al., 2002),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사건 자

체가 아니라 개인이 인지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할 가

능성이 있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탐색하기 위하여 첫 번째 처치 이후 3

일 사이에 중대한 스트레스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항이 필요했을 것

으로 보인다.

글쓰기 처치를 통한 두 집단 내 사전-사후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가

치 글쓰기 집단에서 무쾌감성 우울의 유의미한 감소가 관찰되었고, 생활

스트레스 수준의 감소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반면 표현적 글쓰기 집단의

경우 모든 측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주요 결과 중 하나로, 가치 글쓰기에서 가치 및 삶의 의미 증가 정도

가 다른 변인들의 개선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본 결과, 삶의 의미 증가

는 무쾌감증의 감소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 구체적 가치의 변화량은 무

쾌감증의 변화량과 낮은 상관을 보였다. 한편 구체적 가치가 증가하면

즐거움 경험은 증가하고, 무쾌감성 우울 및 우울 상태는 감소하는 패턴

을 보인 반면, 삶의 의미 변화량은 해당 변인들과 큰 상관을 보이지 않

았다. 삶의 의미 증가가 무쾌감증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구체적 가치의

증가가 무쾌감성 우울 및 우울 상태의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러

한 결과는 삶의 의미와 구체적 가치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개

념임을 시사할 뿐 아니라, 연구 1의 매개모형이 작용하는 원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스트레스가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삶의

의미 및 구체적 가치가 순차적으로 완충요인으로 작용할 때, 삶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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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쾌감증의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반면 구체적 가치는 즐

거움 경험의 증가 및 우울 상태의 직접적인 개선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

으로 보인다.

글쓰기 처치에 따른 정서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매 처치 직후 작성

한 마무리 설문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가치 글쓰기 집단이 표현적 글

쓰기 집단보다 더 많은 긍정 정서와 더 적은 부정 정서를 경험하였으며,

더 많은 의미감 및 가치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문항 수가 매

우 적고, 타당화된 설문 문항이 아니므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가설이 부분적으로만 지지된 원인으로 처치 기간을 고려해볼 수 있다.

Guastella와 Dadds(2009)의 구조화된 글쓰기 연구에서도 우울과 불안의

감소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우울이 가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으로 인해 단기간의 처치로 인한 효과가 충분히 나

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손희정, 신희천, 2013). 우울뿐 아

니라 개인적 가치 역시 며칠 간의 짧은 처치를 통해 개선되기에는 지나

치게 안정적인 변인일 가능성이 있다. 글쓰기의 효과 및 매개 변인을 연

구한 Smyth(1998)는 글쓰기 처치를 실시하는 횟수가 많고 처치 시간이

길수록 처치의 효과가 커짐을 밝혔다. 이에 더욱 긴 기간 동안 처치를

실시한다면 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쓰기의 주제 역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에 해당

한다. 가치 글쓰기 참여자들이 선정한 주제 중 일부는 강렬한 긍정 정서

경험이라기보다는 비교적 일상적인 사건 속에서 가지는 함의와 연관되어

있었다. 또한 긍정적인 특정 사건을 쓰는 대신, 부정적인 사건 속에서 경

험한 개인적 의미를 적거나, 모호하게 자신의 가치나 지향점에 대하여

묘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반면 표현적 글쓰기의 주제는 명확히 부

정 정서를 경험할 만한 사건들이었다. 긍정적인 사건에 비해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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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더욱 강렬한 인지, 생리, 정서적 반응을 유발한다는 점(Taylor,

1991)을 고려할 때 표현적 글쓰기의 참여자들이 더욱 경험을 빠르게 회

상하고 쉽게 글쓰기 주제를 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첫날 이후의 처치는 개인이 연구자와 대면하지 않은 채 스스로

처치를 수행하기 때문에 과제에 대한 몰입도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유롭게 글을 쓰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작문을 하듯이

글을 쓰는 경우 등 수행상의 요구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처치의 효과성이 반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 2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가치 글쓰기 집단에서 무쾌감성 우울의

개선이 나타났고, 집단 간 비교에서는 가치 글쓰기에서 스트레스 수준의

개선이 관찰되었으며, 이외의 변인들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일부 차이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었다. 실험 설계

과정 및 실험 수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혼입 변인들을 고려해

볼 때, 보다 장기간 체계적인 형태로 처치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유의미

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개인 혹은 집단 프로그램보다 접근성이 높은 글쓰기

처치를 바탕으로 개인의 가치를 탐색하고 증진하며, 이를 통하여 우울

및 무쾌감 상태의 개선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가치 탐색을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처치 방법이

고안된다면, 시간 및 비용 면에서 한결 접근성이 높은 개입 방법으로 발

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특정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글쓰기 방식으로서 가치 글쓰기를 제안했으나 실제 실험

결과 일부 부정적 사건 및 모호한 서술이 나타나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

었을 수 있다. 또한 글쓰기 처치가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서술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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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처치임에도 연구에 참여하는 상황적 조건으로 인해 자신의 내면을 솔

직하게 털어놓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험

상황의 여러 문제를 개선하여 더욱 엄격한 방식으로 실험을 수행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무쾌감성 우울 등의 변인에 나타난 가치 글쓰기의 효과가 장기

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사전-사후의 3일간 변화

만을 측정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가 그 이후로 지속되는지에 대한 추후

설문을 수집하지 않았다. 따라서 처치를 통해 나타난 변화가 얼마나 장

기적으로 지속되는지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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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논의

삶의 가치를 탐색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인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은 여러 부적응적 상태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깊게 탐구해볼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우울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가치의 인식 및 탐색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와 관련된 변인

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확인된 결과를 활용하여 무쾌감 및

우울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삶

의 의미 및 가치, 즐거움 경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

적으로 탐색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에게 가치 글쓰기 처치를

제공하고, 이것이 여러 심리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1에서는 스트레스, 삶의 의미 및 구체적 가치, 즐거움 경험이 우

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구체적 가치는 스트레스와 우

울을 부분적으로 매개함이 확인되었고, 이는 가치의 부재가 심리적 부적

응 및 우울과 연관된다는 선행연구(Robert, 2007; Wilson & DuFrene,

2009; Wilson, Sandoz, & Kitchens, 2010)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회귀분

석 결과 삶의 의미 및 구체적 가치는 즐거움 경험을 예측한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삶의 의미 및 긍정 정서가 상관을 가진다는 선행연구

와 일부 일치한다(King, Hicks, Krull, & Del Gaiso, 2006).

전반적인 삶의 의미는 구체적 가치를 거쳐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반면, 구체적 가치는 보다 직접적인 매개 변인으로서 기능한다는

연구 1의 결과는 서론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삶의 의미와 구체적 가치가

기능적으로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개념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는 개

인의 전반적인 역기능적 태도와 구체적인 자동적 사고가 순차적으로 우

울증에 기여하는 인지행동적 모델(Beck, 2011)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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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에서의 중요한 발견은 구체적 가치가 스트레스와 우울을 매개하

여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스트레스는 우울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지만 개인이 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양을 통제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우울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스트레

스와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진 구체적 가치에 개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가치와 즐거움 경험 수준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가치에 대한 개입은 즐거움 경험 수준의 개

선과도 연관될 수 있다.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의 증대는 무쾌감의 감소

로 개념화할 수 있으므로 이는 무쾌감의 감소와도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연구 2에서는 실제로 대학생에게 자

신의 가치를 탐색하는 간단한 설문을 제시한 후, 개인적 가치를 인식했

던 과거 경험을 회상하는 글쓰기가 무쾌감과 우울 등 부적응적 심리 변

인들을 개선시키는지 확인하였다.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

운 한국의 실정을 고려하여(보건복지부, 2016; 이상서, 2018; Collins,

Westra, Dozois, & Burns, 2004), 자가 치료의 일환인 글쓰기 처치가 도

입되었으며, 기존의 글쓰기 관련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적 글쓰기

처치를 비교군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가치 글쓰기 집단에서 표현적 글쓰기 집단에 비해 스트레

스 수준의 개선이 관찰되었으며, 무쾌감성 우울 역시 개선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또한 두 글쓰기 처치 중 가치 글쓰기에서 처치 전후로 무쾌감

성 우울의 개선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구조화된 글쓰기가 비구조화

된 글쓰기에 비해 지각된 심리적 고통,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적응, 심

리적 성장, 용서 등에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측

면이 있고(박효정, 홍창희, 2010; 손희정, 신희천, 2013; 최가영, 2015),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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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글쓰기가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Burton & King, 2004; King, 2002).

또한 삶의 의미 증가는 무쾌감 상태의 감소와 관련되어 있고, 구체적

가치의 증가는 즐거움 경험의 증가 및 무쾌감성 우울, 우울의 감소와 관

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연구 1의 결과와 연관지어

볼 때,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는 무쾌감증의 개선을 통

해 간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 가치는 즐거움 경험의 증가 및 우울 상태

의 개선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완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의미 혹은 가치가 우울과 부적 관계에 있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

이하면서도(Frankl, 1967; Harlow, Newcomb, & Bentler, 1986; Robert,

2007), 삶의 의미 및 구체적 가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

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 중 가치 및 즐거움 경험과 관련된 변인들을 중점적으로 탐색

하고 검증하였다. 특별히 가치 개념을 전반적 가치인 삶의 의미와 구체

적 가치로 구분하고, 각각이 서로 다른 기제로 작용하는 개념임을 부분

적으로 확인하였다.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변인으

로 자존감, 인지적 취약성, 문제해결능력, 완벽주의, 낙관주의 등을 고려

한 연구들은 있으나(김미례, 2007; Cheng, 2001; Dixon, 2000; Park,

2004; Scheier & Carver, 1992), 즐거움 경험과 가치, 삶의 의미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또한 삶의 의미가 스트레스와

자살 사고, 대학생활 적응, 성공적 노화 등의 변인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서 고려된 연구는 있으나(강지애, 김진숙, 2014; 장다혜, 2015; Wang,

Lightsey, Pietruszka, Uruk, & Wells, 2007), 삶의 의미 및 구체적 가치

가 모두 스트레스와 우울의 매개 변수로서 고려된 연구는 드물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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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삶의 의미 및 구체적 가치를 주요 매개 요인으로 고려하여 검증함

으로써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변인들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

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개인의 가치를 탐색하고 증진하기 위한 글쓰기 처치를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울 및 무쾌감 상태의 개선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치 탐색과 관련된 기존 연구의 경우 수용전념치료 기반 상담의

일부로 진행되거나, 혹은 집단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다(박세란, 이훈진, 2012; 박선영, 권석만, 2013). 본 연구에서는 가치

탐색을 위한 3일간의 글쓰기 처치가 개인의 무쾌감성 우울 개선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우울 개선을 위한 가치 관련 자가 처치의 기초

를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가치 탐색을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수

행할 수 있는 처치 방법이 추가로 고안된다면, 시간 및 비용 면에서 한

결 접근성이 높은 개입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 설계 및 실험 수행 과정에

서 여러 혼입 변인들이 있었다. 가령 가치 글쓰기는 특정 긍정적인 경험

에 대한 글쓰기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참여자들의 경우 3일의 처치 중

일부에서 부정적 사건을 서술하거나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 모호한 서술

만을 제시하는 등 최초의 글쓰기 절차에서 벗어난 글쓰기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의 내면을 진솔하게 털어놓는 글쓰기가 수행되어야 함

에도 연구 수행 중이라는 상황적 조건으로 인해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기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첫 번째 글쓰기 이후로는 연구

자와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의 몰입도 측면에서 한계가 나타났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여 더욱 체계적인 방식으로 실험을 수

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글쓰기 처치를 수행하는 기간을 늘려 전체

적인 효과의 증대를 기대해볼 수 있고, 최초 실험에 대한 설명에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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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더욱 구체화한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연

구의 의도에서 다소 벗어난 글쓰기 주제 및 내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자와의 대면을 통하여 글쓰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라도 해당일에 작성한 글에 대한 피드백 등을 통하여 글쓰기에 대한 몰

입도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무쾌감성 우울 등의 변인에 나타난 가치 글쓰기의 효과가 장기

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사전-사후의 3일간 변화

만을 측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추후 설문을 수집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글쓰기 처치의 효과의 지속성을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가치를 탐색하는 글쓰기 처치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에서 과정

변인의 영향력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 1의 결과에 근거하여

가치 글쓰기가 우울 및 무쾌감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지

만, 가치 글쓰기가 즐거움 경험의 증가를 통하여 우울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최초의 가설은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가

치 글쓰기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연구에서 활용된 심리적 변인들의 측정은 모두 자기보고식 설문

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자기보고식 척도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로

서 피험자가 자신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왜곡된 응답을 제

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로서, 임상

집단 및 일반 성인 집단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섯째, 연구 2에서는 연구자가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의 전체 실험을

진행하여 이중맹검(double blind)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실험의

진행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무의식중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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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스트레스, 삶의 의미 및 가치,

즐거움 경험 등의 여러 심리적 특성이 우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에서 활용되는 척도의 개선 등

을 통하여 더욱 명확한 변인 간 관계의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반인 집단 혹은 특정 임상군의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삶의 의미 및 가치가 개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일반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심

리적 변인 중 가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치

글쓰기라는 새로운 처치를 제안하여 이후의 우울 상태 개선을 위한 자가

처치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



- 65 -

참 고 문 헌

강지애, 김진숙 (2014) 노인의 스트레스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곤란 및 삶의 의미의 역할. 한국노년학, 34(1), 151-168.

권석만 (2013). 현대이상심리학(2판). 서울:학지사.

김미례 (2007).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및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761-777.

박선영, 권석만 (2012a). 삶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임상적 함의.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31(3), 741-768.

박선영, 권석만 (2012b). 삶의 의미의 원천, 구조의 탐색 및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의 개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 12(2), 199-224.

박선영 (2013). 삶의 의미와 심리적 건강의 관계: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와

의미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선영 (2016). 삶의 의미의 중요도, 일치도와 심리적 건강의 관계 및 삶의 의미

증진 과정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6(2), 213-231.

박세란, 이훈진 (2012). ACT 기반 가치탐색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인지행동치료, 12(1). 1-20.

박효정, 홍창희 (2010). 글쓰기 용서치료가 대인외상경험자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1), 83-107.

보건복지부 (2016). 정신질환실태조사. http://www.mohw.go.kr.

손희정, 신희천 (2013). 주관적 외상 사건에 대한 구조화된 글쓰기의 효과.

상담학연구, 14(6), 3237-3259.

여성가족부, 통계청 (2017). 2017년 청소년 통계. http:// www. kostat.go.kr.

연세상담연구 (2014). 2014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연세대학교, http://coun

sel.yonsei.ac.kr.

이상서 (2018, 8, 18). [디지털스토리] 말할 수 없는 비밀 우울증…내 속은 곪아



- 66 -

간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6/02000

00000AKR20180816166700797.HTML?input=1195m.

이영호, 이기련(1998). 정동성과 스트레스 유형이 우울과 불안의 공통 증상과

특정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2), 69-86.

이옥형 (2012).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1), 29-57.

이현, 김근향 (2014). 한국판 기분 및 불안 증상 질문지 (K-MASQ) 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2), 395-411.

장다혜 (2015).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겸구 (1998).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연구: Ⅱ. 재활과학연구,

14(1), 15-37.

전겸구, 김교헌, 이준석 (2000).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2), 316-335.

정인석 (2013).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 서울: 학지사.

최가영 (2015). 대학생 집단의 대인관계 성장 글쓰기가 용서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15(1), 57-7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Baer, R. A., Carmody, J., & Hunsinger, M. (2012). Weekly change in

mindfulness and perceived stress in a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program.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8(7), 755-765.

Ball-Rokeach, S. J., Rokeach, M., & Grube, J. W. (1984). The great

American values test: Influencing behavior and belief through

television. New York: Free Press.

Battista, J., & Almond, R. (1973). The development of meaning in life.

Psychiatry, 36, 409-427.



- 67 -

Baumeister, R. F. (1991). Meanings of Lif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Baumeister, R. F., Bratslavsky, E. F., Finkenauer, C., & Vohs, K. D. (2001).

Bad is stronger than good.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4),

323-370.

Baumeister, R. F. & Vohs, K. D. (2002). The pursuit of meaningfulness in

life.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Beck, J. S. (2011). Cognitive therapy: Basics and beyond (2nd ed.). New

York: Guilford.

Buckner, J. D., Joiner, T. E., Petit, J. W., Lewinsohn, P. M., & Schmidt, N.

B. (2008). Impications of the DSM’s emphasis on sadness and

anhedonia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Psychiatry Research, 159(1),

25-30.

Burton, C. M. & King, L. A. (2004). The health benefits of writing about

intensely positive experienc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8(2), 150-163.

Cheng, S. K. (2001). Life stress, problem solving, perfectionism and

depressive symptom in Chinese. Cognitive Therapy Research, 25(3),

303-310.

Clark, L. A., & Watson, D. (1991). Tripartite model of anxiety and

depression: Psychometric evidence and taxonomic implica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3), 316.

Collins, K. A,, Westra, H. A., Dozois, D. J., & Burns, D. D. (2004). Gaps in

accessing treatment for anxiety and depression: Challenges for the

delivery of ca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5), 583-616.

Crumbaugh, J. C. & Maholick, L. T. (1964). An experimental study in

existentialism: The psychometric approach to Frankl’s concept of

noogenic neurosi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2), 200-208.



- 68 -

Dahl, J. C., Plumb, J. C., Stewart, I., & Lundgren, T. (2009). The art &

science of valuing in psychotherapy. Oakland: New Harbinger

Publication, Inc.

Dahl, J. C., Plumb, J. C., Stewart, I., & Lundgren, T. (2009).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for chronic pain. Reno, NV: Context press.

Damon, W., Menon, J., & Bronk, K. C. (2003). The development of purpose

during adolescence.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7(3), 119-128.

Deci, E.,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Deckro, G. R., Ballinger, K. M., Hoyt, M., Wilcher, M., Dusek, J., Myers, P.,

. . . & Benson, H. (2002). The evaluation of a mind/body intervention

to reduce psychological distress and perceived stres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0(6), 281-287.

Dixon, W. A. (2000). Problem-solving appraisal and depression: Evidence for

recovery model.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8(1), 87-91.

Dunlap, R. E., Grieneeks, J. K., & Rokeach, M. (1983). Human values and

pro-environmental behavior. In W. D. Conn (Ed.), Energy and

Material Resources: Attitudes, Values, and Public Policy. Boulder,

CO.

Foa, E. B. & Kozak, J. M. (1986). Emotional processing of fear: Exposure to

corrective information. Psychological Bulletin, 99(1), 20-35.

Fontana, A., & Rosenheck, R. (2005). The role of loss of meaning in the

pursuit of treatment for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8(2), 133-136.

Frankl, V. E. (1959). 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Boston, MA: Beacon Press.

Frankl, V. E. (1967). Psychotherapy and existentialism.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 69 -

Frattaroli, J. (2006). Experimental disclosure and its moderator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2(6), 823-865.

Gard, D. E., Gard, M. G., Kring, A. M., & John, O. P. (2006). Anticipatory and

consummatory components of the experience of pleasure: A scale

development stud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0(6),

1086-1102.

Graf, M. C., Gaudiano, B. A., & Geller, P. A. (2008). Written emotional

disclosure: A controlled study of the benefits of expressive writing

homework in outpatient psychotherapy. Psychotherapy Research, 18(4),

389-399.

Guastella, A. J. & Dadds, M. R. (2006). Cognitive-behavioral models of

emotional writing: A validation stud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0(3), 397-414.

Guastella, A. J. & Dadds, M. R. (2009). Sequential growth in

cognitive-behavioral emotion-processing: A laboratory stud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3(4), 368-374.

Habif, V. L., & Lahey, B. B. (1980). Assessment of the life stress-depression

relationship: The use of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variable.

Journal of Behavioral Assessment, 2(3), 167-173.

Hayes, A. (2013). The PROCESS macro for SPSS and SAS (version

3.1)[Software].

Hayes, S. C. & Smith, S. (2005). Get out of your mind & into your life.

Oakland, CA: New Harbinger. (민병배, 문현미 역,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 서울: 학지사, 2010)

Ho, P. M., Cooper, A. J., Hall, P. J., & Smillie, L. D. (2015). Factor structure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temporal experience of pleasure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7(2), 200- 208.

Kahn, J. H. & Garrison, A. M. (2009). Emotional self-disclosure and



- 70 -

emotional avoidance: Relations with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4), 573-584.

Karlin, B. E., Cross, G. (2014). From the laboratory to the therapy room:

national dissemination and implementation of evidence-based

psychotherapies in the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Health

Care System. American Psychologist, 69(1), 19-33.

King, L. A. (2002). Gain without pain? Expressive writing and

self-regulation. In S. J. Lepore & J. M. Smyth (Eds.), The writing

cure: How expressive writing promotes health and emotional

well-being.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King, L. A., Hicks, J. A., Krull, J. L., & Del Gaiso, A. K. (2006). Positive

affect and the experience of meaning in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1), 179.

Klein, D. (1987). Depression and anhedonia. In D.C. Clark & J. Fawcett

(Eds.), Anhedonia and affect deficit states. New York: PMA

Publishing.

Kluckhohn, C. (1951). Values and value-orientations in the theory of action:

An exploration in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In T. Parsons & E.

Shils (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Kring, A. M. & Barch, D. M. (2014). The motivation and pleasure dimension

of negative symptoms: Neural substrates and behavioral outputs.

European Neuropsychopharmacology, 24(5), 725-736.

Lemke, M. R., Puhl, P., Koethe, N., & Winkler, T. (1999). Psychomotor

retardation and anhedonia in depression.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99(4), 252-256.

Linville, P. W. (1987). Self-complexity as a cognitive buffer against

stress-related ill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71 -

Psychology, 52(4), 663-676.

Luoma, J. B., Hayes, S. C., & Walser, R. D. (2007). Learning ACT: An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skills-training manual for

therapists. Oakland, CA: New Harbinger. (최영희, 유은승, 최지환 역,

《수용전념치료 배우기》. 서울: 학지사, 2012)

Mascaro, N. & Rosen, D. H. (2006). The role of existential meaning as a

buffer against stress.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46(2),

168-190.

Mazure, C. M. (1998). Life stressors as risk factors in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5(3), 291-313.

McGregor, I. & Little, B. R. (1998). Personal projects, happiness, and

meaning: On doing well and being your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2), 494-512.

Ohayon, M. M., Shapiro, C. M., & Kennedy, S. H. (2000). Differentiating

DSM-IV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s in the general population:

Comorbidity and treatment consequence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5(2), 166–172.

Park, C. L. & Folkman, S. (1997). Meaning in the context of stress and

coping.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2), 115-144.

Park, K. (2004). The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problem solving

and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life stress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9(2), 265-283.

Pelizza, L., & Ferrari, A. (2009). Anhedonia in schizophrenia and major

depression: State or trait? Annals of General Psychiatry, 8(1), 22-30.

Pennebaker, J. W. & Beall, S. K. (1986). Confronting a traumatic event:

Toward an understanding of inhibition and disea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3), 274-281.



- 72 -

Robert, D. Z. (2007). ACT for depression. Oakland: New Harbinger

Publication, Inc.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Rokeach, M. (2008). Understanding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Ryff, C. D., & Singer, B. H. (1998). The contours of positive human health,

Psychological Inquiry, 9(1), 1-28.

Sherman, D. K. & Cohen, G. L. (2006). The Psychology of self-defense:

Self-affirmation theor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8, 183-242.

Steele, C. M. & Liu, T. J. (1983). Dissonance processes as self-affi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1), 5-19.

Scheier, M. F., & Carver, C. S. (1992).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2), 201-228.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In M.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5, New York:

Academic Press.

Schwartz, S. H. (2012). An overview of the Schwartz theory of basic values.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2(1), 1-20.

Schwartz, S. H., & Bilsky, W. (1987). Toward a universal psychological

structure of human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3), 550-562.

Schwartz, S. H., & Bilsky, W. (1990). Toward a theory of the universal

content and sturcture of values: Extensions and cross-cultural

re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78-891.

Schwartz, S. H., Cieciuch, J., Vecchione, M., Davidov, E., Fischer, R.,



- 73 -

Beierlein, C., . . . & Konty, M. (2012). Refining the theory of basic

individual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3(4), 663-688.

Sherdell, L., Waugh, C. E., & Gotlib, I. H. (2012). Anticipatory pleasure

predicts motivation for reward in majo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1(1), 51-60.

Smyth, J. (1998). Written emotional expression: Effect sizes, outcome types,

and moderating variab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1), 174-184.

Steger, M. F. (2009). Meaning in life. In C. R. Snyder & S. Lopez (Eds.),

Oxfor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6).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80-93.

Taylor, S. E. (1991). Asymmetrical effects of positive and negative events:

The mobilization-minimization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67-85.

Wang, M. C., Lightsey, O. R., Pietruszka, T., Uruk, A. C., & Wells, A. G.

(2007). Purpose in life and reasons for living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coping, and suicidal behavior.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2(3), 195-204.

Wang, P. S., Berglund, P., & Kessler, R. C. (2000). Recent care of common

mental disorders in the United States: Prevalence and conformance

with evidenced-based recommendations.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15(5), 284–292.

Wilson, K. G. & DuFrene, T. (2009). Mindfulness for two: An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pproach to mindfulness in psychotherapy.



- 74 -

Oakland, CA: New Harbinger.

Wilson, K. G., & Groom, J. (2002). The valued living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issisippi, Oxford.

Wilson, K. G., & Murrell, A. R. (2004). Values work in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Setting a course for behavioral treatment. In S.

C. Hayes, V. M. Follette, & M. Linehan (Eds.), Mindfulness and

acceptance: Expanding the cognitive-behavioral tradition. New York:

Guilford Press.

Wilson, K. G., Sandoz, E. K., & Kitchens, J. (2010). The valued living

questionnaire: Defining and measuring valued action within a

behavioral framework.. The Psychological Record, 60(2), 249-272.

Wong, P. T. P. (1998a). Implicit theories of meaningful life and the

development of the personal meaning profile. In P. T. P. Wong & P.

S. Fry (Eds.), The human quest for meaning: A handbook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Mahwah, NJ, US: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Publishers.

Wong, P. T. P. (199b). Meaning-centered counceling. In P. T. P. Wong & P.

S. Fry (Eds.), The human quest for meaning: A handbook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Mahwah, NJ, US: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Publishers.

Yalom, I. D. (1980). Existential psychotherapy. New York: Basic Books.

Yi, J. P., Smith, R. E., & Vitaliano, P. P. (2005). Stress-resilience, illness,

and coping: A person-focused investigation of young women athlete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8(3), 257-265.

Zettle, R. D. (2007). ACT for depression: A clinician’s guide to using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in treating depression. Oakland:

New Harbinger Publications, Inc.



- 75 -

부 록

부록 1.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MMLS)-대학생용 ······························ 76

부록 2. 삶의 의미 척도(MLQ) ······································································ 79

부록 3. 가치로운 삶 질문지(VLQ) ······························································· 80

부록 4. 시간적 즐거움 경험 척도(TEPS) ··················································· 82

부록 5. 개정판 대학생 생활스트레스 척도(RLSS-CS) ··························· 84

부록 6.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CES-D) ···································· 87

부록 7. 차원적 무쾌감증 평정 척도(DARS) ·············································· 88

부록 8. 무쾌감성 우울 척도(MASQ-AD) ·················································· 91

부록 9. 가치 글쓰기 지시문 ··········································································· 93

부록 10. 표현적 글쓰기 지시문 ····································································· 98

부록 11.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즐거움 경험의 매개효과 ··········· 103

부록 12.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 및 가치와

즐거움 경험의 매개효과 ································································· 104

부록 13. 연구 1의 각 변인간 성별 상관표 ················································· 106

부록 14. 삶의 의미 척도(MLQ)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 ························ 107



- 76 -

중요도:

각 문장의

내용은

내 삶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0················1················2················3

일치도:

각 문장의

내용은

내 삶에서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약간

일치한다

상당히

일치한다

매우

일치한다

0················1················2················3

중 요 도 일 치 도

1. 가족들과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사는 삶 0 1 2 3 0 1 2 3

2.
자신의 이름을 남길만한 놀라운 성취를 이

루는 삶
0 1 2 3 0 1 2 3

3.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를 갖는 것
0 1 2 3 0 1 2 3

4.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삶 0 1 2 3 0 1 2 3

5.
인류공통의 선(예: 평화, 환경)을 위해 사는

삶
0 1 2 3 0 1 2 3

6. 끊임없이 배우고 성숙해나가는 삶 0 1 2 3 0 1 2 3

7. 내 가족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 0 1 2 3 0 1 2 3

8.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

는 삶
0 1 2 3 0 1 2 3

9.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 0 1 2 3 0 1 2 3

10.
지금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삶
0 1 2 3 0 1 2 3

부록 1.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MMLS)-대학생용

◈ 아래에 제시된 문장들은 개인적으로 지각하는 삶의 의미에 대한 내용입니

다. 각 문장을 읽고, 각 문장의 내용이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를 ‘중요도’에 표시해주시고, 각 문장의 내용이 현재 자신의 삶과 얼

마나 일치하는지를 ‘일치도’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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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족이 화목하고 즐거운 것 0 1 2 3 0 1 2 3

12.
자신의 일을 통해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삶
0 1 2 3 0 1 2 3

13.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며 사는 삶 0 1 2 3 0 1 2 3

14. 삶을 재미있게 사는 것 0 1 2 3 0 1 2 3

15. 사회에 기부를 하는 것 0 1 2 3 0 1 2 3

16.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삶 0 1 2 3 0 1 2 3

17.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삶 0 1 2 3 0 1 2 3

18. 신의 뜻을 세상에 전하며 사는 삶 0 1 2 3 0 1 2 3

19.
사회구성원으로서 내가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
0 1 2 3 0 1 2 3

20.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 0 1 2 3 0 1 2 3

21. 여가를 즐기면서 사는 삶 0 1 2 3 0 1 2 3

22.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삶
0 1 2 3 0 1 2 3

23. 신의 뜻대로 사는 삶 0 1 2 3 0 1 2 3

24.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삶 0 1 2 3 0 1 2 3

25.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나누는 삶 0 1 2 3 0 1 2 3

26.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삶
0 1 2 3 0 1 2 3

27.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삶
0 1 2 3 0 1 2 3

28.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는 삶 0 1 2 3 0 1 2 3

29.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가지는 삶 0 1 2 3 0 1 2 3

30.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 0 1 2 3 0 1 2 3

31.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삶
0 1 2 3 0 1 2 3

32.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삶 0 1 2 3 0 1 2 3

33. 신의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삶 0 1 2 3 0 1 2 3

34. 누군가에게 롤모델이 되는 삶 0 1 2 3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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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스스로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믿는 삶 0 1 2 3 0 1 2 3

36. 내가 하는 일에 성취감을 느끼는 삶 0 1 2 3 0 1 2 3

37. 자신의 소신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 0 1 2 3 0 1 2 3

38.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를 만드

는 것
0 1 2 3 0 1 2 3

39.
종교생활을 통해 절제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삶
0 1 2 3 0 1 2 3

40.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0 1 2 3 0 1 2 3

41.
자신이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는 삶
0 1 2 3 0 1 2 3

42.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능력

을 사용하는 삶
0 1 2 3 0 1 2 3

43.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

는 삶
0 1 2 3 0 1 2 3

44.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0 1 2 3 0 1 2 3

45. 가족이 행복하도록 노력하는 삶 0 1 2 3 0 1 2 3

46. 다양한 경험을 하는 삶 0 1 2 3 0 1 2 3

47. 여러 사람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삶 0 1 2 3 0 1 2 3

48. 종교를 통해 성찰과 위로를 얻는 삶 0 1 2 3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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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니다

대개

아니다

다소

아니다
중간이다

약간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

1···········2·············3··············4·············5············6···········7

1.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1 2 3 4 5 6 7

2.
나는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
1 2 3 4 5 6 7

3.
나는 항상 내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2 3 4 5 6 7

4. 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7

5.
나는 내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1 2 3 4 5 6 7

6. 나는 만족할 만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였다. 1 2 3 4 5 6 7

7.
나는 내 삶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들

을 늘 찾고 있다.
1 2 3 4 5 6 7

8. 나는 내 삶의 목적 혹은 소명을 찾고 있다. 1 2 3 4 5 6 7

9. 내 삶에는 뚜렷한 목적이 없다. 1 2 3 4 5 6 7

10.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 1 2 3 4 5 6 7

부록 2. 삶의 의미 척도(MLQ)

◈ 다음은 삶의 의미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생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

을 잠시 떠올려본 후, 질문을 읽고 적당한 번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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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중요하지

않음

매우

중요함

1.
가족관계(결혼, 자녀양육을 제외한

가족관계)
1 2 3 4 5 6 7 8 9 10

2. 커플/부부 1 2 3 4 5 6 7 8 9 10

3. 자녀 양육하기 1 2 3 4 5 6 7 8 9 10

4. 친구/사회적 관계 1 2 3 4 5 6 7 8 9 10

5.
하고 있는 일(직장, 직업, 그 외 업

무 등)
1 2 3 4 5 6 7 8 9 10

6. 배움/교육 1 2 3 4 5 6 7 8 9 10

7. 휴식과 여가생활 1 2 3 4 5 6 7 8 9 10

8. 영성 1 2 3 4 5 6 7 8 9 10

9. 사회참여/시민의식 1 2 3 4 5 6 7 8 9 10

10. 건강관리(다이어트, 운동, 수면 등) 1 2 3 4 5 6 7 8 9 10

부록 3. 가치로운 삶 질문지(VLQ)

◈ 아래에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영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영

역에서 당신이 가치를 두는 내용(인생에 있어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내용)

을 떠올려보고,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지를 10점(중요도 높음)에서 1

점(중요도 낮음)까지로 체크해주세요. 가치를 두는 영역과 그 중요도는 사람들

마다 다릅니다. 당신 자신만의 감각에 따라 중요도 점수를 매겨 주세요.

◈ 위의 설문과 이어서, 각 영역에서 당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지난 한주

간 얼마나 해왔는지 숫자로 표시해주세요. 이상적인 모습이나 남들이 평가하는

모습에 대해서 쓰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난 주 동안에 얼마나 가치와 일

관된 행동을 했는지 표시해주세요. 높은 점수일수록, 가치와 일관된 행동을 많

이 했다는 의미로, 10점(매우 실천적임/내 가치와 부합하게 행동하였음)에서 1

점(전혀 실천하지 않음/내 가치와 전혀 일관되게 행동하지 않음)으로 표시해주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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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실천하지

않음

매우

실천

적임

1.
가족관계(결혼, 자녀양육을 제외한

가족관계)
1 2 3 4 5 6 7 8 9 10

2. 커플/부부 1 2 3 4 5 6 7 8 9 10

3. 자녀 양육하기 1 2 3 4 5 6 7 8 9 10

4. 친구/사회적 관계 1 2 3 4 5 6 7 8 9 10

5.
하고 있는 일(직장, 직업, 그 외 업

무 등)
1 2 3 4 5 6 7 8 9 10

6. 배움/교육 1 2 3 4 5 6 7 8 9 10

7. 휴식과 여가생활 1 2 3 4 5 6 7 8 9 10

8. 영성 1 2 3 4 5 6 7 8 9 10

9. 사회참여/시민의식 1 2 3 4 5 6 7 8 9 10

10. 건강관리(다이어트, 운동, 수면 등)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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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일치

하지 않음

대체로 일치

하지 않음

약간 일치

하지 않음
약간 일치함

대체로

일치함

매우

일치함

1················2···············3···············4···············5············6

1.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출연하는 새 영화 소식을 들

었을 때, 그것을 빨리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
1 2 3 4 5 6

2.
밖을 거니는 동안,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 마

시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6

3. 신선한 풀 내음은 나를 즐겁게 한다. 1 2 3 4 5 6

4. 나는 삶에서 많은 것들을 기대하며 산다. 1 2 3 4 5 6

5. 사람들이 머리를 쓰다듬어줄 때 기분이 좋다. 1 2 3 4 5 6

6. 즐거운 일을 기대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즐겁다. 1 2 3 4 5 6

7.
추운 아침에 마시는 뜨거운 커피나 차 한 잔은

내게 큰 만족감을 준다.
1 2 3 4 5 6

8.
초콜릿 쿠키와 같이 맛있는 것이 떠오르면, 그것

을 빨리 먹어보고 싶어진다.
1 2 3 4 5 6

9. 새하얀 눈이 내리는 풍경의 아름다움을 음미한다. 1 2 3 4 5 6

10. 휴일 전날 밤이면 너무 설레어 잠을 이루기 어렵다. 1 2 3 4 5 6

11.
놀이공원에 가는 길에, 놀이기구가 빨리 타고 싶

어 견디기 어렵다.
1 2 3 4 5 6

12. 기분 좋게 하품했을 때의 느낌을 정말 좋아한다. 1 2 3 4 5 6

13.
레스토랑에서 외식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1 2 3 4 5 6

부록 4. 시간적 즐거움 경험 척도(TEPS)

◈ 아래 문장들을 주의 깊게 읽고, 각 문장이 일반적으로 자신에 얼마나 부합

하는지를 표시해주십시오. 문항에 기술된 내용을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경우

라면, 그와 가장 유사한 경험을 생각해보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일관성은 개의치 마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모든 문항에 체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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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따뜻한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들려오는 창문 밖

빗소리가 좋다.
1 2 3 4 5 6

15.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상상을 하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 맛을 거의 느낄 수 있을

정도이다.

1 2 3 4 5 6

16.
식사 메뉴를 주문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맛있을

지 상상하며 기대한다.
1 2 3 4 5 6

17.
벽난로 속의 장작이 타닥거리며 타 들어가는 소

리에 마음이 느긋해진다.
1 2 3 4 5 6

18.
신나는 일이 점점 가까워오면, 그것을 매우 기대

하게 된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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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니다

조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3··············4

전혀

아니다

조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취업을 위한 준비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1 2 3 4

2. 졸업 후 취직을 못할 것 같아 걱정했다. 1 2 3 4

3.
진로와 취직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힘들

었다.
1 2 3 4

4.
사회적 편견(예, 성차, 지방대학 등) 때문

에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했다.
1 2 3 4

5. 이성 친구와의 사이가 매우 악화되었다. 1 2 3 4

6.
이성 친구가 나의 의견에 따라주지 않았

다.
1 2 3 4

7. 이성 친구와 심하게 싸웠다. 1 2 3 4

8. 이성 친구와 헤어졌다. 1 2 3 4

9.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대학생활이 위축되

었다.
1 2 3 4

10. 학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1 2 3 4

11.
용돈이 부족해서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

았다.
1 2 3 4

12.
경제생활이 어려워서 취미활동을 충분히

할 수 없었다.
1 2 3 4

13. 부모와 의견충돌이 있어서 싸웠다. 1 2 3 4

부록 5. 개정판 대학생 생활스트레스 척도(RLSS-CS)

◈ 아래는 당신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적혀

있습니다. 각 문항들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각 사건이 최근 1년(12개월)동안

당신에게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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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1 2 3 4

15. 집안 식구가 나에게 불필요하게 간섭했다. 1 2 3 4

16.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 1 2 3 4

17. 친구로부터 배척을 받았다 1 2 3 4

18. 친구가 나를 무시했다. 1 2 3 4

19. 교수의 인격에 대해 실망했다. 1 2 3 4

20. 교수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랐다. 1 2 3 4

21.
교수의 불성실한 강의 때문에 학습의욕이

저하되었다.
1 2 3 4

22.
나의 가치관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회

의에 빠졌다.
1 2 3 4

23. 왜 사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에 방황했다. 1 2 3 4

24.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실천하

지 못했다.
1 2 3 4

25. 공부해야 할 과제의 분량이 너무 많았다. 1 2 3 4

26.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1 2 3 4

27. 전공 공부가 너무 어려웠다. 1 2 3 4

28.
취업이나 진로에 필요한 적성을 알 수가

없어서 고민했다.
1 2 3 4

29.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 방황했다. 1 2 3 4

30.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가족들의 기대만큼

성취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1 2 3 4

31.
사회적 불안정 (예, 정치, 경제 등) 때문

에 직장 얻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다.
1 2 3 4

32. 이성 친구와 말을 하지 않았다. 1 2 3 4

33.
이성 친구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

심이 있음을 알았다.
1 2 3 4

34. 집안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었다. 1 2 3 4

35. 입고 싶은 옷을 살 돈이 없었다. 1 2 3 4

36.
경제적으로 친구들과 수준 맞추기가 힘들

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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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가족으로부터 억울한 비난을 받았다. 1 2 3 4

38.
부모님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허락

하지 않았다.
1 2 3 4

39. 형제나 자매와 심하게 싸웠다. 1 2 3 4

40. 친구로부터 무례한 행동을 당했다. 1 2 3 4

41.
교수의 강의가 산만해서 요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1 2 3 4

42.
교수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지혜와 안목을

얻을 수 없었다.
1 2 3 4

43. 확고한 인생관이 없어서 방황했다. 1 2 3 4

44.
이상과 현실간의 격차 때문에 갈등을 경

험했다.
1 2 3 4

45. 공부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았다. 1 2 3 4

46. 성적이 나쁘다. 1 2 3 4

47. 중요한 시험을 잘 치지 못했다. 1 2 3 4



- 87 -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거의 대부분

그랬다

(1일 이하) (1-2일) (3-4일) (5-7일)

0················1·················2················3

극히

드물다
가끔 종종

거의

대부분

1.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

껴졌다
0 1 2 3

2. 먹고 싶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0 1 2 3

3.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

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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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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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수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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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CES-D)

◈ 아래에 적혀 있는 각 문항을 잘 읽은 후,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일주일 동

안 당신이 느끼고 행동한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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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일치

하지 않는다
약간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완전히

그렇다

0················1················2················3················4

1. 나는 이 활동을 즐길 것 같다. 0 1 2 3 4

2. 나는 이 활동에 참여하고 싶을 것 같다. 0 1 2 3 4

3. 나는 이 활동을 하는 데 시간을 쓸 것이다. 0 1 2 3 4

4. 나는 이 활동을 하고 싶다. 0 1 2 3 4

5. 이 활동은 내 흥미를 끌 것 같다. 0 1 2 3 4

6. 이 활동은 나에게 기쁨을 줄 것 같다. 0 1 2 3 4

7. 나는 다른 사람이 권하지 않아도 이 활동을 시작할 것 같다. 0 1 2 3 4

8. 나는 내 스스로 이것을 시작할 것 같다. 0 1 2 3 4

9. 나는 그만둬야 할 때까지 계속할 것 같다. 0 1 2 3 4

부록 7. 차원적 무쾌감증 평정 척도(DARS)

◈ 각 영역별로 즐거운 활동/경험을 최소한 2가지 이상 신중하게 생각하여 적

어주십시오. 최근에 즐거웠던 활동/경험이 없으면, 당신이 기억하는 한 가장 즐

거웠던 활동/경험을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해당되는대로 질문에

답하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곳에 체크하십시오.

A. 당신이 좋아하는 취미 중, 사교 활동이 아닌 것을 최소한 2개 이상 적어주십

시오(예: 정원 가꾸기, 혼자 영화 보기, 요리하기).

1. 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

이 활동에 대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B. 좋아하는 음식/음료를 최소한 2개 이상 적어주십시오(예: 피자, 커피).

1. 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

이 활동에 대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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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 활동을 하는 데 보내는 시간은 나를 행복하게 한다. 0 1 2 3 4

17.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데 흥미를 가질 것

같다.
0 1 2 3 4

18. 내가 이 활동을 계획할 것 같다. 0 1 2 3 4

19. 나는 이 사교 활동에 참여하면 쾌활해질 것 같다. 0 1 2 3 4

20. 나는 이 사교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것 같다. 0 1 2 3 4

21. 나는 이 활동을 추구할 것 같다. 0 1 2 3 4

10.
나는 이 음식/음료를 구하거나/만들기 위해 노력을 할

것 같다.
0 1 2 3 4

11. 나는 이 음식/음료를 즐길 것 같다. 0 1 2 3 4

12. 나는 이 음식/음료를 먹고 싶다. 0 1 2 3 4

13.
나는 이 음식/음료를 먹을 수 있는 한 많이 먹을 것

같다.
0 1 2 3 4

14.
나는 이 음식/음료를 먹기/마시기 위해 노력을 할 것

같다.
0 1 2 3 4

15.
나는 이 음식/음료를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같다.
0 1 2 3 4

C. 좋아하는 사교 활동을 최소한 2개 이상 적어주십시오(예: 애인과 요리하기,

친구와 커피 마시기).

1. 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

이 활동에 대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D. 당신이 좋아하는 감각적 경험을 최소한 2개 이상 적어주십시오(예: 음악을

듣는 것, 저녁 노을을 보는 것, 좋아하는 음식의 냄새, 손길).

1. 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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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동에 대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22. 나는 이 경험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 같다. 0 1 2 3 4

23. 나는 이 경험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흥분된다. 0 1 2 3 4

24. 이 경험을 하고 있다면, 매 순간을 만끽할 것 같다. 0 1 2 3 4

25. 이 경험을 원한다. 0 1 2 3 4

26. 이 경험에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 노력할 것 같다.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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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약

간/전혀

약간

그렇다

어느정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완전히

그렇다

1. 명랑했다. 0 1 2 3 4

2. 정말 행복했다. 0 1 2 3 4

3. 낙관적이었다. 0 1 2 3 4

4. 정말 지루했다. 0 1 2 3 4

5. 재미있는 일이 많았던 것 같다. 0 1 2 3 4

6.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느낌

이 들었다.
0 1 2 3 4

7. 몸 움직임이 빠르고 가벼웠다. 0 1 2 3 4

8. 즐겁게 앞 일을 기대했다. 0 1 2 3 4

9. 어떤 일도 즐겁지 않았다. 0 1 2 3 4

10. 많은 것을 성취한 느낌이 들었다. 0 1 2 3 4

11. 흥미롭게 할 일이 많았던 것 같다. 0 1 2 3 4

12.
무엇인가를 시작하기가 더 힘들

게 느껴졌다.
0 1 2 3 4

13.
기대할 일이 많은 것처럼 느껴

졌다.
0 1 2 3 4

14.
흥미롭거나 재미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0 1 2 3 4

15. 자부심을 느꼈다. 0 1 2 3 4

부록 8. 무쾌감성 우울 척도(MASQ-AD)

◈ 아래 항목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감각, 행동 경험들에 대

한 목록입니다. 각 항목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십시오. 오늘을 포함

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가장 잘 묘사하는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아주 약간 일치하거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약간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완전히 그렇다

0··················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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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나 자신이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느꼈다.
0 1 2 3 4

17.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있다고

느꼈다.
0 1 2 3 4

18.
몸 움직임이 매우 둔하게 느껴

졌다.
0 1 2 3 4

19.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았다. 0 1 2 3 4

20.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었다. 0 1 2 3 4

21.
나 자신이 매우 만족스럽게 느

껴졌다.
0 1 2 3 4

22. 죽음이나 자살에 대해 생각했다.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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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가치 글쓰기 지시문

첫째 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치 글쓰기의 첫 번째 날입니다.

다음 표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표를 참

고로 하여 내가 삶에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고 이를 적어보기 바랍니다.

종교 및 영성
봉사 및

사회적 기여

친구와의 좋은

관계 및 여가

사회적 성취 및

영향력

자기 수용 및

성장

가족과의

좋은 관계
신체 및 정신건강

원하는 일에

대한 만족감

내가 중요시하는 가치: ______________________

글쓰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귀하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인식했던 경험, 삶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을 잠시 생각해 보고 총 세 가지를 적어보기 바랍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필요는 없으며, 귀하가 알아볼 수 있도록 간결하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1. 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

글쓰기를 통해 귀하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인식했던 경험을 떠올려보기 바랍

니다. 삶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을 떠올려보고, 그 사건이 귀하의 가치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실제 사건에 대해 자세히 묘

사하거나, 사건 당시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귀

하가 적어 주신 세 가지 사건 중 하나에 대하여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팁

1) 귀하의 가치탐색 결과지를 활용하여 일상에서 의미와 가치를 인식했던 순간

을 떠올려 보십시오.

2) 가치와 목표를 구별하십시오. 목표가 뭔가 완료될 수 있는 것임에 반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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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방향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목표는 가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결과물입니다. 만약 귀하가 어떤 것을 완수하고 마칠 수

있다면 그것은 목표입니다.

3) 최대한 상세히 귀하의 가치를 묘사하십시오. 만일 귀하가 삶을 통해 실현하

고자 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삶이 어떠하길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으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묘사하십시오.

4) 사건 자체에 대해 자세히 기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주제: ____________________

글쓰기를 시작한 시간: _______시 ________분

글쓰기를 마친 시간: _______시 ________분

글 쓴 후 생각 정리하기

각각의 질문에서 0부터 10까지의 숫자를 골라 써 넣어 주세요.

전혀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0······1······2······3·······4········5········6·······7·······8······9······10

1. 귀하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표현했습니까? ( )

2. 귀하가 현재 느끼는 슬픔이나 분노는 어느 정도입니까? ( )

3. 귀하가 현재 느끼는 행복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 )

4. 오늘의 글쓰기가 어느 정도 귀하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까?

( )

둘째 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치 글쓰기의 두 번째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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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를 통해 귀하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인식했던 경험을 떠올려보기 바랍

니다. 삶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을 떠올려보고, 그 사건이 귀하의 가치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실제 사건에 대해 자세히 묘

사하거나, 사건 당시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가 적

어 주신 세 가지 사건 중 하나를 주제로 삼으셔도 좋고, 오늘 새롭게 쓰고 싶은

사건이 생겼다면 그것을 주제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팁

1) 귀하의 가치탐색 결과지를 활용하여 일상에서 의미와 가치를 인식했던 순간

을 떠올려 보십시오.

2) 가치와 목표를 구별하십시오. 목표가 뭔가 완료될 수 있는 것임에 반해, 가

치는 방향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목표는 가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결과물입니다. 만약 귀하가 어떤 것을 완수하고 마칠 수

있다면 그것은 목표입니다.

3) 최대한 상세히 귀하의 가치를 묘사하십시오. 만일 귀하가 삶을 통해 실현하

고자 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삶이 어떠하길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으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묘사하십시오.

4) 사건 자체에 대해 자세히 기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주제: ____________________

글쓰기를 시작한 시간: _______시 ________분

글쓰기를 마친 시간: _______시 ________분

글 쓴 후 생각 정리하기

각각의 질문에서 0부터 10까지의 숫자를 골라 써 넣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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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0······1······2······3·······4········5········6·······7·······8······9······10

1. 귀하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표현했습니까? ( )

2. 귀하가 현재 느끼는 슬픔이나 분노는 어느 정도입니까? ( )

3. 귀하가 현재 느끼는 행복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 )

4. 오늘의 글쓰기가 어느 정도 귀하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까?

( )

셋째 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치 글쓰기의 세 번째 날입니다.

글쓰기를 통해 귀하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인식했던 경험을 떠올려보기 바랍

니다. 삶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을 떠올려보고, 그 사건이 귀하의 가치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실제 사건에 대해 자세히 묘

사하거나, 사건 당시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가 적

어 주신 세 가지 사건 중 하나를 주제로 삼으셔도 좋고, 오늘 새롭게 쓰고 싶은

사건이 생겼다면 그것을 주제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팁

1) 귀하의 가치탐색 결과지를 활용하여 일상에서 의미와 가치를 인식했던 순간

을 떠올려 보십시오.

2) 가치와 목표를 구별하십시오. 목표가 뭔가 완료될 수 있는 것임에 반해, 가

치는 방향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목표는 가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결과물입니다. 만약 귀하가 어떤 것을 완수하고 마칠 수

있다면 그것은 목표입니다.

3) 최대한 상세히 귀하의 가치를 묘사하십시오. 만일 귀하가 삶을 통해 실현하

고자 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삶이 어떠하길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으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묘사하십시오.

4) 사건 자체에 대해 자세히 기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주제: 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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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를 시작한 시간: _______시 ________분

글쓰기를 마친 시간: _______시 ________분

글 쓴 후 생각 정리하기

각각의 질문에서 0부터 10까지의 숫자를 골라 써 넣어 주세요.

전혀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0······1······2······3·······4········5········6·······7·······8······9······10

1. 귀하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표현했습니까? ( )

2. 귀하가 현재 느끼는 슬픔이나 분노는 어느 정도입니까? ( )

3. 귀하가 현재 느끼는 행복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 )

4. 오늘의 글쓰기가 어느 정도 귀하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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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표현적 글쓰기 지시문

첫째 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표현적 글쓰기의 첫 번째 날입니다.

글쓰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귀하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심리적 상

처 혹은 감정의 격변 경험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고 총 세 가지를 적어보기

바랍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필요는 없으며, 귀하가 알아볼 수 있도록

간결하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1. 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

힘들었던 사건과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과 감정, 생각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

이 그대로 쓰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하게 될 글쓰기의 큰 주제는 귀하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심리적 상처나 감정의 격변에 대한 귀하의

가장 깊은 내면의 생각과 감정들입니다. 오늘은 귀하가 적어 주신 세 가지 사건

중 하나에 대하여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팁

1) 최소한 20분을 써주세요. 더 오래 쓰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2) 주제에 맞는다면 어떤 내용을 쓰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3) 내용은 전적으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4) 글을 쓰시다가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원래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5) 더 이상 쓸 내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이미 썼던 것을 반복해서 쓰셔도 상

관이 없으며, 문법에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6) 만약 글을 쓰시다가 감정이 격해지거나 벼랑에 선 듯한 위태로운 느낌이 들

어 더 이상 글을 쓰기가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글을 그만 쓰셔도 좋습니다.

내가 선택한 주제: ____________________

글쓰기를 시작한 시간: _______시 ________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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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를 마친 시간: _______시 ________분

글 쓴 후 생각 정리하기

각각의 질문에서 0부터 10까지의 숫자를 골라 써 넣어 주세요.

전혀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0······1······2······3·······4········5········6·······7·······8······9······10

1. 귀하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표현했습니까? ( )

2. 귀하가 현재 느끼는 슬픔이나 분노는 어느 정도입니까? ( )

3. 귀하가 현재 느끼는 행복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 )

4. 오늘의 글쓰기가 어느 정도 귀하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까?

( )

둘째 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표현적 글쓰기의 두 번째 날입니다.

힘들었던 사건과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과 감정, 생각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

이 그대로 쓰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하게 될 글쓰기의 큰 주제는 귀하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심리적 상처나 감정의 격변에 대한 귀하의

가장 깊은 내면의 생각과 감정들입니다. 귀하가 적어 주신 세 가지 사건 중 하

나를 주제로 삼으셔도 좋고, 오늘 새롭게 쓰고 싶은 사건이 생겼다면 그것을 주

제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팁

1) 최소한 20분을 써주세요. 더 오래 쓰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2) 주제에 맞는다면 어떤 내용을 쓰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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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은 전적으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4) 글을 쓰시다가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원래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5) 더 이상 쓸 내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이미 썼던 것을 반복해서 쓰셔도 상

관이 없으며, 문법에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6) 만약 글을 쓰시다가 감정이 격해지거나 벼랑에 선 듯한 위태로운 느낌이 들

어 더 이상 글을 쓰기가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글을 그만 쓰셔도 좋습니다.

내가 선택한 주제: ____________________

글쓰기를 시작한 시간: _______시 ________분

글쓰기를 마친 시간: _______시 ________분

글 쓴 후 생각 정리하기

각각의 질문에서 0부터 10까지의 숫자를 골라 써 넣어 주세요.

전혀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0······1······2······3·······4········5········6·······7·······8······9······10

1. 귀하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표현했습니까? ( )

2. 귀하가 현재 느끼는 슬픔이나 분노는 어느 정도입니까? ( )

3. 귀하가 현재 느끼는 행복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 )

4. 오늘의 글쓰기가 어느 정도 귀하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까?

( )

셋째 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표현적 글쓰기의 세 번째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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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었던 사건과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과 감정, 생각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

이 그대로 쓰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하게 될 글쓰기의 큰 주제는 귀하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심리적 상처나 감정의 격변에 대한 귀하의

가장 깊은 내면의 생각과 감정들입니다. 귀하가 적어 주신 세 가지 사건 중 하

나를 주제로 삼으셔도 좋고, 오늘 새롭게 쓰고 싶은 사건이 생겼다면 그것을 주

제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팁

1) 최소한 20분을 써주세요. 더 오래 쓰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2) 주제에 맞는다면 어떤 내용을 쓰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3) 내용은 전적으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4) 글을 쓰시다가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원래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5) 더 이상 쓸 내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이미 썼던 것을 반복해서 쓰셔도 상

관이 없으며, 문법에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6) 만약 글을 쓰시다가 감정이 격해지거나 벼랑에 선 듯한 위태로운 느낌이 들

어 더 이상 글을 쓰기가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글을 그만 쓰셔도 좋습니다.

내가 선택한 주제: ____________________

글쓰기를 시작한 시간: _______시 ________분

글쓰기를 마친 시간: _______시 ________분

글 쓴 후 생각 정리하기

각각의 질문에서 0부터 10까지의 숫자를 골라 써 넣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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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0······1······2······3·······4········5········6·······7·······8······9······10

1. 귀하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표현했습니까? ( )

2. 귀하가 현재 느끼는 슬픔이나 분노는 어느 정도입니까? ( )

3. 귀하가 현재 느끼는 행복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 )

4. 오늘의 글쓰기가 어느 정도 귀하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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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계수 BootSE BootLLCI BootULCI

스트레스→즐거움 경험 -.078 .059 -.196 .039

즐거움 경험→우울 -.041 .055 -.150 .068

간접효과 .003 .007 -.010 .019

주. BootLLCI: 효과계수의 95% 신뢰구간 안에서 하한값. BootULCI: 효과계수의 95%

신뢰구간 안에서 상한값. 간접효과=스트레스→즐거움 경험→우울.

부록 11.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즐거움 경험의 매개효과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즐거움 경험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총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b=.362, SE=.039, p<.05.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

미하지만, b=.359, SE=.039, p<.05,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

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003, Boot SE=.007,

CI95%=-.010 to .019. 따라서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즐거움 경험의 매

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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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계수 BootSE BootLLCI BootULCI

스트레스→구체적 가치 -1.038 .267 -1.567 -.510

구체적 가치→즐거움 경험 .076 .018 .041 .111

즐거움 경험→우울 .019 .057 -.094 .132

간접효과 -.002 .006 -.016 .008

주. BootLLCI: 효과계수의 95% 신뢰구간 안에서 하한값. BootULCI: 효과계수의 95%

신뢰구간 안에서 상한값. 간접효과: 스트레스→구체적 가치→즐거움 경험→우울.

부록 12.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 및 가치와

즐거움 경험의 매개효과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 및 가치와 즐거움 경험이 매개효과를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때 가설 및 앞선 결과에 따라 구체적 가치와 즐거

움 경험을 매개변수로 하고, 하나의 매개변수가 다른 매개변수에 영향을 주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연속다중매개모델(serial multiple mediator

model)을 검증하였다. 구체적 가치를 위한 척도로는 MMLS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총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362, SE=.039, p<.05. 또한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구체적 가치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b=.041, Boot SE=.017, CI95%=.013 to .078,

즐거움 경험의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b=.000, Boot SE=.004,

CI95%=-.011 to .007, 구체적 가치에서 즐거움 경험으로 이어져 우울로 가는 경

로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 b=-.002, Boot SE=.006, CI95%=-.016 to .008. 매개

효과의 구체적인 값 및 매개모형이 다음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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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스트레스

구체적 가치

우울

즐거움 경험

-1.038*** .019

.076***

-.002

주.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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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LS VLQ MLQ TEPS RLSS-CS CES-D

MMLS - .68** .50** .50** -.35** -.40**

VLQ .63** - .54** .43** -.55** -.51**

MLQ .43** .49** - .35** -.27* -.20

TEPS .28** .46** .50** - -.09 -.10

RLSS-CS -.24** -.25* -.18 -.20 - .62**

CES-D -.35** -.37** .12 -.21 .57** -

부록 13. 연구 1의 각 변인간 성별 상관표

주. 좌측 하단은 남성, 우측 상단은 여성.

MMLS = Multidimensional Meaning in Life Scale, MLQ =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VLQ = Valued Living Questionnaire, TEPS = Temporal Experience of Pleasure Scale,

RLSS-CS =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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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계수 BootSE BootLLCI BootULCI

스트레스→의미 존재 -.105 .028 -.161 -.049

의미 존재→우울 -.159 .116 -.387 .070

간접효과 .017 .012 -.009 .041

주. BootLLCI: 효과계수의 95% 신뢰구간 안에서 하한값. BootULCI: 효과계수의 95%

신뢰구간 안에서 상한값. 간접효과: 스트레스→의미 존재→우울.

효과계수 BootSE BootLLCI BootULCI

스트레스→의미 추구 -.019 .026 -.071 .033

의미 추구→우울 -.001 .126 -.249 .248

간접효과 .000 .004 -.010 .009

주. BootLLCI: 효과계수의 95% 신뢰구간 안에서 하한값. BootULCI: 효과계수의 95%

신뢰구간 안에서 상한값. 간접효과: 스트레스→의미 추구→우울.

부록 14. 삶의 의미 척도(MLQ)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 척도(MLQ) 내의 의미 존재 및

의미 추구의 두 하위요인별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미 존재를 매

개로 하는 모형이 유의미하지 않았고, b=.000, Boot SE=.004, CI95%=-.011 to

.007, 의미 추구를 매개로 하는 모형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 b=-.002, Boot

SE=.006, CI95%=-.015 to .008. 매개효과의 구체적인 값 및 매개모형이 표와 그

림으로 순차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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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스트레스

의미 존재

우울

b=-.105*** b=-.159

b=.017

주. ***p<.001.

생활스트레스

의미 추구

우울

b=-.019 b=-.001

b=.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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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s Among Personal Value,

Meaning in Life, and Depression

: Focusing on the Effectiveness

of Value Writing

Dayeah Shin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scovering the personal value and living a meaningful life is an

essential task for human. In this study, the influence of meaning in

life, specific value, and experiences of pleasure on depression, and

the effects of the value writing intervention for anhedonia and

depression were explored.

In Study 1, the influence of meaning in life and the specific value,

experiences of pleasure, and stress on depression were examined in a

sample of 147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meaning in life and specific value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and the stress level was positively correalt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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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on. Meaning in life and the specific value level significantly

predicted the pleasure level. Meaning in life and the specific value

mediated the effect of stress on depression sequentially.

In Study 2, the effect of value writing intervention on meaning in

life and depression was explored. Fifty-three college stud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wo groups: value writing group and expressive

writing group. In both groups, the first intervention was performed

in the laboratory, and the other two interventions were performed

online through the provided links. Psychological variables such as

meaning in life and specific value, pleasure, anhedonia, stress, and

depression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of anhedonic

depression in the value writing group, and the value writing group

showed more decrease in stress level and a tendency of better

improvement in anhedonic depression than the expressive writing

group.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roles of meaning in life and

values on depression.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Kewwords : Meaning in Life, Value, Anhedonia, Depression,

Value Writing

Student Number : 2017-2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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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자로서의 섬세한 자세와 참된 인품을 배울 수 있어 기뻤습니다. 감사한 일

이 너무나 많아 지면에 다 담을 수가 없으나, 교수님이 계셨기에 대학원에서의 

시간이 좋은 색채로 남을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원 생활 동안 좋은 가르침을 통해 임상가로서의 기초를 다지도록 도움을 

주시고, 또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장을 맡아 세심하게 논문을 지도해주신 권석

만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연구를 시작부터 지켜봐주시고,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조언을 제시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 주제의 개념과 연구 방법에 관련된 중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안

우영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방향

을 잡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여러 모로 조언과 격려의 말씀을 주셨던 박사 선생님들께 감

사드립니다. 랩미팅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며 더 나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신 박승진 선생님, 그리고 연구 외에도 병원 준비에서 많은 조언과 격

려를 아끼지 않으신 임아영 선생님, 늘 자상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했

습니다.

2년의 시간 동안 함께해준 나의 소중한 동기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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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랩 생활을 하며 힘들 때마다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한빛 언니와 

제원 오빠, 기숙사 조교 생활 속에서 마음을 터놓으며 굳건한 지지체계가 되어

주었던 지철 오빠와 은지 언니, 어떤 말을 해도 잘 웃어주며 활력을 주었던 윤

경 언니와 연님, 필요한 순간에 늘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호진 오빠, 언제나 고

마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반짝반짝 빛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분들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더불어 랩 생활을 함께했던 후배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차분

하게 응원해주고 논문의 검수까지 도와준 다해, 항상 나를 활기차게 격려해주었

던 보경 언니, 믿음직스러운 현 중위님, 모두 감사했습니다.

가족과 친척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충분치 않을 듯합니

다. 부족한 딸을 믿으며 자랑스럽게 여겨 주시는 부모님과 항상 언니를 응원해

주는 동생들, 그리고 늘 기도와 지지를 아끼지 않으셨던 할아버지, 할머니, 모

든 친척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대학원 생활 동안 물심양면으

로 큰 도움을 주신 셋째 고모부, 어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고모부가 

계셔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더불어 나의 힘든 시간을 함께해

준 친구들, 그리고 상률 오빠, 여러분이 있었기에 넘어설 수 있었던 산들을 기

억하며 매 순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든 분들로부터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조금이나마 갚아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 지나갈 것이라는 말이 많은 것을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돌이

켜보건대 지난 시간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그 시간

들이 제게 존재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안고도 앞으로 나

아갈 수 있었던 것은 곁을 지켜준 사람들로 인함입니다. 지면에 열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 삶을 구성하는 소중한 한 조각이 되어주었던 이들에게 마음 깊

은 감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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