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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서 대처유

연성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였으며, 분노와 분노표현양식을 개선하

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대처유연성의 향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장

글쓰기 처치가 대처유연성,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을 개선시키는지 확인

하였다.

연구 1에서는 대학생 318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유연성이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대처유연성은

분노억제와 부적 상관을, 분노조절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상태분노

와는 약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대처유연성은 네 가지 개별 대처전

략을 통제한 후에도 분노억제 및 분노조절에 대한 추가 설명력이 있었으

며, 스트레스와 분노억제, 스트레스와 분노조절의 관계에서 대처유연성이

조절효과를 보였다.

연구 2에서는 성장 글쓰기 처치를 통하여 대처유연성, 분노 및 분노표

현양식의 개선을 모색하였다. 대학생 48명을 성장 글쓰기 집단 및 표현

적 글쓰기 집단에 무선 할당하여 3회기의 글쓰기 처치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성장 글쓰기 집단에서 사전-사후분석의 경

우 대처유연성 및 특성분노, 사전-추후분석의 경우 대처유연성, 특성분

노 및 상태분노의 개선이 나타났다. 또한 성장 글쓰기 집단은 표현적 글

쓰기 집단에 비해 사전-사후분석의 경우 대처유연성, 사전-추후분석의

경우 특성분노, 분노표출의 개선 정도가 더 컸으며, 전체적으로 스트레

스, 대처유연성, 특성분노, 상태분노, 분노억제, 분노표출에서 유의미한

효과 크기를 보였다.

본 연구는 스트레스, 대처유연성이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에 미치는 영

향을 탐색하고, 성장 글쓰기의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

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점을 논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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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간은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

러한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만약 개인이 이를 극복할 능력이 부족하여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

고 이러한 어려움은 우울, 불안, 분노나 신체적인 건강 문제 등 심리적,

생리적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보통 스트레스를 받는

다고 표현한다. 즉, 스트레스란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초과하고

웰빙(Well-being)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지는 사람과 환경 간

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한다(Lazarus & Folkman, 1984).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야 함과 동시에, 초

기 성인으로서의 규범과 책임 등 발달적 과업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 그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이

러한 대학생의 스트레스는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조선희, 전경숙, 2015). 세부적으로 보면, 대학생들은 학업,

진로, 인간관계, 건강, 취업, 대인관계기술 등의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받

고 있다(이은희, 2004). 특히, 초기 성인기 동안에 높은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되는 것이 자살에 대한 생각과 자살시도를 일으키게 하는 위험요인

으로 확인되었다는 점(Fergusson, Woodward, & Horwood, 2000)을 고

려할 때,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되는 가장 대표적인 부정적 정서 경험은 불안,

우울, 분노이다. 그 중 스트레스를 통해 유발된 높은 수준의 분노는 난폭

한 말투와 행동으로 표출되고, 적대감과 공격을 유발하며, 이는 다시 대

인관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이승현, 2010).

그러나 분노는 위험 상황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동원해 위협자극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유기체의 생존을 돕는 방어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도 기능한다(Bilodeau, 1992; Ellis & Harper, 1975; Izard, 1977; Lazarus,

Kranner, & Folkman, 1980). 따라서 연구자들은 분노를 경험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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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보다는 분노가 불필요하게 증폭되는 것을 조기에 막고 분노에 대

한 자기통제력을 길러주기 위한 연구를 시도했으며(서수균, 김윤희,

2010), 그 일환으로 Spielberger, Jacobs, Russell과 Crane(1983)은 분노억

제, 분노표출, 분노조절로 구성된 분노표현양식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렇듯 스트레스는 분노 등의 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지행동적, 심

리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한다. 그러나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에 따라 영향력의 정도는 감소하거나 증가하게 된다(Compas, 1987). 이

때, 대처란 내적, 외적 요구와 충돌을 통제하고 견디어 내거나 경감시키

는 인지적, 행동적 노력을 의미한다(Folkman & Lazarus, 1980). 그러나

지금까지는 특정 대처전략과 분노와의 관계가 주로 연구되고 있었는데,

몇몇 연구자들은 동일한 대처전략이라도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적응적이

거나 부적응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한성열, 김동직, 채정민, 허태균,

2001; Cheng, 2001; Rodrigues & Renshaw, 2010). 또한, 다양한 스트레

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유연하게 사용하는 능력이 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를 대처유연성이라는 명칭으로 개념화하

였다(Cheng, 2003).

특정 대처전략이 항상 적응적이거나 부적응적인 것이 아니며, 스트레

스 상황에 따라 유용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처유연성은 현재의

부적응을 감소시키고 미래의 적응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송지은, 유성은, 2018). 따라서 우울, 불안과 함께 주요한 심리사회적 부

적응인 분노와 대처유연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과제

라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와 대처 및 대처유연성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자극으로 보는가, 반응으로 보는가, 인간과 환

경의 상호작용으로 보는가의 관점에 따라 그 정의가 다양하게 존재해왔

다. 특히 Mason(1975)은 스트레스의 정의를 신체 기관의 긴장(strain),

스트레스원(stressor), 그리고 사람과 환경 간의 교류(transaction)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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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신체 기관의 긴장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주로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면역체계 작용 등의 생리적 반

응과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 등의 정서적 반응을 포함한다. 스트

레스원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주요 생활 사건, 트라우마와 같

은 유형이나, 기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의 관점,

즉 교류주의적 관점에서는 사람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지각된

요구 간 불일치가 발생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고 있다. 즉, 개인이

스트레스에 대해 어떤 인지적 평가를 하는가에 따라 생리적, 정서적 반

응이 달라진다는 것이다(Mason, 1975).

이 중 교류주의적 관점은 앞서 언급한 모든 요인들의 중요성을 인정한

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포괄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즉, 교류주의적 관점

에서는 스트레스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개인의 내적인 영향도 받기

때문에 그 교류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탐색하는 것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다(Aldwin, 2015). 이 관점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환경적 요구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간의 균형이 깨질 때 발생하게 된다.

스트레스원에 직면한 개인은 대처 과정 중 첫 단계인 평가(appraisal)를

실시한다. 평가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위험 요인을 평가하는 일차 평

가(primary appraisal)와 사용 가능한 대처 자원과 어떤 대처를 선택할지

를 평가하는 이차 평가(secondary appraisal)로 구분된다(Folkman &

Lazarus, 1980). 일차 평가에서 개인은 자신에게 발생한 사건이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지각할 경우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그 스트레스의 정도는 다시 위해-손실(harm-loss), 위협(threat), 도전

(challenge)으로 구분된다. 위해-손실은 이미 발생된 스트레스 생활 사건

에 의한 위해를 의미하며, 위협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까운 미

래에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위해-손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도전은 통

제감(mastery)이나 이득(gain)에 대해 예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스트레

스원을 도전으로 평가할 경우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이 가장 적다

(Folkman & Lazarus, 1980).

일차 평가 이후 실시되는 이차 평가는 일차 평가를 통해 내려진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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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원에 대해 무엇이 문제이며,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과

정이다. 이차 평가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노력을 기반으로 형성된 개

인적 능력, 그리고 대처 자원을 평가하려는 노력을 통해 달성된다

(Lazarus, 1999). 다시 말해, 이차 평가는 스트레스 생활 사건에 대해 개

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탐색하여 어떤 대처 방안이 가능한지를 고

려하고, 그 대처 방안이 개인이 원하는 바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는 복잡한 평가 과정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한 스트레스 생활 사건을 경험한다고 해

서 모두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즉,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하는가

에 따라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 Folkman과

Lazarus(1980), Lazarus(1999), Lazarus와 Folkman(1984)은 그들이 제시

한 교류이론(transactional theory)에서 대처를 ‘내·외적 요구 및 그 요구

들 간의 충돌을 통제하거나, 견뎌내거나 경감시키는 인지적, 행동적 노

력’으로 정의하였다. 대처는 목표 지향적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의 경향성

은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반

응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며(Lazarus, 1993),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는 다양한 심리적 적응 및 부적응에 잠재적으로 중

요한 조절변인으로 작용한다.

대처의 정의와 그 차원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다양하게 발전되

어왔다. Weisz 등(1994)은 대처를 환경과 자신에 대한 통제를 얼마만큼

유지하거나 변경하는가에 대한 정도로 보았으며, 대처를 일차 통제 대처

(primary control coping), 이차 통제 대처(second control coping), 포기

된 통제(relinquish control)로 구분하였다. 일차 통제 대처는 스트레스

사건이나 조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를 가진 대처를 의미하며, 이차

통제 대처는 현재 조건에 자신의 적합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이루어지

는 대처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포기된 통제는 아무 대처 노력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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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을 의미한다.

Skinner와 Wellborn(1994)는 대처를 ‘심리적 스트레스 조건에서 개인

의 행동, 정서, 경향성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정의하였고, 대처를 행동 조

절(정보 탐색, 문제 해결), 정서 조절(낙관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 경향

성 조절(회피)로 구분하였다.

Eisenberg, Fabes와 Guthrie(1997)은 대처를 자기조절 개념 범주의 한

하위 체계로 정의하였다. 즉, 대처는 개인이 스트레스 사건에 직면했을

경우에 시도하는 자기조절을 의미한다. 이 때 자기조절은 직접적으로 정

서를 조절하려는 시도, 상황을 조절하기 위한 시도, 정서에 따른 행동을

조절하려는 시도로 구분된다.

Compas(1998)는 대처를 ‘스트레스 사건이나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정

서, 인지, 행동, 생리, 환경을 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이 때 스

트레스 반응은 자발적(voluntary) 대 비자발적(involuntary), 관여

(engagement) 대 비관여(disengagement)의 두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고 보았다(Compas et al., 2001).

위와 같이 대처 연구가 진행되면서 대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

었다. 그 중 Lazarus와 Folkman(1980)이 스트레스 대처모델에서 제안한

문제 중심적 대처(problem-focused coping)와 정서 중심적 대처

(emotion-focused coping)의 구분은 이후 대처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일반적인 구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 중심적 대처

는 스트레스의 근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적극적인 변화 시도

를 의미하며, 정보탐색, 가능성 있는 해결책의 생성, 스트레스를 발생시

키는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들로 정의된다. 반면, 정서 중심적 대

처는 개인의 정서표현, 타인의 위로나 지지 구하기, 스트레스 원천 피하

기와 같은 반응 등 상황에 의해 발생한 정서적 고통을 경감하거나 관리

하는 것을 의미한다(Lazarus & Folkman, 1984). 그러나 이후 연구에서

정서 중심적 대처 내에 다양한 범주의 대처전략들이 혼합되어 있는 점,

문제나 상황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아닌 것들을 모두 정서

중심적 대처라고 본다는 점, 문제 중심적 대처가 정서 중심적 대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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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더 적응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 등 기존의 구분에 대한 한계점이 발

견되면서, 많은 연구자들은 정서 중심적 대처를 보다 합리적으로 분류하

는 기준을 탐색하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Carver, Scheier와

Weintraub(1989)은 문제 중심적 대처, 정서 중심적 대처, 덜 유용한 대처

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된 COPE 척도를 개발했으며, 이후 최해연(2000)이

문제 중심적 대처, 정서표출과 사회적 지지 추구, 긍정적 해석과 수용,

인지적 행동적 회피의 4개 요인으로 한국어 번역 및 타당화를 완료하였

다.

대처유연성

최근까지의 전통적인 대처 연구는 특정 유형의 대처전략이 정신 건강

과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교류

이론적 관점에서는 대처가 시간에 따라, 그리고 특정 스트레스 상황에서

의 요구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가정하며, 특정 유형의 대처가 항상 적

응적이거나 부적응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한성열 등, 2001;

Kato, 2012). 즉 기존 연구에서는 대처의 다양성과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개별 대처전략보다는 스트레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대

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높다는 것이다

(Kato, 2002). 연구자들은 이를 대처유연성(coping flexibility)이라는 명칭

으로 개념화하였으며, 이후 대처유연성 연구는 이러한 변화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대처유연성은 기존의 전통적인 대처 연구에서 제시되는 대처전략을 포

함하는 개념이다. 아래의 그림 1은 대처유연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계획 단계(planning stage)는 대처전략이 평가되는 과정을, 실행 단계

(execution stage)에서 평가(evaluation)는 대처전략을 재평가하고 비효율

적인 대처전략을 포기하는 과정을, 적응(adaptation)은 실제로 대처전략

이 실행되는 과정을, 피드백 단계(feedback stage)에서 감찰(monitoring)

은 대처전략의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대처유연성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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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처유연성의 과정(Cheng, Lau, & Chan, 2014)

단계별로 대처전략이 평가되고, 실행되고, 그 효과를 검토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대처유연성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Cheng

등(2014)은 대처유연성과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서 사

용된 대처유연성의 개념을 5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관점은

레퍼토리 접근으로, 대처유연성을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처전략이 얼

마나 광범위한지로 보는 관점(broad repertoire)이다. 즉, 대처유연성은

개인이 사용하는 대처전략 수의 총합이나 빈도로 측정되며, 대처유연성

의 초기 연구에서 주로 관찰되는 관점이다. 두 번째 관점은 편중되지 않

은 대처 사용의 관점으로, 이 관점에서 대처유연성은 특정한 대처전략을

선호하지 않고 다양한 대처전략을 골고루 사용하는 능력(balanced

profile)으로 정의된다. 세 번째 관점은 대처 변동성 관점으로, 다양한 스

트레스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대처전략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능력

(cross-situational variability)으로 대처유연성을 정의하고 있다. 즉, 개인

이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나 다른 시간에 사용하는 대처전략의 총 개수로

대처유연성을 측정한다(Kato, 2012). 네 번째 관점은 대처 적합도 관점으

로, 이 관점에서는 개인이 지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평가 변화에 따

라 적합한 대처전략을 선택하는 능력(strategy-situation fit)으로 대처유

연성을 정의한다. 이 관점은 대처 변동성 관점과 유사하나, 대처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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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은 적응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단지 대처전략을 바

꾸는 것을 포함하는 반면, 대처 적합도 관점의 경우 스트레스원이 통제

가능하다고 평가될 때는 문제 중심적 대처를, 스트레스원이 통제 불가능

하다고 평가될 때는 정서 중심적 대처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처유연성이

높다고 간주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다섯 번째 관점은 지각된 능

력의 관점으로, 이 관점에서는 스트레스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목표를 갖고 다양한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perceived ability)로 대처유연성을 정의한다.

대처유연성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측정 방법도 상이한데, Cheng 등

(2014)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5가지 관점의 대처유연성과 심리적 적응

과의 관계에 대한 효과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메타 분석을 실시했

다. 그 결과 지각된 능력의 관점(=.32)과 적합도 관점(=.27)으로 대처유

연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나머지 세 관점보다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에 대

한 효과 크기가 유의미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합도 관점

으로 측정한 대처유연성의 경우 ‘대처가 유연할수록 더욱 적응적인 결과

를 보인다’는 가정을 일관적으로 지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 복잡한

대처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각된 통제력을 대처 적합도를 평가하

기 위한 유일한 상황적 특성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Compas, Malcarne, & Fondacaro, 1988; Conway & Terry,

1992; Kato, 2002; Park et al., 2001; Vitaliano et al., 1990; Zakowski et

al., 2001). 또한 적합도 관점에서의 대처유연성을 통제한 후에도 지각된

능력의 관점에서의 대처유연성이 향후 우울의 감소를 예측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Kato, 2002), 지각된 능력의 관점이 현재 대처유연성을 측정하

는 가장 타당한 접근임을 알 수 있다.

지각된 능력 관점에서의 대처유연성은 개인의 대처 능력에 대한 주관

적인 평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른 네 관점과 차별성을 지닌다. 이는

개인의 대처 능력에 대한 메타인지의 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자신이

사용한 대처전략의 평가와 이를 반영하여 대안적인 대처전략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메타대처(meta-coping)의 측면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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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유성은, 2018; Kato, 2012).

지각된 능력의 관점에서 대처유연성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는 대

처유연성 척도(Coping Flexibility Scale: CFS; Kato, 2012), 대처유연성

질문지(Coping Flexibility Questionnaire: COFLEX; Vriezekolk et al.,

2012)가 있다. CFS는 평가적 대처(evaluation coping)와 적응적 대처

(adaptive coping)의 2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적 대처는 개인이 대

처전략을 사용하고 그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대처전략을

포기하기 시작할 때 발생하며, 개인의 환경 이해, 모니터링, 대처 결과의

평가 및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비효율적인 대처전략을 포기하는 것 등 다

양한 전략이 포함된다. 적응적 대처는 비효율적인 대처전략을 포기한 이

후 이용 가능한 대안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과 같은 전략을 포함하는 개

념이다. 개인은 대안을 만들기 위해 많은 대처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하

며, 만약 적응적 대처가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경우 바람직한 결과

를 얻을 때까지 평가적 대처와 적응적 대처의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CFS는 메타대처의 측면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처를 ‘과정’으로

서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타당화 하는 과정

에서 원 척도의 2요인 구조와 달리 평가적 대처가 만족할만한 타당도를

보이지 않았다(김은정, 2014). 따라서 국내에서는 원 척도의 2개 요인 중

적응적 대처만을 측정하는 척도인 ‘적응적 대처 척도’가 개발되었다(김은

정, 2014). 즉, 적응적 대처 척도는 지각된 능력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측

정되어야 하는 ‘자신의 대처 결과에 대한 평가’ 요인이 제외되었다는 한

계점이 있다. 또한, CFS의 평가적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를 한 이

후에 대처가 효과적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사후평가적인 측면이 있다. 따

라서 대처전략 시행 전에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대처 효율성

을 감찰하는 인지적 평가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다(송지은, 유성은, 2018).

반면, COFLEX(Vriezekolk et al., 2012)의 경우 사전 평가 여부 및 대

처 중에도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

는 문항이 있으며, 역채점 문항이 없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장점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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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COFLEX는 다면적 대처능력(versatility)과 대처행동 평가

(reflective coping)의 2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면적 대처능력은 스트

레스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전략을 보유하

고 있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과, 대처가 효율적이지 않을 때 대안적

인 대처전략으로 유연하게 변경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대처행동 평가는

개인이 다양한 여러 대처전략을 고려하는지, 그리고 대처가 효율적인지

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Vriezekolk et al., 2012).

COFLEX는 송지은과 유성은(2018)이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타당화를

완료하였다. 한국판 COFLEX는 지각된 대처자원, 대처행동 평가, 대처행

동 유연성의 3요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

판 COFLEX의 3요인 구조가 원 척도의 2요인 구조보다 합치도 수준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요인을 보면, 먼저 지각된 대처

자원은 개인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들을 다양하게 갖고 있다는 주

관적인 지각 또는 인지적 평가를 의미한다. 대처행동 평가는 어떤 대처

를 사용할 것인지를 숙고하는 인지적 평가 능력 및 대처 과정 또는 대처

전략의 시행 이후 자신이 선택한 대처 행동이 효율적이었는가를 평가하

는 인지적 평가 능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대처행동 유연성은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절 대처와 동화 대처를 유연하게 전환하며 사용하는 능력

을 의미한다(송지은, 유성은, 2018).

대처유연성과 심리적 적응 및 부적응 간의 관계는 다수의 선행연구에

서 보고된 바 있다. 낮은 대처유연성은 불안(김은정, 2014; 송지은, 유성

은, 2018; Brandtstädter & Renner, 1990), 우울(송지은, 유성은, 2018;

Cheng, Kogan, & Chio, 2012; Fresco, Williams & Nugent, 2006; Gan,

Zhang, Wang, Wang, & Shen, 2006; Zong et al., 2010), 자살시도(박모

란, 김수환, 유성은, 2015) 등과 관련이 높았고, 높은 대처유연성은 삶의

만족도(김은정, 2014; 송지은, 유성은, 2018; Brandtstädter & Renner,

1990; Cheng, 2003; Kato, 2012)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우울이나 불안과의 관계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스

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 심리사회적 부적응인 분노와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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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처유연성과 분노표현양식 간의 관

계를 규명한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전반적인 심

리사회적 부적응 사이에서 대처유연성의 효과를 밝혀온 기존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와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

의 관계에서 대처유연성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분노와 분노표현양식

분노는 인간의 중요한 기본 정서 중 하나이며,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부정 정서 중 하나이기도 하다(차남현, 서은주, 2015). 분

노는 생존 위협이나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에너

지를 효율적으로 동원해 위협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유기체의 생

존을 돕는 적응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분노에 수반될 수

있는 난폭한 말투나 행동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해치고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역기능을 초래하기도 한다(이

승현, 2010; Bilodeau, 1992; Ellis & Harper, 1975; Izard, 1977; Lazarus,

Kranner, & Folkman, 1980).

분노에 대한 정의는 제대로 합의된 바가 없는 상태로 연구되어 연구

결과가 혼재되어 있고 일관성이 없는 경우들이 종종 지적되어 왔다(김교

헌, 2000; 김교헌, 전겸구, 1997; Martin, Watson, & Wan, 2000;

Spielberger et al., 1985). 즉, 분노, 적대감, 공격성, 좌절과 같은 개념들

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진행했던 연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연구 결과

를 통합하기 어려웠다(Berkowitz, 1993).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분노감,

적대감, 그리고 공격행동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분노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하려고 노력했다(Buss & Perry, 1992; Martin et al.,

2000; Spielberger et al., 1983). Spielberger 등(1985)은 분노감(anger),

적대감(hostility), 그리고 공격행동(agression)을 ‘AHA! 증후군’이라고 명

명하며 세 개념 간의 관련성이 밀접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이 개념들

이 경험적으로 독립적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Martin 등(200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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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 연구에서 분노감(angry emotions), 냉소주의(cynicism), 그리고

공격행동(agressive behaviors)을 각각 특성분노의 정서, 인지, 행동의 세

개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분노에 대한 정의와 구분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그 중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구분은 Spielberger 등(1985)의 상태분노와 특성분노의

구분이다. 상태분노는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강도가 변하는 일시적인 정

서적, 신체적 상태를 의미한다(이승현, 2010). 상태분노는 자율신경계의

활성화를 수반하며, 모욕, 부당성, 좌절, 언어적이나 신체적으로 공격당하

는 것 등 다양한 경험에 따라 정도와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서수균,

2004; Spielberger, Reheiser, & Sydeman, 1995). 특성분노는 상황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개인의 분노유발 경향이나 상태분노를 표현하

는 개인적 성향을 의미한다(이승현, 2010). 특성분노는 상태분노를 일으

킬 수 있는 개인의 성격적 특질이기 때문에,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은 낮

은 사람에 비해 강한 상태분노를 더 자주 경험하게 된다(서수균, 2004;

Deffenbacher, Demm, & Brandon, 1986; Spielberger et al., 1983). 따라

서 상태분노 요인을 측정하는 척도들은 특정 상황에서 경험하는 분노의

강도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며, 특성분노 요인을 측정하는 척도들은 일

반적으로 분노를 경험하는 개인의 성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둔다(서수

균, 2004).

분노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개인의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분노를 경험한다고 해서 반드시 파괴적

인 공격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Averill(1983)의 연구에 따르면, 분

노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더라도 이를 직접적

인 신체적 공격이나 처벌적 행동으로 표현한 경우는 10% 미만이었다.

또한 사례의 60% 이상이 공격행동을 보이지 않았거나 분노를 유발한 대

상과 적대감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즉, 분노를 경험한다고 해서 반드시

충동적인 공격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분노를 경험하면 이를 조절

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분노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방어체계의 한 부

분으로 기능하는 적응적인 측면도 지니고 있다(Averill, 1983; Ba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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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분노를 경험하지 않게 하는 것보다는 분

노가 불필요하게 증폭되는 것을 조기에 막고, 분노에 대한 자기통제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시도했다. 그 일환으로 Speielberger 등

(1983)은 분노 상황에서 보이는 다양한 대처 반응으로서 분노표현양식을

제안했는데, 분노억제(anger-in), 분노표출(anger-out), 그리고 분노조절

(anger-control)이 그것이다. 분노억제는 자신의 분노를 자아(ego) 또는

자기(self)를 향하여 내부로 돌리거나,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는 경우를

말한다(Averill, 1983). 이 경우 분노 유발 상황과 관련된 사고와 기억 혹

은 분노 자체의 감정은 억제되거나 부정된다(Spielberger, Krasner, &

Solomon, 1988). 분노를 억제하는 사람은 보통 화가 나지만 내색하지 않

고 혼자 투덜거리거나, 상대방을 피하거나, 그 자리를 벗어나 다른 일을

찾거나, 화가 나도 괜찮다고 말하는 등 상대방에게 행동적으로 화가 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속으로 혼자 삭히는 특징을 보인다(이승현, 2010).

분노표출은 분노 상황에서 자신의 분노를 환경 속의 타인이나 다른 대상

에게 직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물건을 던

지거나 문을 크게 닫는 등의 신체적 행위 및 비난, 욕설, 모욕 등의 언어

적 폭력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한다(이승현, 2010). 마지막으로 분노조

절은 화가 난 상태를 자각하고, 분노를 지배, 통제,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등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Spielberger et al., 1988). 따라서 분노를 조절하는 사람들은 냉정을 유

지하고, 자신이 화가 난 이유를 언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설명하며,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여 상대방과의 관계가 개선되도록 노력한

다(이승현, 2010).

분노표현 양상은 신체적 건강 및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기존 연구들은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역기능적인 분

노표현양식으로, 분노통제는 기능적인 분노표현양식으로 분류해왔다(이

장호, 한덕웅, 전겸구, 1998; 임소영, 2000). 분노가 과도하게 표출될 경우

청소년 집단에서는 적대적 공격, 반항, 또는 품행장애로 나타나며, 성인

집단에서는 범죄, 가정폭력, 심장 질환 등으로 나타난다(김교헌, 전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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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또한 과도한 분노표출은 알코올 사용 문제, 물질남용, 대인관계

손상 등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Deffenbacher, Oetting, & Lynch, 1994;

Gross & John, 2003; Liesbson, Oetting, & Deffenbacher, 1994). 분노를

적절하게 표출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억제하고 부정하는 것 역시 부적응

적인 영향을 미친다. 분노가 과도하게 억제될 경우에는 직업 생활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쉽고, 대인관계 손상, 사회적 회피, 비효율적인 문

제해결 등을 일으킬 수 있다(김교헌, 전겸구, 1997; Novaco, 1979). 또한

분노억제는 암, 고혈압, 두통, 심혈관장애, 자살 위험성, 우울, 불안, 섭식

문제 등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도 관련이 있다(고영인, 1994; 김

교헌, 2000; 김교헌, 전겸구, 1997; 전겸구, 1991; Cautin, Overholser, &

Goetz, 2001; Zaitsoff, Geller, & Srikameswaran, 2002).

스트레스, 대처유연성, 분노표현양식 및 분노 간의 관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스트레스 및 대처유연성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우울이나 불안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상대적으로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그러나 최근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추론해보면 스트레스와 대처유

연성, 분노표현양식 및 분노 간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대처유연성이 높은 경우 문제 중심적 대처, 수용, 인지적 재해석 등의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인지적 행동적 회피 전략은 덜 사용한

다(송지은, 유성은, 2018). 또한 대처전략은 특성분노와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으며, 회피중심 대처전략은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를 예측하고, 문제

해결중심 대처전략은 분노조절을 예측한다(박지영, 2009; 이승현, 2010).

이를 통해 대처유연성과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 간 유의미한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특히, 대처유연성은 분노억제, 분노표출 및

분노조절과 정적 상관을 가진다는 선행연구가 있으나(Kruczek, 2015), 이

때 대처유연성은 우리나라에서 타당화되는 과정에서 평가적 대처 요인이

만족할만한 타당도를 보이지 않은 CFS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지각된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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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관점에서 ‘자신의 대처 결과에 대한 평가’ 요인이 포함된 COFLEX

척도를 통해 상관관계를 다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대처유연성의 개념이 유용하려면 기존의 개별적인 대처전략에

비해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

여, Kato(2012)는 기존의 개별적인 대처전략을 통제한 후에도 지각된 능

력의 관점에서의 대처유연성이 우울을 추가적으로 예측한다고 하였다.

우울은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

할 때(이훈진, 2000; 최성일, 김중술, 신민섭, 조맹제, 2001), 대처유연성은

개별적인 대처전략을 통제한 후에도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에 대한 증분

설명량이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분노를 유도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 때 대처전략은 스트레스와 우울, 화병 등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김선희, 김은하, 김태훈; 2014; 김수주,

2002; 이은희, 2004; 이창식, 김윤정, 2004; Billings & Moos, 1983). 또한

스트레스와 분노표현양식 간의 관계에서도 일부 대처전략이 조절효과를

가진다고 밝혀진 바 있다(이승현, 2010). 특히 이러한 대처전략의 조절효

과는 실제 상담 장면에서의 매우 중요하며, 내담자들의 효과적인 스트레

스 관리교육에 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이은희, 2004). 그

러나 현재까지 스트레스와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 간의 관계에서 대처유

연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연구된 바가 없다. 대처유연성이 다수의

대처전략과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으며, 특히 대처유연성은 개별적인 대

처전략보다 메타인지적 요인이 포함된 개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대처

유연성은 스트레스와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처유연성과 분노표현양식 개선을 위한 개입: 글쓰기 처치

대처유연성이 발현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몇몇 연구에서는 대처유연성이 발현되는 과정을 인지적 차원에서 개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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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Cheng, 2003; Cheng & Cheung, 2005). 먼저 Cheng(2003)에

따르면, 대처유연성은 인지적 종료 욕구(need for closure)라는 동기부여

과정과 구별 기능(discriminative facility)이라는 인지적 과정을 거쳐 발

생한다. 인지적 종료 욕구는 구별 기능을 이끌어내는 동기 요인으로, 불

확실한 상황에서 초기 판단과 관련된 단서를 포착한 후 판단을 섣불리

마무리하려는 욕구를 의미한다. 스트레스 사건을 다루는 것은 상당한 양

의 모호하고 불확실한 감정을 유발하는데, 이 때 인지적 종료 욕구가 높

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과 관련된 애매모호함에 대한 인내심이 부족하

여 인지적 종료 욕구가 낮은 사람에 비해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한다. 이

렇게 인지적 종료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인지적 종료 욕구가 낮은 사람

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의 부작용에 더 취약한 양상을 보인다(변지

은, 이수정, 유재호, 이훈구, 1997). 구별 기능은 스트레스 상황의 특성에

대해 능동적으로 평가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여러 대안 중 특

정 행동을 선택하는 인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구별 기능이 높은 사람들

은 구별 기능이 낮은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욱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고, 더 유연한 대처패턴을 보인다(Cheng, Chiu, Hong, &

Cheung, 2001; Chiu, Hong, Mischel, & Shoda., 1995; Cheng, Hui, &

Lam, 2000).

Cheng과 Cheung(2005)은 대처유연성이 차별화(differentiation)와 통합

(integration)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된다고 보았다. 차별화는 행동을 다

면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차별화 정도가 높은 개인은

지각 현상의 여러 관점을 인식하고, 사건을 평가할 때 두 가지 이상의

관점으로 구별하여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통합은 대안들 간의

절충 과정이나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모순적인 관계를 지각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통합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관점들 간의 개념적인

연결을 형성하여 지각 현상의 다양한 관점을 통합할 수 있다. 즉, 대처유

연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다양한 대처전략들을 지니

고 있고, 서로 다른 대처전략의 강점과 한계점들을 종합하여 더 적응적

인 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의 경우 아직까지 대처유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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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되는 과정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한 연구는 없으나, 송지은과 유성은

(2018)의 연구에서 대처유연성이 인지적 유연성과 정적 상관을, 인지적

회피적 대처전략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는 점에서 인지적 과정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지적 요인은 사람들의 분노 수준과 분노표현양식을 결정하는 핵심적

인 요인이기도 하다. 분노경험과정에서 분노는 분노의 단서가 되는 외적

상황 그 자체보다는 인간의 인지과정과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을 통

해 경험되며, 따라서 분노-인지반응은 역기능적 분노의 발달과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강신덕, 1997; 김교헌, 전겸구, 1997; Novaco,

1994). 이러한 결과를 종합했을 때, 대처유연성의 증진과 분노 및 분노표

현양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인지적 재평가(cognitive reappraisal)에 근거

한 개입이 공통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인지적 재평가

는 잠재적으로 감정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해석을 변화시킴으로

써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감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을 의미한다(Lazarus & Alfert, 1964). 이러한 인지적 재평가를 통해 스

트레스 사건을 겪은 개인은 기존의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부적응적인 인

지적 평가들(자신의 행동에 대한 평가, 타인의 반응에 대한 평가, 위협의

과잉일반화 등)을 다른 관점에서 조망하고, 사건을 이해하며 새로운 의

미를 부여함으로써 상황의 의미를 변화시킨다(설지윤, 2018).

위의 논의를 고려할 때, 대처유연성의 증진과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인지적 재평가에 초점을 둔 처치가 유의미한 효과를 가

질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상이나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쓰는 글쓰기 처치는 인지적 재평가

와 관련된 효과를 꾸준히 증명 받고 있다(김인숙, 2007; 박경희, 2006;

Frattaroli, 2006; Lepore & Smyth, 2002; Lu & Stanton, 2010;

Pennebaker, 1985, 1997; Pennebaker & Beall, 1986). 글쓰기를 통해 자

신의 경험을 쓰는 과정에서 개인은 부정적인 정서가 해소되며, 그 경험

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고, 인지적인 자기 이해가 이루어진다

(Pennebaker, 2004). 또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를 스스로 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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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감정 조절에 대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다(Leopore, Greenberg, Bruno, & Smyth, 2002).

이러한 치료의 기제적인 측면 외에도 글쓰기 처치는 개인별 적용이 가능

하여 인지적 재평가 과정을 본인이 스스로 해본다는 장점이 있으며, 상

대적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중재라고 볼 수 있다(이지혜, 2018).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대처유연성의 증진과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의 개선을

위하여 자가 치료의 일종인 글쓰기 처치를 도입하였다.

한편,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글쓰기 처치는

Pennbebaker(1997)의 표현적 글쓰기 처치(expressive writing)이다. 표현

적 글쓰기는 하루 15∼20분씩 3∼4일간 꾸준하게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

을 미치는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에 대한 자신의 깊은 생각과 감정을 자유

롭게 쓰도록 하는 비구조적인 처치이다. 이 때 철자나 문법은 중요하지

않고 더 이상 쓸 것이 없더라도 이미 썼던 것을 반복해서 쓰며, 쉬거나

멈추지 않게끔 한다.

표현적 글쓰기는 트라우마, 우울 및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심박수 저하, 세포 면역기능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신체적 건강의

증진, 연인과의 관계 안정성, 학업 성적 향상, 실직자의 재취업 태도 변

화 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손희정, 신희천, 2013; Foa &

Kozak, 1986; Greenberg, Wortman, & Stone, 1996; Pennebaker, Colder,

& Sharp, 1990; Pennebaker & Evans, 2014; Pennebaker & Francis,

1996; Pennebaker, Kiecolt-Glaser, & Glaser, 1988; Slatcher &

Pennebaker, 2006; Spera, Buhrfeind, & Pennebaker, 1994). 그러나 표현

적 글쓰기는 몇몇 연구에서는 효과 크기가 크지 않거나 우울 및 불안에

대하여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등 혼재된 결과를 보였다

(Frattaroli, 2006; Guastella, 2009). 이에 여러 연구자들은 비구조화된 글

쓰기 패러다임을 보완한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글쓰기의 개입이 필요

하다는 것을 제안하였고, 표현적 글쓰기에 대한 대안으로 성장 글쓰기

(growth writing)를 개발하였다(Guastella & Dadds, 2006; King &

Minn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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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글쓰기는 성장 모델(growth model)에 기초한 구조화된 글쓰기

방식으로, ‘노출(exposure)’, ‘재평가(devaluation)’, ‘이점 찾기

(benefit-finding)’의 세 가지 독립적인 인지행동적 처리 과정으로 구성되

어 있다(Guastella & Dadds, 2009). 첫 번째 단계인 노출 글쓰기에서는

자신의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

어난 대로 묘사하게 한다. 이 때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 본 것 등의 지각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게 하는 등 그 당시의 반응에

초점을 두어 자신이 고통을 느끼는 지점을 깨닫도록 한다. 두 번째 단계

인 재평가 글쓰기에서는 고통을 느끼게 하였던 요인을 탐색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재평가 혹은 평가절하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한다. 마지막 단

계인 이점 찾기 단계에서는 힘들었던 사건이 자신에게 주는 이점들을 자

기 자신, 타인과의 관계, 세계관의 세 영역에서 탐색하게 한다(Guastella

& Dadds, 2009).

성장 글쓰기의 효과

성장 글쓰기는 의미부여의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개입으로, 의미부여

란 사건에 대한 평가의 수정 혹은 재해석 등의 적극적인 인지과정이다.

이러한 의미부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탐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미가

어떻게 개념적으로 정의되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의미

부여에서 의미는 삶의 의미를 뜻하며, ‘삶의 목표를 가진 것(Fankl,

1967)’, ‘삶을 바라보는 틀이자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개인에게 통합감을

제공하는 것(Battista & Almond, 1973)’, ‘삶에서의 목적성(Ryff &

Singer, 1998)’, ‘삶의 존재론적 중요성(Crumbaugh & Maholick, 1964)’

등 여러 관점에서 의미를 정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그 정의의

다양성으로 인해 그 시도는 혼재된 모습을 보였는데(박선영, 권석만,

2012; Park & Folkman, 1997). 이에 Park과 Folkman(1997)은 의미를

‘전반적 의미(global meaning)’와 ‘상황적 의미(situational meaning)’로

구분하고, 스트레스와 의미, 대처의 개념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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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반적 의미는 인생 전반에서의 개인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뜻하며,

개인의 기본적인 신념체계, 인생의 전체적인 목표나 가치, 방향, 의미감

등을 포함한다. 반면 상황적 의미는 잠재적인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귀

인, 위협 정도, 환경에 대한 통제감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평가나 해석, 의미부여 등을 포함한다. 일

반적으로 삶의 의미라고 할 때는 주로 전반적 의미를 뜻하는 경우가 많

다(이지혜, 2018).

전반적 의미는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매개 변인의 역할

을 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 정서를 낮추고 희망감을 유지하게 하

는 완충 효과를 가진다(Park & Folkman, 1997). 그러나 상황적 의미가

어떻게 부여되는지, 즉 개인이 자신의 스트레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는지에 따라서도 정서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전반적 의미와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았다(박선영, 권석만, 2012; Park & Folkman, 1997).

따라서 Park과 Folkman(1997)은 전반적 의미와 상황적 의미가 통합된

의미부여과정 모델(그림 2 참고)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스트레스와 의

미, 대처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하였다. 이 모델에서 전반적 의미

는 개별 사건을 해석하는 나름의 인지적 틀이나 지향적 체계를 의미한다

(Park, Mills, & Edmondson, 2012). 개인은 이 전반적 의미 속에서 스트

레스 사건의 상황적 의미를 평가하는데, 만약 평가된 상황적 의미가 기

존에 개인이 갖고 있던 전반적 의미와 불일치할 경우 개인은 의미부여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의미부여는 전반적 의미와 상황적 의미 간

의 차이를 좁히는 과정이며, 이 차이의 정도가 클수록 의미부여를 하는

개인은 더욱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의미부여는 어떤 사건에 대해 일시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평가, 전반적 의미와 사건에 대한 평가 간 불일치, 의미부여 노력, 의미

부여 결과, 적응 등 지속적인 과정과 결과를 포함한다(Park, 2010). 이

과정에서 개인은 재귀인, 사건에 대한 긍정적 해석, 하향비교, 조망확대,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 맞추기, 상보적 자기강화와 같은 다양한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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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의미부여과정(Park & Folkman, 1997)

재평가 전략들을 사용하며, 이를 통해 개인은 상황적 의미에 대한 해석

이나 평가를 수정하거나 전반적 의미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둘의 차이를

좁힌다(Baumeister, 1982; Moos & Schaefer, 1993; Park, 2010; Park &

Folkman, 1997).

Davis, Nolen-Hoeksema와 Larson(1998)의 연구에 따르면 의미부여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사건에 대한 이해(sense making)와 긍정적인 측면의

발견(benefit finding)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의미부여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을 경우 개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이해하게 되고, 스트레

스 사건 속에서도 이점을 발견하게 된다(Davis et al., 1998).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이해는 개인이 사건의 원인이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개인의 통제감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며, 긍정적

인 측면의 발견은 개인의 지각된 고통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또

한 개인은 의미부여과정을 통해 일차적으로 떠오른 부정적인 정서에 머

무르지 않고 이차적인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스트레스 사건을 수

용하거나 자아정체감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기제를 통해 성장 글쓰기는 심리적 건강의 증진에 유의하게 영

향을 미친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장 글쓰기는 비구조화적 글

쓰기인 표현적 글쓰기에 비해 우울, 불안, 부적 정서 등 전반적인 심리

적응 및 부적응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효과 크기를 보였다(Frattaroli,

2006; Guastella & Dadds, 2009).

성장 글쓰기는 기존의 대처유연성,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에 대한 처치

에 비해서도 뚜렷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처유연성에 대한 기존의 개입은 Schwartz & Rogers(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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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G=Growth Writing Group; U=Unstructured Writing Group.

그림 3. 성장 글쓰기의 효과 크기(Guastella & Dadds, 2009)

Cheng, Yang, Jun, & Hutton(2007), Cheng et al.(2012)가 있다. 기존의

세 처치는 모두 적합도 관점에서 대처유연성을 증진시키려고 한다는 점

에서 대처유연성이 완전히 타당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론적 한계점이

있다. 또한 기존의 대처유연성 처치는 모두 집단 규모로 진행되고, 자신

의 스트레스원에 대한 집단 토의를 진행한 후 대처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효과가 있더

라도 접근성과 시간, 비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반면, 성장 글쓰기는

개인별 시행이 가능하여 인지적 재평가 과정을 본인이 스스로 직접 해본

다는 장점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중재라고 볼 수

있다.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에 대한 기존의 국내 처치 프로그램은 임성

문과 김영순(2004), 이정숙, 이현, 안윤영, 유정선, 권선주(2011), 서경란

(2014), 이정숙, 이현, 안윤영, 유정선(2010) 등이 있으나, 기존의 대처유

연성 처치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문가와 다수의 회기가 필

요하다는 점에서 성장 글쓰기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처치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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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대처유연성 증진을 위한 기존의 처치들과 성장 글쓰기 비교

기존 대처유연성 처치 성장 글쓰기

(설지윤, 2018; 이지혜, 2018)
Schwartz &

Rogers(1994)

Cheng et

al.(2007)

Cheng et

al.(2012)

관점 적합도 관점 -

규모

- 집단 규모

- 개인별 가능

→ 인지적 재평가 과정을 타인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해본다는 점에서 자기조절

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음

과정 1. 스트레스원에 대한 집단 토의

2. 대처전략에 대한 학습

3. 숙제로 학습한 내용을 활용

4.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는데 생기는

어려움에 대한 집단 토의

- 성장모델에 근거한 노출, 재평가,

이점찾기 단계로 구성

- 스스로 사건에 대한 해석을 재구

성, 자기 노출을 안정적으로 촉진

특징 - 회기를 지행할 전문가 필요 -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

성장 글쓰기와 대처유연성 및 분노표현양식

성장 글쓰기가 대처유연성을 증진시키고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을 개선

시키는데 효과적인 개입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성장 글쓰기의 모델은 대처유연성의 모델과 유사점이 많다. 그림 2에

서 보는 것과 같이,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한 후 개인은 자신이 갖고 있

는 전반적 의미와 상황적 의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 때

불일치하다고 평가가 되면 개인은 다양한 대처전략을 사용하여 전반적

의미와 상황적 의미를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후 다시 두 의미

가 일치하는지 평가하고, 이 때 또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수용이 될 때

까지 숙고 및 재평가를 거쳐 대처전략의 변경을 반복한다. 이와 같은 순

환 과정은 그림 1의 대처유연성의 과정과 유사한 점이 많다. 대처유연성

은 대처전략을 평가하고 그 중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처전략

을 시행한 후, 모니터링을 통해 대처전략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

시 재평가 과정을 거쳐 다른 대처전략을 시행하는 순환 과정을 거친다.

다만 Park과 Folkman(1997)의 모델에서는 숙고 및 재평가의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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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로 다른 대처전략을 선택하지 않고 메타대처를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념 간의 전

반적인 과정은 유사한 점이 많다.

둘째, 성장 글쓰기 중 노출 글쓰기는 회피 증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Guastella & Dadds, 2008). 대처유연성이 인지적 행동적 회피 전략

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회피 증상의 감소는 대처유연성의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Guastella와 Dadds(2006)

의 연구에 따르면 성장 글쓰기 중 이점 찾기 글쓰기는 재평가 글쓰기와

같은 독립적인 인지 재구조화 과정의 역할도 담당하며, 대처전략의 개선

과 관련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성장 글쓰기는 대

처유연성을 증진시키는 타당한 처치가 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셋째, 성장 글쓰기는 분노,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을 유의하게 감소시키

고, 분노조절을 유의하게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적응적 인지 대처와

분노조절, 부적응적 인지 대처와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은 서로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Martin & Dahlen, 2005),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실시한 국내 연구에서는 자기 노출 글쓰기가 분노표현과 분노행동을

야기하는 분노-인지 반응 수준을 낮춘다고 보고한 바 있다(김세진, 김교

헌, 2005). 따라서 성장 글쓰기는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의 개선에 대해

유의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우리는 사는 동안 다양한 스트레스를 불가피하게 경험한다. 기존의 스

트레스 대처 연구는 개별적인 대처전략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다루어 왔

다. 그러나 스트레스의 유형이나 상황에 따라 대처의 다양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Bonanno & Burton, 2013). 이러

한 점에서, 대처유연성은 대처의 다양성과 가변성이 반영된 능력으로서

향후 대처 연구에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평가받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대처유연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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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우울, 불안과 함께 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되는 대표적인

부정적 정서경험인 분노와 대처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 역시 부족한 편이

며, 특히 분노표현양식과 대처유연성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

렵다. 분노는 가장 흔하게 경험되는 정서이지만 가장 미숙하게 관리되는

감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분노를 경험하더라도 그 분노에 대한

감정을 잘 다루어 적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서 매

우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서수균, 김윤희, 2010).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스트레스와 대처유연성, 분노표현양식, 분노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

지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스트레스와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 있어 대처유연성의 역할을

검증한 이후에는, 대처유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개입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개인 또는 집단 치료 형태로 인지적 재평가를

통한 대처능력 증진을 모색하는 인지행동적 접근이 많이 이루어져 왔으

나, 접근성이나 시간 및 비용적 측면에서 개인이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

에서는 성장 글쓰기 처치를 통해 대처유연성이 길러질 수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대처유연성, 분노표현양식 및 분노

간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처유연성의 증진과 분노 및 분노

표현양식의 개선을 위한 성장 글쓰기 처치가 가지는 치료적 효과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처유연성과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대처유연성이 기존의 개별적인

대처전략을 통제한 후에도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을 추가로 예측하는지,

그리고 스트레스와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 대처유연성이 조

절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성장 글쓰기 처치가 대처유

연성의 증진과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을 개선하는지 확인하였다. 성장 글

쓰기 처치는 Guastella와 Dadds(2009)의 성장 글쓰기 지시문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통제 집단인 표현적 글쓰기(Pennebaker & Beall, 1986)

집단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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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스트레스와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서 대처유연성의 역할

연구 1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유연성, 분노표현양식, 분노의 관계를 종

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라도 개인마다 나타내는 반

응의 수준이나 유형이 다르다는 점에서 스트레스가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변인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

히 개별 대처전략과 대처유연성의 관계, 개별 대처전략과 우울,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연구(박지영, 2009; 송지은, 유성은,

2018; 이승현, 2010; Kato, 2012; Kruczek, 2015; Linville, 1987)를 통해

대처유연성이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할 것임을 추

론할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서 대

처유연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밝힐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에서 대처유연성이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검

증하였다. 또한 대처유연성이 개별 대처전략을 통제한 후에도 우울에 대

한 증분 설명량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Kato, 2012), 분노 및 분노표현

양식에 대해서도 기존에 많이 연구된 개별 대처전략에 비해 대처유연성

의 역할이 클 것으로 가정하였다. 특히 급격한 심리사회적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로 인해 분노를 자주 경험하는 초기 성

인기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조혜영, 2013;

주연수, 2015; Reeve, Shumakera, Yearwood, Crowell, & Riley, 2013).

앞서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1의 가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

다.

가설 1. 대처유연성은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과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이

다.

1-1. 대처유연성은 분노와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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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처유연성은 분노억제와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1-3. 대처유연성은 분노표출과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1-4. 대처유연성은 분노조절과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2. 대처유연성은 개별 대처전략을 통제한 후에도 분노 및 분노표현

양식을 예측할 것이다.

가설 3. 대처유연성은 스트레스와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 간의 관계를 조

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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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34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221명은 서울대학교 정규 및 계절학기에 심리학 교양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중에서 심리학과 연구 참여 시스템(R-point system)을 통해 모집

하였으며, 128명은 서울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충남대학교 커뮤니티 온

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모집하였다. 설문은 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대상에 한하여 수행되었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여 총 31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

자의 평균 연령은 만 20.58세(SD=2.29 범위 17∼30세)였으며, 이 중 남성

153명의 평균 연령은 만 20.71세(SD=2.51, 범위 17∼30세), 여성 165명의

평균 연령은 만 20.46세(SD=2.07, 범위 18∼30세)였다. 본 연구는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IRB No. 1905/003-006).

측정도구

인구통계학적 정보.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대학생인지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Life Stress Scale-Revised;

LSS-R). 대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겸구, 김교헌, 이

준석(2000)의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0문항, 8가

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영역들은 크게 당면과제 영역과

대인관계 영역으로 구분되어 최근 1년 동안의 스트레스 발생 빈도 및 중

요도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전겸구 등의 연

구(2000)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9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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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로 나타났다.

대처 척도(Coping Orientation to the Problem Experienced;

COPE). 일반적인 대처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Carver와 Scheier(1989)가

개발하고 최해연(2000)이 타당화한 COPE을 사용하였다. COPE 척도는

4점 척도, 53문항이며, 문제 중심적 대처, 정서표출과 사회적 지지 추구,

긍정적 해석과 수용, 인지적 행동적 회피로 구성된 4개의 상위요인과 13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해연(2000)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

도는 .74∼.8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78∼.89로 나타났다.

한국판 대처유연성 질문지(Coping Flexibility Questionnaire;

COFLEX). 대처유연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Vriezekolk 등(2012)이 개

발하고 송지은과 유성은(2018)이 타당화한 COFLEX를 사용하였다. 4점

척도,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송지은과 유성은(2018)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대처유연성 총점 .85, 하위요인에서는 지각된 대처자원

.86, 대처행동 평가 .75, 대처행동 유연성 .7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대처유연성 총점 .87, 지각된 대처자원 .85, 대처행동 평가 .72, 대처행동

유연성 .7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총점과 하위 척도 점수를 모두

분석하였다.

한국판 상태-특성분노 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K). 분노 수준 및 분노표현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이 개발하고 전겸구, 한덕웅, 이장

호, Spielberger(1997)가 타당화한 STAXI-K를 사용하였다. 4점 척도, 4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겸구 등(199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특성분노 .82, 상태분노 .89, 분노억제 .67, 분노표출 .67, 분노조절 .7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분노 .88, 상태분노 .90, 분노억제 .79, 분노

표출 .84, 분노조절 .8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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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분석

첫째, 연구 1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구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수행하였다. 둘

째,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셋째, 대처유

연성이 개별 대처전략을 통제한 후에도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에 대한 증

분 설명량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스트레스와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 간의 관계에서 대처유연성의 조

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차적으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보다 엄격한 검증을 위하여 효과 크기를 계산한 후 그 값()이

Cohen(1988)이 해석기준으로 제시한 .02보다 큰 경우에 한해 최종적으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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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연구 1에서 사용한 각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상관분석 결

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을 살펴보면, 스트레스 총합(=3.16,

p<.01), 문제 중심적 대처 전략(=2.21, p<.05), 정서표출과 사회적지

지 추구 전략(=2.23, p<.05), 인지적 행동적 회피 전략(=2.51,

p<.05), 분노조절(=2.26, p<.05)에서 성차가 유의미하였으며, 스트레

스 총합, 정서표출과 사회적지지 추구 전략, 인지적 행동적 회피 전략은

여성 집단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 전략, 분노조절은 남성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인들은 연구 1의 모든 가설에 해당되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의 효과를 통제한 후 분석을 진행

하였다.

표 2. 스트레스, 대처, 분노 관련 측정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성차(N=318)
평균(표준편차)


전체 남(=153) 여(=165)

스트레스 208.38(89.67) 192.24(76.68) 223.34(98.10) 3.16

문제 중심적 대처 34.03(4.40) 34.59(4.19) 33.50(4.54) 2.21

정서표출과

사회적지지 추구
33.26(6.79) 32.39(6.89) 34.07(6.62) 2.23

긍정적 해석과 수용 34.56(5.05) 34.89(4.43) 34.24(5.55) 1.15

인지적 행동적 회피 24.87(6.45) 23.93(6.09) 25.74(6.67) 2.51

대처유연성 33.09(5.63) 33.58(5.13) 32.64(6.03) 1.50

특성분노 20.21(6.13) 19.86(5.77) 20.53(6.44) 0.98

상태분노 16.82(5.70) 16.37(5.49) 17.24(5.87) 1.36

분노억제 18.97(4.84) 18.80(4.95) 19.12(4.75) 0.57

분노표출 14.99(4.67) 14.50(4.67) 15.45(4.64) 1.81

분노조절 20.53(4.63) 21.14(4.55) 19.97(4.64) 2.26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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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인 간 상관

대처유연성과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의 관계를 포함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 효과를 통제한

전체 집단의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

을 때, 먼저 스트레스 수준은 대처유연성(=-.14, p<.05)과 약한 부

적 상관을 보였으며, 인지적 행동적 회피 전략(=.38, p<.01), 특성

분노(=.37, p<.01), 상태분노(=.43, p<.01), 분노억제(

=.37, p<.01) 및 분노표출(=.28, p<.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대처

유연성은 분노억제(=-.20, p<.01)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분노

조절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24, p<.01)을 보였으며, 상태분노

(=-.12, p<.05)와 약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

적으로 지지되었다.

대처유연성과 스트레스, 대처유연성과 특성분노, 대처유연성과 분노표

출의 관계는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와 부분적으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

다. 따라서 대처유연성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스트레스는 지각된 대처자원(=-.18, p<.01)과 부적

표 3. 스트레스, 대처, 분노 관련 측정치들의 상관(N=318)
1 2 3 4 5 6 7 8 9 10 11

1 -

2 -.07 -

3 .11 .34 -

4 -.09 .41 .10 -

5 .38 -.16 .07 .02 -

6 -.14 .51 .21 .49 -.19 -

7 .37 -.06 .23 -.23 .23 -.08 -

8 .43 -.05 .12 -.23 .29 -.12 .68 -

9 .37 -.11 .03 -.11 .31 -.20 .38 .40 -

10 .28 -.07 .20 -.15 .20 -.02 .65 .63 .20 -

11 -.06 .11 -.16 .29 -.08 .24 -.37 -.27 .10 -.46 -

주. 1=스트레스, 2=문제 중심적 대처, 3=정서표출과 사회적지지 추구, 4=긍정적 해석과

수용, 5=인지적 행동적 회피, 6=대처유연성, 7=특성분노, 8=상태분노, 9=분노억제, 10=분

노표출, 11=분노조절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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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을 보였다. 특성분노와 분노표출은 대처유연성의 하위 요인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대처유연성의 하위요인에 대한 상관은

부록 5에 제시되어 있다.

대처유연성과 4가지 개별 대처전략의 상관을 보면, 대처유연성은 문제

중심적 대처전략(=.51, p<.01), 정서표출과 사회적지지 추구 전략

(=.21, p<.01), 긍정적 해석과 수용 전략(=.49, p<.01)과 정적

상관, 인지적 행동적 회피 전략(=-.19, p<.01)과 부적 상관을 보이

는 등 모든 대처전략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대처전략통제후각분노표현양식에대한대처유연성의추가설명력분석

대처유연성이 개별적인 대처전략을 통제한 후에도 분노 및 분노표현양

식의 수준을 예측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성별 효과를 통제한 전체 집단의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종속변수를 분노억제로 하여 2단계에서 네 가지 대처전략 변인을

투입한 결과 변인의 11.3%를 설명하였다( =.113, p<.001). 3단계에서

대처유연성은 1.1%의 추가적인 변량을 설명하였으며, 부적으로 유의미하

게 분노억제를 예언하였다( =.125,   change=.011, p<.05). 또한 종속

변수를 분노조절로 하여 2단계에서 네 가지 대처전략 변인을 투입한 결

과 변인의 14.1%를 설명하였다( =.141, p<.001). 3단계에서 대처유연성

은 1.6%의 추가적인 변량을 설명하였으며,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분노조

절을 예언하였다( =.158,   change=.016, p<.05).

분노표출의 경우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정적으로 분노표출을 예언하는

경향을 보였다( =.128,   change=.009, p<.076). 따라서 대처유연성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처행동 유연성

만 분노표출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력이 있었으며(.169, p<.01), 지각

된 대처자원과 대처행동 평가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분노표출에 대한 대

처유연성 하위요인의 증분 설명량 표는 부록 6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특성분노, 상태분노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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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분노표현양식에 대한 대처유연성의 효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N=318)

단계 투입변인 분노억제 투입변인 분노표출 투입변인 분노조절
  Δ      Δ      Δ   

1 성별 .001 .001 .033 .583 성별 .009 .009† .096 1.713† 성별 .015 .015 -.122 -2.190

2

성별

.112 .113

-.023 -.424 성별

.110 .119

.025 .457 성별

.126 .141

-.062 -1.151

문제 중심적 대처 -.022 -.338 문제 중심적 대처 -.056 -.870 문제 중심적 대처 .055 .866

정서표출과

사회적지지 추구
.023 .403

정서표출과

사회적지지 추구
.228 3.944

정서표출과

사회적지지 추구
-.205 -3.590

긍정적 해석과

수용
-.110 -1.867†

긍정적 해석과

수용
-.157 -2.674

긍정적 해석과

수용
.289 4.968

인지적 행동적

회피
.314 5.660

인지적 행동적

회피
.182 3.290

인지적 행동적

회피
-.066 -1.206

3

성별

.011 .125

-.025 -.449 성별

.009 .128†

.026 .480 성별

.016 .158

-.061 -1.131

문제 중심적 대처 .020 .296 문제 중심적 대처 -.093 1.385 문제 중심적 대처 .005 .073

정서표출과

사회적지지 추구
.035 .596

정서표출과

사회적지지 추구
.218 3.767

정서표출과

사회적지지 추구
-.218 -3.837

긍정적 해석과

수용
-.061 -.958

긍정적 해석과

수용
-.201 3.164

긍정적 해석과

수용
.230 3.673

인지적 행동적

회피
.292 5.203

인지적 행동적

회피
.201 3.581

인지적 행동적

회피
-.040 -.729

대처유연성 -.135 -1.988 대처유연성 .121 1.782† 대처유연성 .162 2.431

†p<.1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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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따라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스트레스와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 간 관계에서 대처유연성의 조절효과

스트레스가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에 미치는 영향이 대처유연성의 수준

에 따라 상이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절차에 따라 조절효

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전체 집단 분석에서는 모든 종속변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따라서 남녀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성 집단의 결과는 표 5에, 여성 집단의 결과는 표 6에 제

시되어 있다.

남성 집단의 경우, 종속변수를 분노조절로 하였을 때 대처유연성이 조

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Δ  =.028, =1.493, p<.05), 효과 크기

도 판단 기준을 만족하였다(=.042).

여성 집단의 경우, 종속변수를 분노억제로 하였을 때 대처유연성이 조

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Δ  =.022, =-.753, p<.05), 효과 크기

도 판단 기준을 만족하였다(=.266). 그러나 남성 집단에서 분노, 분노

억제, 분노표출, 여성 집단에서 분노, 분노표출, 분노조절은 유의미한 결

과를 보이지 않았다(부록 8). 따라서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와 대처유연성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래프로 분석하였으

며, 남성 집단의 결과를 그림 4에, 여성 집단의 결과를 그림 5에 제시하

표 5. 대처유연성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남성 집단, 153)

단계 투입변인
분노조절

  Δ   

1 스트레스 .002 .002 -.044 -.536

2
스트레스

.012 .010
-.034 -.423

대처유연성 .102 1.258

3

스트레스

.040 .028
-1.464 -2.106

대처유연성 -.443 -1.608

스트레스 × 대처유연성 1.493 2.07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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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처유연성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여성 집단, 165)

단계 투입변인
분노억제

  Δ   

1 스트레스 .161 .161 .401 5.588

2
스트레스

.188 .027
.373 5.195

대처유연성 -.166 -2.318

3

스트레스

.210 .022
1.091 3.156

대처유연성 .163 .956

스트레스 × 대처유연성 -.75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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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스트레스와 대처유연성의 상호작용효과

(남성 집단,   153)

그림 5. 스트레스와 대처유연성의 상호작용효과

(여성 집단,   165)

였다. 남성 집단의 경우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에는 대처유연성의 수준과

상관없이 분노조절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트레스

가 높은 경우에는 대처유연성이 낮은 집단은 분노조절이 낮아지는 반면,

대처유연성이 높은 집단은 반대로 분노조절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여

성 집단의 경우에도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에는 대처유연성의 수준과 상

관없이 분노억제에 큰 차이가 없으나,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에는 대처유

연성이 높은 집단이 대처유연성이 낮은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와 분노억

제 간의 정적인 관계가 더 약하게 나타났다. 이는 대처유연성이 높을수

록 분노를 덜 억제하며, 대처유연성이 두 변인 사이에서 완충 기능을 함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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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연구 1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유연성, 분노표현양식, 분노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연관된 변인들이 분노표현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보다 정교하게 탐색하기 위하여 네 가지 개별 대처전략에

대한 추가 설명력 분석과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척도의 기술통계치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총합, 정서표출과

사회적지지 추구 전략, 인지적 행동적 회피 전략은 여성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문제 중심적 대처 전략, 분노조절은 남성 집단에서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정유진, 하은혜, 2014;

정은주, 안창일, 2012; 천숙희, 2012; Billings & Moos, 1981; Hobfoll et

al., 1994), 스트레스 완화나 대처전략의 향상, 분노조절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경우 성차를 고려한 접근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주요 변인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을 때, 스트레스 수준은 인

지적 행동적 회피 전략, 특성분노, 상태분노,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과 정

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변상희, 박현주, 2018; 이승현, 2010; 진은영, 소성섭, 이명인, 2015). 반

면 스트레스 수준은 대처유연성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다는 선행연구와는

달리(Gan, Shang, & Zhang, 2007), 본 연구에서는 약하지만 유의미한

부적 상관(=-.14, p<.05)이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스트레스와 대처

유연성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을 보면, 스트레스는 메타대처 요인에 해당

하는 지각된 대처자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18, p<.01)이 있었

다. 즉,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에서는 적합도 관점의 대처유연성을 측정

하여 메타인지적 요인이 포함되지 않은 반면, 본 연구에서는 메타인지적

요인이 포함된 지각된 능력의 관점에서의 대처유연성을 측정했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각된 능력 관점에서의 대처유연성이 지

각된 스트레스 정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진다는 Reed(2016)의 연구

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며, 메타인지적 개념이면서 대처유연성과 개념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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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사한 인지적 유연성이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갖는다는

기존의 연구들(김완일, 2008; 이현예, 조현주, 2016)과도 일치하는 측면이

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메타대처가 온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대처자원

에 대한 인식 등 인지적 요인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며, 대처유연성을 적응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인지적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대처유연성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억제는 낮았으며, 분노조절은

높은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대처유연성과 분노억제 및 분노조절이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Kruczek(20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분노억제에 대한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우리나라

는 집단주의 문화로 개인의 분노표현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

이 있으며, 특히 분노는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대처해야 할 정서라기보다

는 오히려 억제하고 참아야 하는 정서로 인식되어 왔다(유현숙, 정혜정,

이주연, 2012; 이순욱, 김춘경, 2006). 이러한 집단주의 문화는 서구권의

개인주의 문화에 비해 분노억제에 관한 정서 표현 규칙(Display Rule:

Ekman & Friesen, 1969)에 있어 더 많은 악영향을 받는다. 정서 표현

규칙이란 정서 표현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관습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칙은 개인이 실제로 느끼는 정서를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약

화시키거나, 과장하거나, 혹은 완전히 숨기도록 한다(Ekman, 2003). 즉,

화목과 조화 및 집단의 통합을 강조하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실

제로 느끼는 강한 분노 정서를 더욱 억압하며, 이는 개인의 신체 및 정

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폴란드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Kruczek(2015)와 달리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

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차이가

분노억제에 대한 상반된 결과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에서도 분노억제는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양식으로 나타나므로

(예, 김교헌, 전겸구, 1997; Cautin et al., 2001; Novaco, 1979; Zaitsoff et

al., 2002), 대처유연성과 분노억제의 부적 상관은 대처유연성의 적응적

기능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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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대처유연성은 상태분노와는 약한 부적 상관(=-.12,

p<.05)이 나온 반면, 특성분노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러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 결과는 부족하다.

그러나 대처유연성은 다양한 대처전략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 때 각각의 대처전략들은 분노와 서로 다른 상관 패

턴을 보이기 때문에 대처유연성과 특성분노가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분노 상황에서의 각각의 대처전략들이

특성분노와 서로 다른 상관 패턴을 보인 서수균과 김윤희(2010)의 연구

와도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 대처유연성과 대처전략 간 상관을 보면, 문제 중심적 대처

전략, 정서표출 및 사회적지지 추구 전략, 긍정적 해석과 수용 전략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 인지적 행동적 회피 전략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

을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김은정(2014), 송지은과 유성은(2018)의 연구

에서는 대처유연성과 정서표출 및 사회적지지 추구 전략이 상관이 없었

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대처유연성과 정서표출 및 사회적지지 추구 전

략이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 것이다. 김은정(2014)의 경우 메타인지적 요

인인 평가적 대처가 제외된 상태의 대처유연성이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

는 메타인지적 개념이 포함된 대처유연성을 측정했기 때문에 정서 중심

적 대처에 대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송지은과

유성은(2018)의 연구의 경우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네 가지 개별 대처전략을 통제한 후에도 대처유연성이 분노

표현양식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대처유연성

은 분노억제와 분노조절에서 추가적인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대처유연

성이 기존 대처전략으로 설명할 수 없는 대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

공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목할 점은 대처유연성이 분노표출을 정적으

로 예측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대처유연성의 하위요

인을 분석하면, 대처행동 유연성만 정적으로 분노표출을 예언하였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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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 대처자원과 대처행동 평가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메타대처 요인이 없는 대처유연성은 오히려 부적응적인 결과로 이어

질 수 있으며, 대처유연성을 적응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인지적 요

인을 향상시키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네 번째로 스트레스와 분노표현양식 간의 관계에서 대처유연성의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성 집단의 경우 스트레스가 분노조절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처유연성이 조절효과를 보였으며, 여성 집단의 경우 스트레

스가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처유연성이 조절효과를 보였다. 결

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성 집단의 경우 스트레스가 낮을 때는

대처유연성 수준과 상관없이 분노조절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높은 경을 때 대처유연성이 낮은 집단은 분노조

절이 낮아지는 반면, 대처유연성이 높은 집단은 반대로 분노조절이 높아

지는 양상을 보였다. 여성 집단의 경우 스트레스가 낮을 때는 대처유연

성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분노억제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높을 때는 대처유연성이 높은 집단이

대처유연성이 낮은 집단보다 스트레스와 분노억제 간의 정적인 관계가

더 약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집단 모두 스트레스 수준이 높

을수록 대처유연성이 적응적인 분노조절의 증진이나 부적응적인 분노억

제의 감소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조절효과는 상호작용항의 유

의미성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효과 크기를 부가적인 판단기준으로 삼

았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 더욱 지지된다.

대처유연성은 분노표출에 대해서는 각 가설과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내

지 않았다. 즉, 분노표출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며, 스트레스와 분노표

출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지 않았다. 이는 분노억제나 분노조절 같

은 감정의 내적인 영역에서는 인지적 과정에 해당하는 대처유연성이 관

련이 있었던 반면, 분노의 감정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외적인 행동화 부

분에서는 관련이 적다고 해석할 수 있다. Bilodeau(1992)는 사건이 생기

면 먼저 인지적 과정을 통해서 그 사건을 지각하고, 지각한 후에는 화학

반응이 신체 내에서 일어나며, 이 화학반응이 흥분 행동으로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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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동이 타인의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그 반응이 다시 지각된다는 분노

의 순환적 발생과정을 주장하였다. 즉, 분노의 표출은 행동적 특성에 해

당하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인지적 과정이 많은 분노억제나 분노조절에

비해 제3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대처유연성과 개

념적으로 유사한 심리적 유연성에 초점을 둔 분노수용 프로그램을 실시

한 결과, 분노억제와 분노조절은 유의한 효과가 있었지만 분노표출은 유

의한 효과가 없었다는 이상은(2010)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면이 있다. 또

한, 전현숙과 손정락(2011)의 마음챙김 척도 중 메타인지적 요인에 해당

하는 현재자각(present awareness)이 분노억제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

이 있었던 반면, 분노표출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연구 1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유연성,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이 상호 간

에 가지는 관계와 더불어 스트레스와 대처유연성이 분노 및 분노표현양

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이론적 논의와 연구 1의 결과

를 종합할 때, 대처유연성의 증진, 그리고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의 개선

을 위해서는 대처유연성의 인지적 측면에 대한 개입이 우선적으로 실시

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대처유연성, 분노 및 분노

표현양식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성장 글쓰기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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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 성장 글쓰기가 대처유연성, 분노 및 분

노표현양식 개선에 미치는 영향

연구 1에서는 대처유연성이 분노억제와는 부적 상관을, 분노조절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분노억제와 분노조절의 경우 대처유연성이 기존의

개별적인 대처전략에 비해 증분 설명량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남

성 집단에서는 스트레스와 분노조절 간 관계, 여성 집단에서는 스트레스

와 분노억제 간 관계에서 대처유연성이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특히, 연구 1의 결과를 통해 대처유연성이 적응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요인이 반영되어야 하며, 대처유연성을 적응적으로 증

진시키기 위해서는 대처유연성과 관련된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분노조절 및 분노처리과정에서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Deffenbacher, Story, Hogg & Brandon, 1987;

Kendall, 1993; Larson, 1992; Novaco, 1975, 1979; Sharkin, 1988). 예를

들어, Berkowitz(1990)에 따르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느낌을 깨달았을 때

다소 놀라고 혼란스러워하나,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인지적 활동을 촉진할

경우 그들이 느낀 것들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가장 바람직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하고, 이러한 신중함이 그들의 행동을 조절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대처가 포함된 인지 과정은 분노가 어떻게 표현될지

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Lazarus(1991)에 의하면, 정서적 접촉

과정에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것과 행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평가

와 함께 이를 다루기 위한 대처전략을 함께 생각해내고자 한다. 이 때의

대처 과정을 통해 공격에 대한 충동을 더 확장시킬 수도, 제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인지적 요인을 강조하는 흐름에 따라, 최근 실시되는 대처유연

성,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 개선 프로그램에서는 인지적 중재에 초점을

둔 기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강신덕, 1977; Cheng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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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g et al., 2007; Schwartz & Rogers, 1994). 그러나 기존의 프로그램

들은 주로 교사나 상담 전문가에 의해 집단상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대처유연성 프로그램의 경

우 모두 적합도 관점에 기반하기 때문에 지각된 능력의 관점에 비해 타

당도나 효과 크기가 떨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글쓰기 치료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처치가

될 수 있다. 글쓰기 치료는 개인이 경험한 사건에 대하여 글을 쓰는 치

료법으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처치를 수행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며, 트라우마,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을 감소시키고 주

관적 안녕감과 같은 심리적 적응을 증가시키는 등 그 효과성이 입증된

바 있다(손희정, 신희천, 2013; 최가영, 2015; Foa & Kozak, 1986; Gr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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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들과 연구 1의 결과를 고려할 때, 인지적 재평가를 실시하는

글쓰기 처치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처유연성의 증진, 분노 및 분노표현양

식의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 2에서는

성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장 글쓰기 처치를 제공한 후 이러한 처치가

가지는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성장 글쓰기가 표현

적 글쓰기와의 비교에서 더 큰 처치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추가로, 글쓰기 처치 전후의 스트레스, 대처유연성, 분노 및 분노표현양

식의 변화량을 함께 측정함으로써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러한 효과가 나

타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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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1. 성장 글쓰기 처치는 대처유연성,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을 유의하

게 개선시킬 것이다.

1-1. 성장 글쓰기 처치는 대처유연성 수준을 유의하게 증가시킬 것이다.

1-2. 성장 글쓰기 처치는 분노 수준을 유의하게 감소시킬 것이다.

1-3. 성장 글쓰기 처치는 분노억제 수준을 유의하게 감소시킬 것이다.

1-4. 성장 글쓰기 처치는 분노표출 수준을 유의하게 감소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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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성장 글쓰기 처치는 분노조절 수준을 유의하게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 2. 성장 글쓰기 집단은 표현적 글쓰기 집단보다 대처유연성,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의 개선 정도가 클 것이다.

가설 3. 대처유연성 증진 정도와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의 개선 정도는

유의한 상관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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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여자

본 연구에는 대학생 55명이 참여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서울여자대학

교, 충남대학교, 부경대학교 커뮤니티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모집하였

다. 설문 및 실험은 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대상에 한하여 수행되었다. 이 중 불성실한 수행 및 누락

된 수행을 제외하여 총 4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의 평

균 연령은 만 22.02세(SD=2.09, 범위 18∼27세)였으며, 이 중 남성 참여

자 21명의 평균 연령은 만 22.14세(SD=2.52, 범위 18∼27세), 여성 참여

자 27명의 평균 연령은 평균 연령은 만 21.93세(SD=1.73, 범위 18∼25세)

였다. 또한 성장 글쓰기 참여자 25명의 평균 연령은 만 22.24세(SD=2.17,

범위 18∼27세), 표현적 글쓰기 참여자 23명의 평균 연령은 만 21.78세

(SD=2.02, 범위 18∼26세)였다. 본 연구는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IRB No. 1908/003-030).

측정도구

인구통계학적 정보.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대학생인지 여부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Life Stress Scale-Revised;

LSS-R). 연구 1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처 척도(Coping Orientation to the Problem Experienced;

COPE). 연구 1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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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대처유연성 질문지(Coping Flexibility Questionnaire;

COFLEX). 연구 1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상태-특성분노 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K). 연구 1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절차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연구명과 연

구내용을 공지한 뒤, 이용자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참여를 확정한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실험

실에 방문하여 사전 설문에 응답하였다. 이후 참여자는 표현적 글쓰기

집단 혹은 성장 글쓰기 집단에 무선 할당되어 각 집단에 부합하는 글쓰

기 처치를 받았다. 두 집단 모두 참여자의 스트레스 경험에 대하여 글쓰

기 처치를 수행하였으며,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실험 참여자는 귀가 후 3일에 한 번씩 총 2회의 추가적인 글쓰기 과제

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3일에 한 번씩 참여자에게 글쓰기 처치 지시문

및 링크를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전송하였다. 글쓰기 처치 마지막

날에 사전 설문과 동일한 척도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치료의 장

기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자들은 마지막 회기 2주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링크를 받은 뒤 동일 척도로 추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글쓰기 처치에 총 55명의 참여자가 지원하였으나 중도 탈락자, 일괄 응

답자 등 통계적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7명을 제외하고 자료를 분석하였

다.

성장 글쓰기의 구성

Guastella와 Dadds(2009)의 성장 글쓰기 절차를 토대로 하여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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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성장 글쓰기 절차
글쓰기 주제 내용

노출

사건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재경험하기

- 최근 3개월간 경험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사항

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난대로 묘사

-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본 것 등 지각에 대해

자세히 기술

- 모든 것을 다시 감지하고, 그 당시 자신의 반응(사고, 감정, 신체

적 감각, 행동 등)을 묘사

재평가

원인을 식별하고 대안적인 조망 찾기

- 스트레스의 원인 탐색

-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탐색

- 스트레스 대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방식 탐색

이점 찾기

스트레스 경험의 긍정적인 부분을 탐색하기

- 힘들었던 스트레스 사건이 자신에게 주는 이점들에 대해 글쓰기

- 자기 자신, 타인과의 관계, 세계관의 세 가지 영역에서 탐색

- 이점의 결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자세히 묘사

와 관련된 지시문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실험 참여자의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노출, 재평가, 이점 찾기 순서로 구성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은 각자

의 스트레스 경험에 대하여 매 회기마다 노출, 재평가, 이점 찾기 순서로

글쓰기를 수행하였다. 각 글쓰기의 절차 요약은 표 7과 같으며, 지시문

전문은 부록 9에 제시하였다.

표현적 글쓰기의 구성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표현적 글쓰기(Pennebaker, 1997) 지시문

을 스트레스와 관련된 지시문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스트레스 경험을 떠올린 후 그에 대한 깊은 감정과 생각을 30분간 자유

롭게 쓰도록 지시하였다. 표현적 글쓰기 집단에 제시된 지시문은 표 8과

같다.



- 48 -

표 8. 표현적 글쓰기 지시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쓰기 번째 날입니다.

글쓰기를 하실 때 맞춤법이나 글씨체, 표현 방식은 신경 쓰지 않으

셔도 됩니다. 글을 쓰는 시간은 30분입니다. 주제에 맞는다면 어떤 내

용을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쓰는 글은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

며, 경험에 대해 어떠한 평가나 해석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쓰기는 오로지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마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글쓰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떠올려보세요. 당신이 경험

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글을 쓰길 바랍니다. 글을 쓰면서 자신의 매우 깊은 정서와 생각을

느끼고 탐색하기 바랍니다.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팁>

1) 최소한 30분을 써주세요. 더 오래 쓰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2) 글을 쓰시다가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원

래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3) 더 이상 쓸 내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이미 썼던 것을 반복해서

쓰셔도 상관이 없으며, 문법에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통계 분석

연구 2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구하고 집단 간 사전

동등성 검증을 위하여 일원분량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각 글쓰기 조건별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사전 검사와 추후

검사시 처치효과가 있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검정을 실시하였

다. 이 때 참여자의 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변화량을 산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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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Cohen(1988)의 효과 크기(effect size )를 구하였다. 일반적으로 효과

크기가 0.2 이하일 때 효과 크기 없음, 0.2 이상 0.5 미만일 때 낮은 효과

크기, 0.5 이상 0.8 미만일 때 중간 효과 크기, 0.8 이상일 경우 높은 효

과 크기라고 판단한다(Van Etten, Michelle, & Taylor, 1998). 또한 사후

검사, 추후 검사에서 글쓰기 조건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검사

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사전 검사와 추후 검사의 종속측정치 변화량 간

의 상관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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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기술통계 및 두 집단 간 사전 동등성 검증

스트레스, 대처유연성,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의 집단 간 사전 동등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의 남녀구성비율과 연령을 비롯한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사전 동등성이 확보되었다.

표 9. 각 종속측정치들의 사전 동등성 검증: 변량분석표(N=48)
종속변인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유의확률

연령

집단간 2.51 1 2.51

0.57 .45집단내 202.47 46 4.40

전체 204.98 47

스트레스

집단간 361.11 1 361.11

0.05 .83집단내 366232.37 46 7961.57

전체 366593.48 47

대처유연성

집단간 13.22 1 13.22

0.40 .53집단내 1516.45 46 32.97

전체 1529.67 47

특성분노

집단간 13.13 1 13.13

0.37 .55집단내 1638.79 46 35.63

전체 1651.92 47

상태분노

집단간 0.73 1 0.73

0.03 .86집단내 1089.19 46 23.68

전체 1089.92 47

분노억제

집단간 20.65 1 20.65

0.50 .48집단내 1903.83 46 41.39

전체 1924.48 47

분노표출

집단간 5.51 1 5.51

0.28 .60집단내 891.74 46 19.39

전체 897.25 47

분노조절

집단간 1.08 1 1.08

0.03 .87집단내 1803.40 46 39.20

전체 1804.48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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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조건별 효과분석

각 글쓰기 조건별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그리고 추후 검사에서 어

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검정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비교

글쓰기를 시작하기 전과 비교하여 글쓰기 종료 직후의 변화가 얼마나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글쓰기 조건 내에서의 치

료 전 측정치와 글쓰기 종료 직후 측정치의 평균을 가지고 대응표본 

검정을 실시하였다. 성장 글쓰기 집단의 경우, 대처유연성( 2.58,

p<.05)과 특성분노( 2.20, p<.05)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또한 상태분노( 1.90, p=.07)도 낮아지는 경

향성을 보였다. 효과 크기를 살펴보면, 대처유연성( 0.54)은 중간 효과

크기, 특성분노( 0.27), 상태분노( 0.32)는 낮은 효과 크기를 보였다.

그러나 표현적 글쓰기 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성장 글쓰기 집단에서 대처유연성이 네 가지 개별 대처전략과 비

교하여 글쓰기 종료 직후의 변화가 더 컸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검정을 실시하였다(부록 10). 그 결과, 대처전략에서는 긍정적 해석 및

수용 전략에서만 유의미한 향상( 2.69, p<.05)을 보였으며, 중간 효

과 크기( 0.68)를 보였다.

사전 검사와 추후 검사의 비교

글쓰기 처치가 끝난 후 2주 후까지 치료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검사와 추후 검사를 가지고 대응표본  검정을 실



- 52 -

표 10. 집단 별 사전, 사후 및 추후 측정치의 평균(표준편차)

집단 척도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추후 검사 사전-사후 사전-추후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성장 글쓰기

( 25)

스트레스 230.64(84.86) 222.08(112.20) 202.04(116.52) 0.66 0.09 1.92† 0.28

대처유연성 32.92(6.44) 36.16(5.52) 36.84(6.90) 2.58 0.54 2.38 0.59

특성분노 21.96(6.58) 20.12(7.07) 19.00(5.92) 2.20 0.27 3.22 0.47

상태분노 17.16(5.07) 15.60(4.77) 15.16(4.14) 1.90† 0.32 2.30 0.43

분노억제 18.60(5.72) 18.52(5.51) 18.60(6.03) 0.11 0.01 0.00 0

분노표출 15.20(5.04) 14.68(3.65) 13.72(3.84) 0.75 0.12 2.03† 0.33

분노조절 21.04(6.37) 21.00(5.20) 21.60(5.20) 0.05 0.01 0.54 0.10

표현적 글쓰기

( 23)

스트레스 236.13(93.67) 235.96(100.96) 236.43(102.00) 0.02 0.00 0.03 0

대처유연성 31.87(4.86) 32.52(5.44) 33.96(5.71) 1.07 0.16 1.91† 0.39

특성분노 20.91(5.22) 20.61(6.46) 20.78(5.95) 0.38 0.05 0.16 0.02

상태분노 16.91(4.63) 16.65(5.48) 16.61(4.62) 0.40 0.05 0.38 0.06

분노억제 19.91(7.13) 20.22(6.41) 20.65(6.29) 0.34 0.05 1.03 0.11

분노표출 14.52(3.58) 15.04(4.42) 15.57(4.50) 1.08 0.13 1.74† 0.26

분노조절 20.74(6.14) 21.26(4.78) 21.74(5.28) 0.91 0.09 1.59 0.17

†p<.1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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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성장 글쓰기 집단의 경우, 대처유연성( 2.38, p<.05), 특

성분노( 3.22, p<.01), 상태분노( 2.30, p<.05)의 추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또한 스트레스( 1.92,

p=.067), 분노표출( 2.03, p=.054)은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효

과 크기를 살펴보면, 대처유연성( 0.59)은 중간 효과 크기, 스트레스

( 0.28), 특성분노( 0.47), 상태분노( 0.43), 분노표출( 0.33)은 낮

은 효과 크기를 보였다. 반면 표현적 글쓰기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감소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또한 성장 글쓰기 집단에서 대처유연성이 네 가지 개별 대처전략과 비

교하여 치료의 효과가 더 지속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검정을

실시하였다(부록 10). 그 결과, 대처전략에서는 긍정적 해석 및 수용 전

략에서만 유의미한 효과( 3.05, p<.01)를 보였으며, 중간 효과 크기

( 0.65)를 보였다.

글쓰기 조건간의 치료효과 비교분석

사후 검사와 추후 검사 시 글쓰기 조건 간에 측정시기 별로 처치효과

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공변량분석(ANCOVA)을 통해 알아보았으

며, 그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사전-사후 변화량 집단 비교

사후 검사 시 치료조건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검사를 공변

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ANCOVA)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대처유연

성 수준에서만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5.633,

p<.05). 이는 성장 글쓰기 집단의 대처유연성 증가 정도가 표현적 글쓰

기 집단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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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사전, 사후 및 추후 측정치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N=48)
측정변인 제 Ⅲ유형 제곱합  F 부분 

사전-사후

스트레스 846.639 1 0.233 .005

대처유연성 108.791 1 5.633 .111

특성분노 24.912 1 1.513 .033

상태분노 18.471 1 1.477 .032

분노억제 6.375 1 0.473 .010

분노표출 8.228 1 1.142 .025

분노조절 2.598 1 0.373 .008

사전-추후

스트레스 10027.794 1 2.324 .049

대처유연성 73.405 1 2.012 .043

특성분노 77.135 1 4.661 .094

상태분노 30.018 1 2.428 .051

분노억제 13.739 1 0.893 .019

분노표출 62.801 1 7.003 .135

분노조절 1.259 1 0.098 .002

p<.05.

사전-추후 변화량 집단 비교

추후 검사 시 치료조건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검사를 공변

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ANCOVA)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특성분노

수준( 5.633, p<.05), 분노표출 수준( 7.003, p<.05)에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는 성장 글쓰기 집단의 특성분

노 수준과 분노표출 수준이 더 많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종속측정치 변화량 간의 상관

대처유연성의 증가 정도가 분노 감소 및 분노표현양식의 개선에 영향

을 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변화량 간 상관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사전-사후 상관을 보면, 대처유연성의 변화량은 특성분노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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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성장 글쓰기 집단의 변화량 간 상관(25)

특성분노 상태분노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조절

사전-

사후
대처유연성 -.50 -.54 .05 -.57 .41

사전-

추후
대처유연성 -.42 -.39† -.03 -.51 .63

†p<.10. p<.05. p<.01.

량( -.50, p<.05), 상태분노의 변화량( -.54, p<.01), 분노표출

의 변화량( -.57, p<.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 분노조절의 변화량

(  .41, p<.05)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분노억제 변화량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사전-추후 상관을 보면, 대처유연성의 변화량은 특성분노의

변화량( -.42, p<.05), 분노표출의 변화량( -.51, p<.01)과 유

의미한 부적 상관, 분노조절의 변화량(  .63, p<.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상태분노의 변화량( -.39, p=.057)과도 유의미한 수준

에 가까운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대처유연성의 변화량은 분노억제

의 변화량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대처유연성 하위요인

의 변화량과도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부록 11). 따라서 가설 3은 부분적

으로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6

과 같다. 그림 6은 측정 시기에 따른 집단 간 비교를 평균비교로서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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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측정시기에 따른 집단 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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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연구 2에서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성장 글쓰기가 대처유연성, 분노,

분노표현양식의 개선에 효과적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

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성장 글쓰기 처치 집단과 표현적 글쓰기 처치

집단으로 나누어 처치 집단 내 차이,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고, 사전-

사후, 사전-추후 측정치의 변화량 간 상관을 분석하였다.

처치 집단 내 차이 비교 결과, 성장 글쓰기 집단은 사전-사후 검사에

서 대처유연성은 증가하고 특성분노는 감소했으며, 사전-추후 검사의 경

우 대처유연성은 증가하고 특성분노, 상태분노는 감소하였다. 반면 표현

적 글쓰기 집단의 경우 모든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러한 결과는 Park과 Folkman(1997)이 주장한 의미부여과정을 통해 대처

유연성의 증진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인지적 재평가에 초점

을 둔 글쓰기가 분노-인지 반응 수준을 낮춘다는 김세진과 김교헌(2005)

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성장 글쓰기 집단에서는 글쓰기

종료 14일 후에도 대처유연성의 증진 효과가 유지되었다. 기존의 대처유

연성 증진 프로그램 역시 처치효과는 장기간 유지되었으나(Cheng et al.,

2007, Cheng et al., 2012), 본 연구는 성장 글쓰기라는 단기간의 자가 치

료로 대처유연성을 증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성장 글쓰기라

는 자기조절 전략 학습을 통해 인지적 재평가 과정을 학습했다는 점(설

지윤, 2018; 이지혜, 2018)에서 더욱 의의를 가진다.

또한 성장 글쓰기 집단에서 대처유연성은 처치효과가 나타난 반면, 대

처전략은 긍정적 해석 및 수용 전략에서만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장 글쓰기 처치가 개별 대처전략보다 대처유연성을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처전략 중 긍정적 해석

및 수용 전략이 유의미한 처치효과를 보인 점은 사건 경험의 긍정적 측

면을 찾는 ‘이점 찾기’ 과정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성장 글쓰기가 용서 및 긍정 정서에 대해 유의미한 처치효과를 보

인다는 최가영(2015)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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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장 글쓰기 집단에서 스트레스, 대처유연성, 특성분노, 상태분

노, 분노표출은 글쓰기 종료 직후보다 글쓰기 종료 2주 후에 더 좋은 효

과 크기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장 글쓰기가 심리적 측면에서 지속

적인 변화를 야기한다는 Guastella와 Dadds(2009)의 연구와 일치한다.

즉, 성장 글쓰기의 ‘다중정서처리 과정’이 단계적인 인지처리를 유도하여

인지 도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처치 집단 간 차이 비교 결과, 사후 검사에서 성장 글쓰기

집단은 표현적 글쓰기 집단에 비해 대처유연성의 증가 정도가 컸으며,

추후 검사의 경우 특성분노 및 분노표출 감소 정도가 컸다. 이러한 결과

는 성장 글쓰기가 표현적 글쓰기에 비해 전반적인 심리적 적응 및 부적

응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효과 크기를 보였다는 선행연구(Frattaroli,

2006; Guastella & Dadds, 200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분노 및 분

노표현양식 일부에서 집단 간 차이가 관찰되지 못한 이유가 참여자가 부

족했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효과 크기(
)를 사용하여 변인을 살펴보았

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스트레스, 대처유연성, 특성분노, 상태분노, 분노

억제, 분노표출에서 유의미한 효과 크기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자

수를 늘린 후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다면 스트레스, 대처유연성, 특성분

노, 상태분노, 분노억제, 분노표출의 변화량에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

가 발견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성장 글쓰기의 개별적 단계가 독립적인 치료효과를 가진다는 것은 다

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Davey, 1997; Foa & Kozak,

1986; Taylor, Lichtman, & Wood, 1984). 그러나 각각의 치료과정이 하

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결합되었을 때, 그 효과는 단순 합 이상으로 나타

날 수 있다(Guastella & Dadds, 2009). 이러한 점에서 노출, 재평가, 이

점 찾기로 구성된 성장 글쓰기의 단계적인 구조는 표현적 글쓰기와 비교

하여 인지적 변화에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스트레스와 분노표현양식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인 대처유연성

에 대한 개입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인 점은 주목할 만하

다. 스트레스 척도로 사용된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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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개인에게 일어난 스트레스 사건의 빈도와 중요도를 측정하는 척도

이기 때문에, 측정이 이루어진 20일 동안의 스트레스 감소는 실제 스트

레스 사건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음챙김 훈련, 인지

행동 기술 및 이완 반응 훈련 등의 처치가 지각된 스트레스를 감소시켰

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Baer & Hunsinger, 2012; Deckro et al.,

2002),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사건 자체가 아니라 개인이 지각하는 스

트레스 정도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탐색

하기 위하여 각 설문 사이에 중대한 스트레스 사건이 있었는지를 측정하

는 절차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결과 중 하나로, 성장 글쓰기에서 대처유연성의 증가 정도가 다

른 변인들의 개선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본 결과, 대처유연성의 증가는

특성분노, 상태분노, 분노표출의 감소 및 분노조절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대처유연성의 증가 정도가 분노 감소 및 분노표현양

식의 개선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처유연성의 변화

량은 분노억제의 변화량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는데, 이는 대처유연성

의 증가가 무력감 사고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

다. 서수균(2004)에 따르면, 타인비난/보복과 관련된 사고와 무력감과 관

련된 사고를 함께 보이는 분노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은 타인을 비난하고

싶거나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도 이를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억제할 확률이 높다. 즉, 무력감 사고는 개인의 공격충동이나 분노를 행

동으로 표출할지, 아니면 억제할지를 예언하는 변인으로 여겨진다. 또한

분노통제/건설적 대처는 분노통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 따라서

대처유연성의 증가는 타인비난/보복 및 분노통제/건설적 대처와 관련된

변인들을 개선시켜 분노표출 감소 및 분노조절 증가로 이어진 반면, 무

력감 사고는 개선시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무력감은 회피, 소

망적 사고와 함께 대처의 한 종류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Vriezekolk,

Van Lankweld, Geenen, & Van Den Ende, 2011), 추후 연구에는 대처

유연성과 무력감 사고 간의 관계를 자세히 규명함과 동시에 참여자들이

무력감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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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억제의 경우 집단 내 차이, 분노조절의 경우 집단 내 차이와 집단

간 차이 모두에서 유의미한 처치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글쓰기 처치 구조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글쓰기 효과는 한 회

기 동안 글을 쓴 시간이 길수록, 회기 간 간격이 길수록 더 크게 나타난

다(Smyth, 1998). 분노억제 및 분노조절에 대한 유의미한 처치효과를 보

인 기존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김은현, 2005; 신미경, 2012; 최인경,

2008)의 회기를 보면 매 회기 1∼2시간, 약 1주일 간격으로 10∼12회기

를 실시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하루 30분씩 3일 간격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분노억제와 분노조절의 고정되고 자동화된 인지적 부분을 효과적

으로 재구성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첫

번째 글쓰기 이후의 처치는 개인이 연구자와 대면하지 않은 상태로 스스

로 처치를 수행했기 때문에 과제 몰입도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마

지막으로, 자유롭게 글을 쓰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문을 하듯

이 글을 쓰는 경우와 같이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처

치의 효과가 반감되었을 수 있다.

연구 2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성장 글쓰기 집단에서 처치 전후로 대처

유연성, 특성분노, 상태분노의 개선이 나타났고, 집단 간 비교에서는 성

장 글쓰기 집단에서 스트레스, 대처유연성, 특성분노, 상태분노, 분노억

제, 분노표출에서의 개선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일부 결과는 효과 크기

(
)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보다 많은 참여자를 대상으

로 장기간 처치를 실시하여 보다 정확하게 결과를 확인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집단 프로그램보다 경제성 및 접근성이 높은 글쓰기

처치를 바탕으로 개인의 대처유연성을 증진하며, 이를 통해 분노 및 분

노표현양식의 개선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처치는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서술해야 효과가 있으나,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상황적 조건으로 인해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

는 이러한 실험상의 문제를 개선하여 더욱 엄격하고 세밀하게 실험을 수

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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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임상 및 일반 성인 집단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본 연구와 달리 대처유연성이 정

서 중심적 대처와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송지은, 유성

은, 2018),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성장 글쓰기 처치를 재실시하여 보다

일반화된 결과를 얻을 필요가 있다. 셋째, 두 처치 모두 동일한 연구자가

진행하여 편향이 발생했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가설을 모르는 제3자가

진행하여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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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논의

초기 성인으로서의 규범과 책임 등 발달적 과업을 습득해야하는 중요

한 시기에 놓인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분노는 여러 부적응적인 상태와 연

관된다는 점에서 깊게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분노와 분노표현양식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대처유연성의

향상을 제시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대처유연성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확

인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대처유연성,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유연

성이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

또한 성장 글쓰기 처치를 통해 대처유연성,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의 개

선을 시도하고, 표현적 글쓰기의 효과와 비교하였다.

연구 1에서는 스트레스와 대처유연성이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먼저, 대처유연성은 분노억제와 부적 상관이, 분

노조절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상태분노와 약한 부적 상관이 있음을 확

인하였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대처유연성은 네 가지 개별 대처전략을

통제한 후에도 분노억제 및 분노조절을 추가적으로 예측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처유연성은 스트레스와 분노억제, 스트레스와

분노조절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대처전략이 각 분노표현양식과 상관을 가지며, 스트레스와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선행연구(김선희, 김은

하, 김태훈; 2014; 김수주, 2002; 박지영, 2009; 이승현, 2010; 이은희,

2004; 이창식, 김윤정, 2004; Billings & Moos, 1983)와도 일부 일치한다.

한편, 대처유연성은 분노표출과 관련하여 가설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

는데, 이는 대처유연성이 분노억제나 분노조절 같은 인지적 영역과는 관

련이 있었지만, 분노의 감정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외적인 행동화 부분에

서는 관련이 적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는 인지적 과정이 발생한

후 외현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는 분노의 순환적 발생과정(Bilodeau, 1992)

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 즉, 분노의 표출은 행동적 특성에 해당하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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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상대적으로 인지적 과정이 많은 분노억제나 분노조절에 비해 제3요

인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추론된다.

스트레스가 대처유연성의 메타대처 요인과 부적 상관을 보인 점, 대처

행동 유연성만 분노표출을 정적으로 예언하고 메타대처 요인에서는 유의

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대처유연성이 적응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메타대처 요인이 반영되어야 함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처유연성이 메타대처 요인이 포함된 인지적 과정을 거

쳐 발생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며(Cheng, 2003; Cheng &

Cheung, 2005), 대처유연성을 적응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지

적 요인은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므로, 대처

유연성에 대한 인지적 개입은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의 개선과도 연관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연구 2에서는 실제로 대학생에게 글

쓰기 처치를 적용해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인지적 재평가를 실시한 후,

이러한 재평가가 대처유연성,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 등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개선시키는지 확인하였다.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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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ta, Dozois, & Burns, 2004), 자가 치료의 일환인 성장 글쓰기 처치

가 도입되었으며, 기존의 글쓰기 관련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적

글쓰기 처치를 비교군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성장 글쓰기 집단에서 대처유연성, 특성분노, 상태분노의

개선이 나타났고, 집단 간 비교에서는 성장 글쓰기 집단이 표현적 글쓰

기 집단보다 대처유연성, 특성분노, 분노표출의 개선이 더 큰 것으로 관

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구조화된 글쓰기가 비구조화된 글쓰기에 비해

다양한 심리적 적응 및 부적응에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측면이 있고(Frattaroli, 2006; Guastella & Dadds, 2009), 긍정

적 글쓰기가 심리적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Burton & King, 2004; King,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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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스트레스와 분노표현양식 간의 관계

에서 조절변인인 대처유연성에 대한 개입이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사건 자체가 아니라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감소했음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

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 중 대처유연성을 중점적으로 탐색하고 검증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을 매개 혹은 조절하

는 변인으로 문제 중심적 대처, 정서표출과 사회적지지 추구, 긍정적 해

석과 수용, 인지적 행동적 회피 등의 개별 대처전략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김선희, 김은하, 김태훈; 2014; 김수주, 2002; 이은희, 2004;

이창식, 김윤정, 2004; Billings & Moos, 1983), 대처유연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대처유연성을 주요 조절 요인으로 고

려하여 검증함으로써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스트레스가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 특

히 대처유연성이 네 가지 개별적 대처전략의 영향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분노억제 및 분노조절에 대해 유의미한 추가 설명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대처유연성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메타대처 요인이 반영이

되어야 하며, 대처유연성을 적응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인지적 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현재 대처

유연성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메타인지적 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적

합도 관점을 채택하였기 때문에(Cheng, 2001; Cheng, 2003; Gan et al.,

2007; Zong et al., 2010), 적합도 관점에서 측정된 대처유연성과 다른 심

리적 변인들 간의 관계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지각된 능력 관점에서

측정된 대처유연성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각된 능력 관점에서의 대처유연성을 기준으로 다른 심리적 변

인과의 관계를 재확인할 필요성을 제공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3회기의 글쓰기 처치가 대처유연성 증진,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대처유연성 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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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및 분노표현양식 개선을 위한 자가 처치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대

처유연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의 경우 장기간 집단 프로그램으로 진행되

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Cheng et al., 2007; Cheng et al., 2012),

본 연구의 성장 글쓰기는 시간적 측면과 접근 가능성에서 경제적인 우위

를 가진다. 특히, 글쓰기의 중장기적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성장 글쓰기가

스트레스 사건을 겪은 내담자의 인지도식의 변화를 보다 근본적이고 장

기적인 방식으로 유도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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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여러 혼입 변인들이 있었다. 우선, 연구 1에서 참여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설문에 응답했으며, 연구 2 역시 첫 번째 글쓰기 이후로는 연구자

와 대면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 수행 장소, 시간, 주의 집중, 개인적 경

험 등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자극을 통제하지 못하였

다. 또한 연구자가 두 글쓰기 처치를 모두 진행하여 편향이 나타났을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분석을 위해 매 회기마다 표준화된 공간에서 설문

및 글쓰기를 실시하는 등 혼입변인을 최대한 통제한 후 프로그램이 진행

되어야 할 것이며, 연구 가설을 모르는 제3의 전문가가 처치를 진행해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결과 분석에 사용한 모든 측정도구들은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스트레스, 대처전략, 대처유연성, 분노, 분노표현양식에 대해

개인이 지각한 수준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관

찰자 평정 척도와 생리적 지표 등을 반영하여 왜곡된 응답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심리적 변인들에 대한 참여자의 수준을 보다 정교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표본 수가 적고 대상이 대학생으로 제한되어 있어 결과의 일반

화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표본 수, 보다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대처유연성이 분노 및 분

노표현양식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에 영향

을 미치는 여러 심리적 변인 중 대처유연성의 고유 역할을 집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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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성장 글쓰기라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처

치를 제안하여 대처유연성,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 개선을 위한 자가 처

치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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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경험빈도 중요도

전

혀

조

금

상

당

히

자

주

전

혀

조

금

상

당

히

매

우

1. 취업을 위한 준비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

았다

0 1 2 3 0 1 2 3

2. 졸업 후 취직을 못할 것 같아 걱정했다 0 1 2 3 0 1 2 3

3. 진로와 취직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힘들었

다

0 1 2 3 0 1 2 3

4. 사회적 편견(예, 성차, 지방대학 등)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했다

0 1 2 3 0 1 2 3

5. 이성 친구와의 사이가 매우 악화되었다 0 1 2 3 0 1 2 3

6. 이성 친구가 나의 의견에 따라주지 않았다 0 1 2 3 0 1 2 3

7. 이성 친구와 심하게 싸웠다 0 1 2 3 0 1 2 3

8. 이성 친구와 헤어졌다 0 1 2 3 0 1 2 3

9.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대학생활이 위축되었

다

0 1 2 3 0 1 2 3

10. 학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0 1 2 3 0 1 2 3

11. 용돈이 부족해서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

았다

0 1 2 3 0 1 2 3

12. 경제생활이 어려워서 취미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없었다

0 1 2 3 0 1 2 3

13. 부모와 의견충돌이 있어서 싸웠다 0 1 2 3 0 1 2 3

14. 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0 1 2 3 0 1 2 3

15. 집안 식구가 나에게 불필요하게 간섭했다 0 1 2 3 0 1 2 3

16.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 0 1 2 3 0 1 2 3

부록 1.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LSS-R)

아래에는 당신이 일상 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사건들이 적혀 있습니다. 각 문항들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각 사건이

지난 1 년(12 개월) 동안 당신에게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가를 왼쪽에

있는 경험 빈도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신이 지난 1 년(12 개월) 동안 경험하신 사건—경험 빈도에서

1 이상—에 국한해서 그 사건에 대한 중요도를 오른쪽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중요도는 당시 그 사건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했었냐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생활 사건을 평가하실 때

당시 사건을 재경험하시면서 모든 문항에 대하여 성의껏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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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친구로부터 배척을 받았다 0 1 2 3 0 1 2 3

18. 친구가 나를 무시했다 0 1 2 3 0 1 2 3

19. 교수의 인격에 대해 실망했다 0 1 2 3 0 1 2 3

20. 교수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랐

다

0 1 2 3 0 1 2 3

21. 교수의 불성실한 강의 때문에 학습의욕이

저하되었다

0 1 2 3 0 1 2 3

22. 나의 가치관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회

의에 빠졌다

0 1 2 3 0 1 2 3

23. 왜 사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에 방황했다 0 1 2 3 0 1 2 3

24.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실천하

지 못했다

0 1 2 3 0 1 2 3

25. 공부해야 할 과제의 분량이 너무 많았다 0 1 2 3 0 1 2 3

26.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0 1 2 3 0 1 2 3

27. 전공 공부가 너무 어려웠다 0 1 2 3 0 1 2 3

28. 취업이나 진로에 필요한 적성을 알 수가

없어서 고민했다

0 1 2 3 0 1 2 3

29.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 방황했다 0 1 2 3 0 1 2 3

30.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가족들의 기대만큼

성취하지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0 1 2 3 0 1 2 3

31. 사회적 불안정(예, 정치, 경제 등) 때문에

직장을 얻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다

0 1 2 3 0 1 2 3

32. 이성 친구와 말을 하지 않았다 0 1 2 3 0 1 2 3

33. 이성 친구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

심이 있음을 알았다

0 1 2 3 0 1 2 3

34. 집안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었다 0 1 2 3 0 1 2 3

35. 사 입고 싶은 옷을 살 돈이 없었다 0 1 2 3 0 1 2 3

36. 경제적으로 친구들과 수준 맞추기가 힘들

었다

0 1 2 3 0 1 2 3

37. 가족들로부터 억울한 비난을 받았다 0 1 2 3 0 1 2 3

38. 부모님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허락

하지 않았다

0 1 2 3 0 1 2 3

39. 형제나 자매와 심하게 싸웠다 0 1 2 3 0 1 2 3

40. 친구로부터 무례한 행동을 당했다 0 1 2 3 0 1 2 3

41. 마음에 맞는 친구를 사귈 수 없었다 0 1 2 3 0 1 2 3

42. 교수가 나의 인격을 무시했다 0 1 2 3 0 1 2 3

43. 교수의 강의가 산만해서 요점을 파악하기

가 어려웠다

0 1 2 3 0 1 2 3

44. 교수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지혜와 안목을

얻을 수 없었다

0 1 2 3 0 1 2 3

45. 확고한 인생관이 없어서 방황했다 0 1 2 3 0 1 2 3

46. 이상과 현실간의 격차 때문에 갈등을 경

험했다

0 1 2 3 0 1 2 3

47. 공부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았다 0 1 2 3 0 1 2 3

48. 성적이 나쁘다 0 1 2 3 0 1 2 3

49. 전공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았다 0 1 2 3 0 1 2 3

50. 중요한 시험을 잘 치지 못했다 0 1 2 3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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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1 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부가적인 행동을 취한다.

2 문제해결을 위하여 어떤 것이든 하는데 노력을 모은

다.

3 행동 계획을 세운다.

4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한다.

5 다른 생각이나 활동으로 인하여 신경이 쓰이지 않도록

한다.

6 그 문제를 처리하는 데 다른 일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

록 상당히 노력한다.

7 너무 서둘러 어떤 일을 처리하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

한다.

8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본다.

9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누군가에게 얘기한다.

10 그 친구나 가까운 사람에게서 정서적인 지지를 받으려

고 한다.

11 그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려 함으로서, 문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보이게 한다.

12 경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운다.

13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에 익숙해진다.

14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15 신을 신뢰한다.

16 종교에서 위안을 찾고자 한다.

17 많은 정서적 고통을 느끼고, 이러한 감정을 많이 표현

한다.

18 기분이 안 좋아지고 나의 감정을 드러낸다.

19 이건 실제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20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시도를 포기한다.

21 문제들을 잊으려고 다른 일이나 활동에 주의를 돌린

다.

22 이 문제를 덜 생각하려고 영화나 TV를 본다.

23 해야할 일을 한번에 한 단계씩 해 나간다.

24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행동을 취한다.

25 그 문제를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

한다.

26 무엇인가를 하기에 알맞은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도

부록 2. 대처 척도(COPE)

다음 척도에도 마찬가지로 각 문항을 읽어보신 후, 앞서 응답한 스트

레스나 어려운 사건(질문1의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느끼셨는

지를 해당하는 정도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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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스스로를 억제한다.

27 상황이 허락할 때까지 문제에 대해 어떤 일을 하는 것

을 절제한다.

28 너무 성급히 행동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29 상황을 좀 더 알기 위하여 누군가와 이야기한다.

30 그 문제에 대해 무언가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

람과 이야기한다.

31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서 좋은 점을 찾는다.

32 이 경험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더 성숙해지고자 한다.

33 일은 이미 벌어졌고 어떻게 바뀔 수 없음을 받아들인

다.

34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이를 잘 자각한다.

35 나의 감정을 드러낸다.

36 그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 한다.

37 그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38 나의 목표를 이루려는 것을 그냥 포기한다.

39 내가 이 문제를 다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시도를 중단

한다.

40 이 문제를 덜 생각하려고 술을 마시거나 약을 먹는다.

41 무엇을 해야할 지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 내려고 한다.

42 그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활동은 접어둔다.

43 그 문제를 처리하는 데 집중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일

들은 다소 소홀히 한다.

44 무엇을 할 지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

45 내 감정에 대하여 누군가와 함께 얘기한다.

46 다른 사람에게서 공감과 이해를 구한다.

47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터득한다.

48 신의 도움을 구한다.

49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

50 그 일이 실제 일어나지 않은 체한다.

51 문제 해결을 위해 들이는 노력을 줄인다.

52 이 일 외 다른 일에 대해 공상한다.

53 평소보다 많이 잠을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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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거의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종종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 나는 필요하다면 나의 접근(대처)를 쉽게 바

꿀 수 있다.

2 나는 해결책이 성공적이지 않으면 다른 방법

을 생각한다.

3 어떤 접근(대처)이 실패하면 나는 즉시 접근

양식을 바꾼다.

4 나는 나의 접근(대처)이 실패한 것을 깨닫는

즉시 전략을 바꾼다.

5 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에

대해 생각한다.

6 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충분히

많이 갖고 있다.

7 나는 문제에 접근(대처)하는 데 있어 유연하

다.

8 나는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

스로에게 질문한다.

9 나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다

른 대처 방안을 충분히 갖고 있다.

10 나는 보통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시

간을 들여 생각한다.

11 나는 나의 접근(대처) 양식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최선책인지 나 자신에게 질문한다.

12 나는 변화하는 상황에 적합한 다른 접근(대

처) 양식을 잘 생각해낸다.

부록 3. 한국판 대처유연성 질문지(COFLEX)

사람은 살아가면서 변화를 겪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나 스

트레스 상황에 마주칠 수 있고, 바라는 바나 목표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

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러한 변화들에 대처하는 양식은

각기 다릅니다. 아래에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변화들과 어려운 문제들

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고 문항이 얼마나

당신에게 해당되는지 그 정도를 아래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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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 나는 성미가 급하다.

2 나는 불같다.

3 나는 격해지기 쉽다.

4 나는 늦어지면 화가 난다.

5 나는 인정받지 못하면 화난다.

6 나는 쉽게 화를 낸다.

7 나는 욕설을 한다.

8 나는 비판을 받으면 격분한다.

9 나는 뜻대로 안되면 때려주고 싶다.

10 나는 나쁜 평가를 받으면 격분한다.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

2 화가 나고 초조하다.

3 일시적으로 약간 화가 난다.

4 누군가에게 소리치고 싶다.

5 물건을 부수고 싶다.

6 미칠 정도로 화가 난다.

7 탁자를 쾅 치고 싶다.

8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

9 너무 화가 난다.

10 누군가에게 욕을 퍼붓고 싶다.

부록 4. 한국판 상태-특성분노 표현 척도(STAXI-K)

다음은 당신의 일반적 성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정도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신이 화가 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신이 어느 정도 화가

나는지를 알아보는 문항들입니다. 요즘 당신에게 화난 일들이 일어날 때

당신은 어떠한지 느낌대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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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낄 때 나는 화를 참는다.

2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낄 때 나는 화난 감정을 표

현한다.

3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낄 때 나는 말을 하지 않는

다.

4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낄 때 나는 사람들에게 인내

심을 갖고 대한다.

5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낄 때 나는 뚱해지거나 토라

진다.

6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낄 때 나는 사람들을 피한

다.

7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낄 때 나는 소리를 지른다.

8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낄 때 나는 냉정을 유지한

다.

9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낄 때 나는 문을 쾅 닫아버

리는 식의 행동을 한다.

10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낄 때 나는 상대의 시선을

피한다.

11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낄 때 나는 나의 행동을 자

제한다.

12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낄 때 나는 사람들과 말다툼

을 한다.

13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낄 때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

지는 않으나, 안으로 앙심을 품는 경향이 있다.

14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낄 때 나는 목소리를 높인

다.

15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낄 때 나는 화가 나더라도

침착하게 자제할 수 있다.

16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낄 때 나는 속으로 다른 사

람들을 비판한다.

17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낄 때 나는 나 자신이 인정

하고 싶은 것보다 화가 더 나 있다.

18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낄 때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

보다 진정이 빨리 된다.

19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낄 때 나는 욕을 한다.

20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낄 때 나는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21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음은 당신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입니

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정도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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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는 것보다 분통이 더 나있다.

22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낄 때 나는 자제심을 잃고

화를 낸다.

23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낄 때 나는 화난 표정을 짓

는다.

24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낄 때 나는 화난 감정을 자

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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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대처유연성 하위요인과 스트레스, 특성분노,

분노표출 간의 상관

1 2 3 4 5 6

1 -

2 -.38 -

3 .30 .68 -

4 -.18 -.04 -.03 -

5 .04 -.02 .03 .57 -

6 -.07 .03 .11 .57 -.47 -

주. 1=스트레스, 2=특성분노, 3=분노표출, 4=지각된 대처자원, 5=대처행동 평가, 6=대처행

동 유연성.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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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대처전략 통제 후 분노표출에 대한

대처유연성 하위요인의 증분 설명량

단계 투입변인 분노표출
  Δ   

1 성별 .008 .008 .091 1.704

2

성별

.117 .108

.030 .585

문제 중심적

대처
-.043 -.682

정서표출과

사회적지지 추구
.261 4.673

긍정적 해석과

수용
-.117 -2.021

인지적 행동적

회피
.182 3.466

3

성별

.147 .030

.035 .378

문제 중심적

대처
-.096 -1.454

정서표출과

사회적지지 추구
.239 4.291

긍정적 해석과

수용
-.173 -2.736

인지적 행동적

회피
.206 3.873

지각된 대처자원 -.077 -1.120

대처행동 평가 .105 1.498

대처행동 유연성 .179 2.82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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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대처전략 통제 후 분노에 대한 대처유연성의

증분 설명량

단계 투입
변인

특성분노 투입
변인

상태분노
  Δ      Δ   

1 성별 .003 .001 .051 .909 성별 .005 .005 .072 1.280

2

성별

.164 .162

-.026 -.496 성별

.159 .154

.009 .176

문제

중심적

대처

.001 .012
문제

중심적

대처

.077 1.241

정서표출과

사회적지지

추구

.239 4.248


정서표출과

사회적지지

추구

.101 1.785

긍정적

해석과

수용

-.256 -4.476
긍정적

해석과

수용

-.273 -4.753

인지적

행동적

회피

.222 4.117
인지적

행동적

회피

.300 5.555

3

성별

.067 .003

-.026 -.484 성별

.159 .000

.010 .149

문제

중심적

대처

-.019 -.296
문제

중심적

대처

.071 1.074

정서표출과

사회적지지

추구

.233 4.132


정서표출과

사회적지지

추구

.099 1.742

긍정적

해석과

수용

-.280 -4.509
긍정적

해석과

수용

-.281 -4.504

인지적

행동적

회피

.232 4.230
인지적

행동적

회피

.303 5.509

대처유연성 .065 .988 대처유연성 .022 .33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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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유연성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남성 집단, 153)
단계 투입변인 종속변인   Δ   

1 스트레스

특성분노

.167 .167 .408 5.494

2
스트레스

.167 .000
.409 5.465

대처유연성 .009 .123

3

스트레스

.168 .002

.756 .168

대처유연성 .142 .552

스트레스 × 대처유연성 -.362 -.540

1 스트레스

상태분노

.223 .223 .472 6.574

2
스트레스

.224 .001
.475 6.579

대처유연성 .038 .526

3

스트레스

.231 .007

-.233 -.374

대처유연성 -.232 -.941

스트레스 × 대처유연성 .739 1.145

1 스트레스

분노억제

.108 .108 .329 4.278

2
스트레스

.129 .021
.316 4.128

대처유연성 -.145 -1.893

3

스트레스

.131 .002

-.030 -.046

대처유연성 -.277 -1.056

스트레스 × 대처유연성 .361 .526

1 스트레스

분노표출

.125 .125 .353 4.642

2
스트레스

.140 .015
.364 4.794

대처유연성 .124 1.633

3

스트레스

.140 .000

.259 .394

대처유연성 .084 .322

스트레스 × 대처유연성 .110 .161

부록 8. 대처유연성의 조절효과 분석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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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유연성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여성 집단, 165)

단계 투입변인 종속변인   Δ   

1 스트레스

특성분노

.123 .123 .350 4.774

2
스트레스

.126 .004
.340 4.564

대처유연성 -.062 -.827

3

스트레스

.132 .006

.705 1.945

대처유연성 .106 .592

스트레스 × 대처유연성 -.383 -1.029

1 스트레스

상태분노

.159 .159 .399 5.548

2
스트레스

.180 .021
.374 5.182

대처유연성 -.146 -2.028

3

스트레스

.182 .003

.625 1.778

대처유연성 -.031 -.178

스트레스 × 대처유연성 -.264 -.730

1 스트레스

분노표출

.054 .054 .232 3.041

2
스트레스

.059 .006
.219 2.831

대처유연성 -.077 -.999

3

스트레스

.061 .002

.414 1.098

대처유연성 .012 .066

스트레스 × 대처유연성 -.204 -.528

1 스트레스

분노조절

.006 .006 -.079 -1.008

2
스트레스

.123 .117
-.021 -.277

대처유연성 .347 4.647

3

스트레스

.124 .000

.083 .228

대처유연성 .394 2.192

스트레스 × 대처유연성 -.109 -.291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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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당신의 삶에 영향을 끼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잠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경험에 대해서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글로 적어보세요.

그 때로 돌아간 것처럼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해 보세요. 당신에게 어

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당시에 당신을 힘들게 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오늘 글쓰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경험과 관련된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 숨어있던 생각과 감정을 글 속에 다 털어놓고 탐색

하는 것입니다.

부록 9. 성장 글쓰기 지시문

※ 귀하의 부여받은 ID를 적어주세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쓰기 번째 날입니다.

글쓰기를 하실 때 맞춤법이나 글씨체, 표현 방식은 신경 쓰지 않으셔

도 됩니다. 글을 쓰는 시간은 10분입니다. 주제에 맞는다면 어떤 내용을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쓰는 글은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며, 경험에

대해 어떠한 평가나 해석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쓰기는 오

로지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마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글쓰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경험을 충분히 떠올리면서, 내면에서 나오는 깊은 생각

과 깊은 감정에 대해 글을 쓰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글쓰기 주제>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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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경험한 스트레스 사건은 현재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

습니다. 그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해 지금 당신은 어떤 고통을 겪고

1) 실제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요?

- 시작부터 끝까지, 스트레스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떠올려보세요.

- 그 당시 주변 환경은 어땠나요?

- 그 당시 어떤 감정, 생각, 행동, 신체적 감각(보고, 듣고, 느낀 것

등)을 경험했나요?

2) 당신을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부분에 집중해 보세요.

- 스트레스 경험 직후 당신이 느꼈던 화, 두려움, 분노, 슬픔, 부끄러

움 등을 글로 표현해보세요.

3) 스트레스 경험에 대해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

면 글쓰기를 통해 훌훌 털어보세요.

만약 글을 다 썼는데도 시간이 남는다면 앞에서 쓴 말을 반복해도 좋

습니다. 최소한 10분간 계속해서 그 경험에 대해 써주세요. 더 오래 쓰시

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글쓰기는 두 개의 주제로 글을 쓸 예정이며, 글을 쓰는 시간

은 두 주제 합하여 10분입니다. 주제에 맞는다면 어떤 내용을 적어도 상

관없습니다. 당신이 쓰는 글은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며, 경험에 대해 어

떠한 평가나 해석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쓰기는 오로지 당

신 한 사람만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마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글쓰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경험을 충분히 떠올리면서, 내면에서 나오는 깊은 생각

과 깊은 감정에 대해 글을 쓰도록 합시다.

<두 번째 글쓰기 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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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나요?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적어보세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을 떠올렸다면 이제 당신이 왜 고통스러운지

생각해보세요.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생각

이면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울까요?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원인은 당신의 반응이나 생

각, 사건의 결과, 그 당사자나 다른 사람들 혹은 이를 타인에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쓰기에서는 실제 사건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거나, 사건 당시

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어떤 고통을 겪

고 있는지와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아 글로 써 보세요.

스트레스 사건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까닭을 찾았다면, 이제 글쓰

기를 통해 그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고통은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 자체보다는 스트레스 사건을 바라보

는 시각에서 비롯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생각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경험을 덜 힘들게

다루어 봅시다.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팁>

1)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되돌아볼 때, 현재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것(사

물, 감각, 사람, 생각,

반응, 결과 등)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세요.

2) 당신의 생각을 명확하고 충분하게 설명하도록 노력해보세요.

- 지금 그것을 힘들게 만드는 원인으로 생각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요?

- 그것이 정말로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두 번째 글쓰기 주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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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글쓰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당신이 경험한 스트레스 사건과

그에 뒤따른 고통스러운 생각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팁>

1)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자신의 생각, 행동, 태도, 감정이 어떠한지 거리

를 두고 생각해보세요.

- 다른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한다면 뭐라고 조언해 주고 싶나요?

2)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것에 대해 당신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

운 사고방식을 생각해보세요.

- 나 스스로를 너무 많이 비난하고 있지 않나요? 모두 나의 책임이

었나요?

- 너무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요?

- 그 사건(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나

요?

- 그 사건(경험)을 겪을 때 활용할 수 있었던 내적/외적(사회적) 자원

이나 대처방안이 있나요? 혹은 미래에 그 사건(경험)을 다시 겪는다면

대처할 수 있나요?

- 그 사건을 설명할 다른 방식은 없나요?

만약 글을 다 썼는데도 시간이 남는다면 앞에서 쓴 말을 반복해도 좋

습니다. 최소한 10분간 계속해서 그 경험에 대해 써주세요. 더 오래 쓰시

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 글쓰기에서는 앞선 두 번의 글쓰기에서 이야기했던 스트레스

경험이 당신에게 지니는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글을 쓰는 시간은 10분

입니다. 주제에 맞는다면 어떤 내용을 적어도 상관 없습니다. 당신이 쓰

는 글은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며, 경험에 대해 어떠한 평가나 해석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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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두 번의 글쓰기를 통해 스트레스 사건을 털어놓고, 그 사건에

따른 고통스러운 생각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쓰기

에서는 스트레스 경험이 당신을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생각해보는 시

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록 당신은 힘든 일을 겪었지만 스트레스 사건

으로부터 배운 것이나 얻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 사건은 당

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또 당신은 스트레스 사건을 통해서 무

엇을 얻었나요?

글쓰기를 통해 스트레스 사건이 당신의 인생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쓰기는 오로지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마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글쓰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경험을 충분히 떠올리면서, 내면에서 나오는 깊은 생각

과 깊은 감정에 대해 글을 쓰도록 합니다.

<세 번째 글쓰기 주제>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팁>

1) 아래의 세 부분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대처와 관련된 당신의 긍정적

인 변화를 확인해보세요.

- 자기 자신 : 자신에 대한 생각, 감정, 태도, 행동의 변화

예) OO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다.

- 타인 :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 감정, 태도, 행동, 가치를 두는

것의 변화

예) 순간적인 판단으로 오해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들

어보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 세상 : 세상을 보는 관점의 변화(인생철학, 영성, 지혜, 성공, 인생

목표의 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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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내가 나중에 부모가 된다면, 내 자녀가 독립적으로 올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존중해줄 것이다.

2)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혹은 변화

할 것인지 통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적어보세요. 이때, 긍정적인 변화

를 최대한 자세하게 기술해주세요.

만약 글을 다 썼는데도 시간이 남는다면 앞에서 쓴 말을 반복해도 좋

습니다. 최소한 10분간 계속해서 그 경험에 대해 써주세요. 더 오래 쓰시

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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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대처유연성과 개별 대처전략의 처치효과 비교

집단 척도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사전-사후 추후 검사 사전-추후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성장

글쓰기

( 25)

대처유연성 32.92(6.44) 36.16(5.52) 2.58 0.54 36.84(6.90) 2.38 0.59

문제 중심적 대처 34.04(5.33) 36.08(4.52) 1.99 0.41 35.56(5.15) 1.29 0.29
정서 표출과 사회적지지 추구 34.36(7.99) 34.04(5.74) 0.30 0.05 33.52(8.13) 0.65 0.10

긍정적 해석과 수용 32.24(5.41) 35.40(3.76) 2.69 0.68 35.60(4.95) 3.05 0.65
인지적 행동적 회피 23.84(6.85) 23.16(6.37) 0.59 0.10 22.08(7.48) 1.39 0.25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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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대처유연성 하위요인의 변화량과 분노억제

변화량의 상관

지각된 대처자원 대처행동 평가 대처행동 유연성

사전-사후 분노억제 -.08 -.10 .02

사전-추후 분노억제 -.03 -.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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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s Among

Stress, Coping Flexibility,

Anger Expression, and Anger

: Focusing on the Effectiveness of Growth

Writing

Seungju Hyun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the role of coping flexi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anger related variables was investigated.

Additionally, the growth writing was administered to college students

to improve the coping flexibility and anger expression styles.

In Study 1, the relationships among stress, coping flexibility, anger,

and anger expression were examined in a sample of 318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coping flexibility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nger-in and state anger,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anger-control. The coping flexibility was assoc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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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nger-in and anger-control, even after controlling for the effects

of four coping strategies(problem focused coping, emotion expression

and social support seeking, positive interpretation and acceptance,

cognitive-behavioral avoidance). Finally, coping flexibility moderated

the effect of stress on anger-in and anger-control.

In Study 2, the effect of growth writing intervention on coping

flexibility, anger, and anger expression was explored. Forty-eight

college stud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wo groups: growth

writing group and expressive writing group.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At post analysis, there was significant increase of

coping flexibility and decrease of trait-anger in the growth writing

group. 2) At follow-up analysis, there was significant increase of

coping flexibility and decrease of trait-anger and state-anger in the

growth writing group. 3) At post analysis, the growth writing group

showed more improvement in coping flexibility level than the

expressive writing group. 4) At follow-up analysis, the growth

writing group showed more improvement in trait-anger and

anger-out levels than the expressive writing group. 5) Effect sizes

were significant in stress, state-anger, anger-in, anger-out in general

for group difference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roles of stress and coping

flexibility on anger and anger expression, and the effectiveness of

growth writing. The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 stress, coping flexibility, anger, anger expression,

growth writing

Student Number : 2018-2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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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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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에 계신 교수님들은 언제나 제가 지칠 때마다 기대었던 거대한

나무였습니다. 김용주 교수님, 고재원 교수님, 황현정 교수님, 강성록 교

수님, 전영수 교수님, 이현엽 교수님, 임현명 교수님, 구자일 교수님, 박

선욱 교수님, 이종환 교수님 모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

다.

부족한 사위를 아들처럼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장인어른, 장

모님, 그리고 친형처럼 친근하게 대해준 처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기적

처럼 진정한 가족이 생긴 것 같아 행복하고, 항상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생도 1학년 때부터 만나 석사과정을 마치는 이 순간에도 항

상 힘이 되어주는 나의 아내, 윤혜은에게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

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옆에 있어주는 것으로도 다시 나아

갈 힘이 생겼습니다.

2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

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군에 돌아가서도 배웠던 것을 십분 발휘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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