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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messages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긍정성 자원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문헌
탐색과 전문가 워크샵을 통하여 기초 예비 문항을 만들어 설문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실제 적용할
문항을 선정하였고, 최종 선정된 총 23문항을 가지고 설문을 실시하여 최종 도구의 개발을 위한 문항
분석 및 신뢰도를 평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총 267예에 대한 본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새로 개발된 긍
정자원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POREST는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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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EST는 내적합치도가 적절했으며,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 확인 결과 내용적인 일관성과 시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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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변인을 추가하여 개인의 긍정 자원을 좀 더 광범위한 시각으로 보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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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을 지닌 척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감별 타당도 확인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환자군과 건
강대조군 점수 비교 결과 유의한 차이 보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긍정적 변인에 인지적 정서조절, 운동
있다.
중심단어: 긍정 심리 자원, 임상, 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Abstract
Background: The present study aimed to develop a brief tool for assessing individual's positive
resource in clinical setting. The Positive Resources Test is a self-report questionnaire that measures
5 multi-dementional positive resources and comprises of 23 items, each rated on a 5-point scale.
Methods: Literature searching and delphi survey were performed for making preliminary items,
consulting and selecting final items. In order to tes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finally selected 23
items, data were collected from 546 adults. The measures included a variety of positive psychological
scales.
Results: The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Positive Resources Test suggested 5 factor
structures. The Positive Resources Test was shown to have acceptable psychometric porperties, including
acceptable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ies, factorial validity, and high convergent correlations.
Conclusions: Although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for some facet scales, the Positive Resources
Test appears to be useful tool for assessing individual's positive resources.
Key Words: Psychological positive resources, Clinical, Validit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서 론
심리학은 그 동안 주로 질병모형에 기반하여 발전하여 왔
다. 질병모형은 정신병리에 초점을 두고 정신장애에 대한 많
은 이해와 치료를 발달시킨 반면 개인의 강점, 덕성, 안녕감

등과 같은 인간의 긍정적 측면을 탐구하고 육성하는 것에는
비교적 미진하였다.
이렇게 심리학이 그동안 인간의 부정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
추어 온 것에 대한 반향으로 긍정심리학이 출현하며 심리학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과 입장을 제시하게 되었다(Selig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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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0). 그 이후 많은 학자들이 기존의 심리학이 사용해
온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인간의 긍정적 측면을 연구하고
향상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흔한 오해와는 달리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다루는데 국한하기 보다는 긍정과
부정을 통합하려고 노력한다(Joseph et al., 2006). 긍정심리
학은 보다 전체적인 접근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
인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것이며, 부정적인 것 대신 긍정
적인 경험으로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다. 즉 긍정심리학은 인간
의 삶에 있어서 문제나 결함, 약점 등을 다루고 극복하는 것뿐
만 아니라, 개인 및 기관이 가진 자원, 강점, 재능의 함양을 통
해 최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행복을 증진
시키도록 노력할 수 있다(Seligman, 1998).
최근 국내에서도 행복, 희망, 자아탄력성, 감사, 용서 등
심리학의 긍정적 주제들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
으며, 긍정심리치료에 대한 관심과 연구 또한 증가하고 있
다. 긍정 심리적 개입은 Seligman과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긍정심리치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내담자의 안녕감
과 행복을 증진시키고 우울증상과 같은 병리적 증상을 완화
시키기 위해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함양하는 것을 표
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치료적 양식을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함양하는 것을 표적
으로 하는 형태의 치료적 접근들의 개입효과를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Beck의 우울척도와 같은 증상의 감소를
측정하는 도구들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나 행복, 안녕감의
변화를 평가 및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하다.
이에 긍정적인 기대를 측정하는 희망척도(Choi EH et al.,
2008), 주관적 안녕의 인지적·평가적 측면을 측정하는 삶의
만족 척도(Diner et al., 1985)등과 같이 긍정성을 구성할
수 있는 단일 차원을 측정하는 척도가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또한 보다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긍정성을 측정하는 척도
들도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Riff가 개발하고 Kim MS et
al.(2001)이 타당화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아수용성,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
경통제력, 삶의 목적, 그리고 개인적 성장과 같은 6개의 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Keyes et al.(2008)이 개발한 정신적
웰빙 척도는 정서적 웰빙, 사회적 웰빙, 심리적 웰빙의 3개
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적 다차원적이고 총 14문항
으로 간략하다. 하지만 측정하고자 하였던 정신적 웰빙의 세
가지 하위 요인에 대한 내용타당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
다. Lim YJ et al.(2012)의 연구에서 정서적 웰빙과는 다른
개념으로 심리적 웰빙과 사회적 웰빙을 제시하였는데 이 세
변인이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기타 척도를 사용하여
검증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제시
한 두 척도에는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측면만을 측정했다는
것에서 한계점이 있다. 개인의 긍정심리적 자원에는 인지적,
정서적인 긍정성 뿐 만 아니라 개인의 긍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 즉, 행동적인 측면도 함께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인지적인 측면에서 자신이 얼마나 주관
적으로 긍정인지 평가하는 다양한 요소 역시 중요하지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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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가치를 살필 수 있는 사고능력,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
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인지정서조절 전략과 개인의 통제력
역시 개인의 긍정적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의
긍정적 성향과 태도뿐만 아니라 행동적, 실제적 특징을 측정
하는 문항 역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행동적
인 측면에 대한 문항으로 운동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긍정적·부정적인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체험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
하고, 나아가 자기발전 및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
게 되며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Stebbins, 1992). 또한 성인의 운동참여에는 개인 각자의
운동욕구가 반영되며, 운동 참여가 웰빙 향상을 위한 직접적
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Kim SI et al., 2004).
개인의 긍정성 평가에 유용한 기존 척도들의 시사점과 본
척도 개발의 보완 방향을 정리하면, 첫째, 개인의 긍정성을
인지와 정서적인 측면만을 측정하기보다 행동적인 부분도
측정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에 근거할 필
요성이 있다. 즉, 긍정성의 개념화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 세
상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살필 수 있는 인지적 특성과 긍
정적 태도, 그리고 운동 및 자기조절 등의 행동적 특징 역시
볼 수 있는 문항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척도 제작
시 임상군과 일반인군을 따로 분류하여 척도의 적용 대상의
폭을 넓히고 각 집단 간 차이 역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개인의 긍정성은 사람들 간에 차이를 보이는 개인
특성으로 간주되며, 개인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 임상적 개
입을 통해 양성되거나 강화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긍정 개입에 의해 다양한 측면의 긍정성이 변화되는 것을 평
가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임상 개입 현장처럼 지나치게 복잡하고 긴 척
도를 사용하기 곤란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은 문항으
로 구성 된 간단하면서도 다면적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척
도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사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긍정성을 개인
의 정신적 웰빙으로 한정짓지 않고 개인의 인지 정서 조절
능력과 행동적인 측면까지도 포함하여 보다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임상 현장에서 간단하게 긍정성의 대표적 요인 등
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긍정성의 개념
화와 구성요인의 탐색을 시도하고, 개념화에 따른 간단하고
포괄적인 측정도구 제작으로 긍정성의 효과를 새로운 각도
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함으로써 행복 및 웰빙 등 긍정적 측
면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 고안 방법
본 연구는 개인의 긍정자원을 다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크게 네 단계의 과정으로 나누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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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 첫째 단계에서는 긍정자원과 관련 된 주요 논문
과 출판물, 관련 연구의 참고문헌 등에 대한 검색을 시행하
여 긍정자원 변인을 측정하는 도구들을 정리하였다. 이후
이러한 긍정자원 도구들을 분류, 검토 및 선택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긍정자원의 개념을 자
신과 사회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태도와 시각을 유지하도
록 하여 개인의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
여하는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이러한 긍정자원은 사
람들 간에 차이를 보이는 개인 특성이다. 셋째, 긍정자원은
개입이나 훈련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다. 넷째, 긍정자원은
정서, 인지, 행동의 차원에서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나타난
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가 워크샵을 통하여 적당
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추출하였으며 문헌 검색에서 추가
할 필요가 있다는 문항을 만들어 기초 예비 문항을 만들어
성인 314명에게 적용하였다. 이 때, 둘째 단계에서는 앞서
구성한 문항을 적용한 결과를 분석하고 정신건강의학과 교
수 3명, 심리학자 3명 등 정기적인 긍정심리 연구회에 참여
하는 전문가 집단의 델파이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적용할 문항을 선정하고 조정하였다. 셋째 단계는 둘째 단
계에서 최종 선정된 총 23문항을 가지고 성인 227예에 예
비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최종 도구의 개발을 위한 문항 분석
및 신뢰도를 평가하였고, 예비조사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인
긍정자원검사 도구를 확정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최종
개발된 도구를 이용하여 총 287예에 대한 본 조사를 시행
함으로써 새로 개발된 긍정자원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전체의 진행 및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
과 같다(Fig. 1).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임상연구 윤리심의위원회(Inst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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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대상자들에게 동
의를 얻은 후에 시행되었다(연구번호: KC9FZZZ0211).
1) 기초 예비문항 구성
긍정성 척도의 문항을 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및 현존하
는 긍정성 관련 변인 척도 분석과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어 온
긍정성 관련 변인 척도의 분석 과정이 이루어졌다. 긍정성변인
을 다면적으로 보고자 탐색적인 질적 연구(explorative
qualitative study)를 거쳐, 긍정성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들을
검토하고 긍정성 변인을 측정하는 도구들로 기초 예비 문항을
만들어 양적 연구의 기본 자료로 사용하였다. 사용된 각 척도
들은 정서조절 질문지(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ERQ),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C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 긍정정서 부정정서 척도(Positive
Affects and Negative Affects Scale; PANAS), 심리적 웰빙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 삶의 만족척
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사회적 지지척도
(Functional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FSSQ), 삶의 목
적 척도(Purpose in Life Test Scale; PLTS), 영성척도
(Functional Assessment of Chronic Illness TherapySpiritual Well-being Scale; FACIT-Sp-12), 상태희망 척도
(The State Hope Scale; SHS), 감사척도(The Gratitude
Questionnaire-Six Item Form; GQ-6), 삶의 지향척도(Life
Orientation Test-Revised; LOT-R), 리질리언스 척도
(Conne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이며 추가적
으로 운동 빈도를 물어보는 문항들을 포함하여 총 232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서울소재의 대학병원 정신건
강의학과의 외래환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성인 314명을 대상으

Fig. 1. Development process of positive
resource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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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목적적 표집을 사용하였다. 예비
조사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2) 예비 문항의 분석 및 조정
1차 문항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존 긍정성 변인의 측정 도
구들로 구성한 기초 예비문항 232문항을 대한민국 성인
314명의 표집에 실시하였다. 긍정성 변인을 대표하는 문항
을 선정하기 위해 각 긍정성 척도의 총점과 통계적으로 상관
이 높은 문항을 선정하였다. 1차적으로 선정된 총점과 상관
이 높은 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3명, 심리학자 3명이 함께 문항들이 척도의 목적과 부합하
는지, 문항의 표현들이 적절하고 이해하기 쉬운지, 임상현장
에서 용이하게 활용가능한 지를 기준으로 전문가들 간의 의
견 상충, 문항의 중요도 및 하위 영역의 수와 검사 시간 등
을 고려하여, 총 23개의 예비 문항을 도출하였다. 본 척도는
피검자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보고식 검사로 5점 likert척도
로 되어있다. 모든 문항이 정적 문항이었으나 2번 문항은 역
문항 처리하여 계산하였다.
3) 사전 조사 및 본 조사용 도구 완성
본 조사 시행 전 예비조사 도구의 언어구사와 배열순서,
형식, 내용 등이 과연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부적합한 문제
를 발견하기 위해 예비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227예에 달하는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자
들의 중 남성은 104명(45.8%), 여성은122명(53.7%)이며,
평균 연령은 35.75세(11.22)이고, 연령 범위는 16세부터
83세까지였다. 참가자들의 주요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과 같다(Table 2). 수집된 사전조사 자료에 대하여 문항분석
과 내적 일관성을 산출하여 23문항의 도구를 완성하였다
(Appendix 1).

4) 본 조사 및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
본 조사의 자료 수집은 2013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
지 대한민국 성인 714명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사전조사에서
도출된 23문항의 구조화된 긍정척도 설문지를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2. 연구 대상 선택 및 선택 기준
예비문항의 분석 및 조정, 사전 조사 및 본 조사용 도구
완성, 본 조사 및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위해 대한민
국 성인 287명을 무선 표집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조
사의 참가자들 중 중 남성은 124명(43.2%), 여성은 162
(56.4%)이며 평균 연령은 36.90세(SD=13.36)이고, 연령 범
위는 16세부터 78세까지였다. 참가자들의 주요 인구통계학
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87)
Variable

N

%

Male
Female
Age
10
20
30
40
50
60
≥70
Marital status Never married
Married
Divorced
Widowed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graduates
High school graduates
Junior college
Bachelor’s
Master’s

124
162
4
102
76
37
40
9
9
160
118
8
9
56
16
158
41

43.2
56.4
1.4
35.5
26.5
12.9
13.9
3.1
3.1
55.7
41.1
2.8
3.1
19.5
5.6
55.1
14.3

Sex

*Unmatched numbers are missing values.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27)
Variable
Sex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Male
Female
10
20
30
40
50
60
≥70
Never married
Married
Divorced
Widowed
Under Middle school graduates
High school graduates
Junior college
Bachelor’s
Master’s

*Unmatched numbers are missing values.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FA (N=287)
N

%

104
122
14
82
54
29
29
4
9
130
93
2
2
6
54
16
116
32

45.8
53.7
6.2
36.1
23.8
12.8
12.8
1.8
3.9
57.3
41.0
0.9
0.9
2.7
23.8
7.0
51.1
14.1

Variable
Sex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Male
Female
10
20
30
40
50
60
≥70
Never married
Married
Divorced
Widowed
Under Middle school graduates
High school graduates
Junior college
Bachelor’s
Master’s

*Unmatched numbers are missing values.

N

%

124
162
4
102
76
37
40
9
9
160
118
8
9
56
16
158
41

43.2
56.4
1.4
35.5
26.5
12.9
13.9
3.1
3.1
55.7
41.1
2.8
3.1
19.5
5.6
55.1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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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구
새로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예비문항척도 이외에 병원 우울-불안 척도 및 삶의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1) 예비문항 척도
총 23문항의 최종 예비문항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까지 Likert척도로 되어있으
며 2번 문항은 역문항 처리하여 계산하였으며, 척도의 사용을
염두에 두고 임상용 간편 긍정자원 척도(Clinical Short-form
Positive Resources Test;POREST)로 명명하였다.
2) 병원 불안-우울 척도(Hospital Anxiety-Depression
Scale; HDAS)
HADS는 총 14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가 보고식 측정도
구로, 홀수 문항 7개는 불안에 관한 척도이며 짝수 문항 7개
는 우울에 관한 척도이다. 각각의 문항은 ‘없음’ 0점에서 ‘심
함’ 3점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0∼2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이 높음을 의미
한다. Zigmond AS et al.(1983)은 불안과 우울 도구의 각각
의 절단점을 8점으로 제시하였으며 3군으로 나누었다. 0∼7
점은 불안과 우울이 없는 상태, 8∼10점은 경증의 불안과
우울, 11∼21점은 중증도 이상의 불안과 우울을 뜻한다. 각
도구의 점수가 8점 이상이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불안
과 우울이다.
Min KJ et al.(1999)이 번안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불안
이 Cronbach’s α=.89, 우울이 Cronbach’s α=.86이었다.
3)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Diener et
al.(1985)이 제작하고 Kim JH(2007)가 번안한 삶의 만족
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
다. SWLS는 한 개인이 전반적으로 삶에 만족하는 상태를
측정하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점
(매우 반대)에서 7점(매우 찬성)까지 답할 수 있는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도구의 내적신뢰도 Cronbach’s α는
.84이었다.

4. 연구 방법
개인의 긍정 자원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문헌고찰을 토대
로 선택하였으며 긍정 자원에 대한 개념화가 본 연구에서 새

롭게 시도된 점을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석을 통해
무응답 비율이 높은 항목을 살펴본 결과 무응답 비율이 제일
높은 항목이 1.0%로 미미하여 본 조사에 포함된 23개 항목
을 모두 요인분석에 포함시켰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은
대한민국 일반 성인 표본(n=227)에 실시하여 요인구조를 검
토하였다. 끝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들과
해당 문항들에 대한 내적일치도 계수를 산출하여 각 하위요
인의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이차적으로 이와 같은 탐색적 요
인분석 결과와 긍정적 자원의 개념화를 토대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도출된 요인들로 구성된 척도모형의 타당
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상군과 일반인군의 긍정 자
원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인군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
본(n=200)과 임상군의 각 하위점수와 총점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빈도분석, t-검증, 신뢰도 분석 등은
Predictive Analytic Software Statistics 18.0 (Chicago,
IBM Inc, USA)을 이용하여 실시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은 Mplus 7.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
각회전 방식인 GEOMIN 기준을 사용하였다.
또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와
기존의 다른 척도와의 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를 분
석하였고, 환자군과 정상대조군 간 비교를 위해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t-test)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05인 경우에 유의한 것으로 설정하였다.

결

과

1. 탐색적 요인분석
도구가 측정하고자하는 것을 측정하는 가를 알아보기 위
해 척도가 기초하고 있는 이론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긍정
자원 척도 제작을 위한 요인분석 모형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사각회전방식인
GEOMIN 회전으로 요인구조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 복잡도가 1이상임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Yates
(1987)가 제안한 GEOMIN 회전이 가장 적절한 회전 방법이
라고 판단하고 이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McDonald,
2005).
요인 수효를 결정하기 위해 스크리 검사를 살펴보면 5요
인 이후에는 평준화를 이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누적 분산비율을 확인한 결과 5요인 이후로는 전체 공통분

Table 4. Model fit informantion of 3 factors, 4 factors, 5 factors (N=227)


Model

χ

3
4
5

349.555
289.843
245.500

**p＜.01.

81

df

∆χ

∆df

RMSEA

TLI

CFI

187
167
148

59.712
44.343

20
19

0.063
0.058
0.055

0.934
0.944
0.951

0.951
0.963
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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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 loadings based o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five factors
No.
Optimism

1
2
3
4
5
13
17

Purpose & Hope

11
15
16
18
19
6

Self control

Social
resources

8

Social
support

7
9
10
12
14
20
21

Care

22
23

Items
I
I
I
I
I
I

Factor 1

am satisfied with my life.
.693
experience fear frequently.
.321
experience pleasure frequently.
.783
have so much in life to be thank for.
.469
usually accept the situation I'm in well.
.500
usually control my emotions by changing the way I think
.346
about the situation I'm in.
Overall, I expect more good things to happen to me than
.380
bad.
I have the sense that I have developed a lot as a person
.321
over time.
I try to achieve my goals even in difficult situations.
.019
I feel a sens of purpose in my life.
.038
I head for my goals with hope.
.007
My life depends on invisible spiritual beings.
.072
I spare time and effort for values which is important for me.
.044
I judge myself by what I think is important, not by the values
.324
of what others think is important.
I fulfill my responsibility in everyday life.
.216
I am confident that I can do my duties well.
.033
−.048
I am usually absorbed in work, study or other activity.
I usually exercise regularly for health.
.209
I know that I can trust my friends, and they know they can
.188
trust me.
I get love and affection.
.134
I have chances to talk someone I trust about my personal or
.030
family problems.
I tend to lead helping others even if I have to sacrifice
.055
myself.
I try to help people around me if they have problems.
.045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198
.044
.032
.180
002
.145

.012
.163
.085
.019
.233
.130

−.088

.009
.047
.194
.141
.159

.002
.132
.011
.061
.039
−.030

.337

.001

.143

.075

.505

.019

−.033

−.020

.503
.729
.851
.378
.398
−.052

.385
.003
.021
.171
.315
.552

.080
.150
.104
.119
.266
−.083

.075
.062
.015
.149
.079
−.126

.293
.336
.083
−.010
.019

.322
.450
.709
.290
.100

.046
.108
.032
−.169
.472

.033
.072
.176
.026
.019

.246
.013

.074
.015

.503
.771

.083
.018

.042

.008

.034

.994

.063

.164

.157

.513

Fig. 2. Factor structure & factor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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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85%가 넘어가기 때문에 3요인, 4요인, 5요인을 추출하
여 결과를 해석해보고자 하였다(Table 4). 이후 본 연구의
이론적으로도 가장 적절한 해석가능성을 보이는 5요인 구조
의 기초해를 회전시켜 최종 모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Lee SM(2000)이 제안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우선 고려해
야 할 사항인 해석 가능성에 따라 분석을 해야 한다는 제안
을 따른 것이다.

2. 확인적 요인분석
5요인의 기초해에서 GEOMIN 기준으로 회전 시켜 구한
구조에서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3이상이 되면 적절한 문항이
라고 판단하였으며, 각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의 차이가 .1
이하로 나타난 문항을 확인하였다. 최종 합치도 지수는 CFI
가 .971, TLI가 .951로 적절한 모델 적합도를 나타냈으며,
RMSEA도 .055으로 비교적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17번 문항인 “대체로, 나쁜 일 보다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
다.”와 19번 문항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위해 시간
과 노력을 할애한다.”, 7번 문항 “매일의 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을 잘 해내고 있다.” 그리고 12번 문항 “평소에 건강
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다른 요인과 약 .04에서
.09정도의 요인 부하량 차이가 나타나 원칙적으로 교차 부하
량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 삭제해야 하나 해석 가능성을 두고
삭제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법은 Lee SM(2000)의 제안에 근
거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 4인이 검토하여 두 문
항은 최종 구조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결
정된 23개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다음과 같다(Table 5).
요인 1은 7문항으로 삶의 만족, 높은 긍정정서와 낮은 부
정정서, 감사와 수용, 긍정적인 인지정서조절, 삶을 바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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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향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
항들은 인지·정서적인 긍정적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기에
‘긍정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개인적 성장, 리질리언
스, 삶의 목적, 희망, 영성, 가치 실현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
되어 있다. 이러한 문항들은 개인의 가치추구 및 실현을 나
타내기에 ‘목적 & 희망’이라고 하였다. 요인 3의 문항은 자
율성, 환경 지배력, 효능감, 몰입, 운동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자기 조절’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대인관계, 사회
적지지 자원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사회
적 지지’로 명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요인 5는 타인을 돕는
문항들로 구성되어‘돌봄과 섬김’이라고 하였다. 요인 4와 요
인 5는 사회적 관계라는 공통성이 있어서 이를 하나의 상위
차원으로 묶어 ‘사회적 자원’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의 구조와 상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Fig. 2). 요인
간 상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도구의 신뢰도 검증
POREST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합치도인
Cronbach’s α와 문항-총점 간의 상관, 그리고 문항 제거
시 신뢰도를 구하였다. 전체 23문항의 Cronbach’s α를 산
출한 결과, 전체 내적 합치도는 .86이었으며,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는 .30∼.65의 범위에 있었다. 각 문항의 총점상관
과 문항제거 시 신뢰도를 아래에 제시하였다(Table 6).
또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 참여자
들 중 15명에 대해 6개월 간격으로 POREST척도를 재실시
하였다. 그 결과 6개월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9이었
다. 요인 1의 Cronbach α는 .66, 요인 2는 .72, 요인3은
.66, 요인 4는 .65, 요인 5는 .72로 나타났다.

4. 도구의 타당도 검증
Table 6.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linical patients (N=200)
Variable
Sex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Male
Female
10
20
30
40
50
60
≥70
Never married
Married
Divorced
Widowed
Under Middle school graduates
High school graduates
Junior college
Bachelor’s
Master’s
Adjustment
Depression
Anxeity
Somatoform

*Unmatched numbers are missing values.

N
82
118
12
56
64
32
21
13
2
91
97
5
7
2
28
35
113
22
9
124
117
14

%
41
59
6
28
32
16
10.5
6.5
1
45.5
48.5
2.5
3.5
1
14
17.5
56.5
11
4.5
62
58.5
7

구성타당도란 검사도구가 심리적 구성개념을 제대로 측정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Tak, 2007).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여러 절차들을 포함할 수 있는데 그룹간의 비교,
타 검사와의 상관계수를 이용한 타당도의 검토, 요인분석 등
이 구성 타당도 분석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Kang, 2013).

Table 7. Difference of POREST scores between each group (N=402)
Factor

Group

Optimism
Purpose & Hope
Self control
Social resource Support
Care
Total

patients
control
patients
control
patients
control
patients
control
patients
control
patients
control

*p＜.05, **p＜.01, ***p＜.001.

M (SD)
19.46
24.97
15.92
20.90
13.96
16.94
8.69
11.58
6.42
6.74
64.46
81.13

(6.12)
(3.54)
(6.22)
(3.99)
(4.38)
(3.71)
(2.75)
(2.01)
(2.08)
(1.59)
(18.26)
(10.68)

t

p

4.28***

.000

3.69***

.000

2.79**

.007

4.59***

.000

.65
4.33***

.516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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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rrelation coef cients among the Korean Strength Scale, SWLS, HADS, and POREST (N=287)

POREST
Optimism
Purpose & Hope
Self control
Support
Care
SWLS
HADS
M (SD)

POREST

Optimism

Purpose & Hope

Self Control

Support

Care

SWLS

HADS

.83**
.82**
.74**
.65**
.47**
.57**
−.51**
80.11 (12.45)

.58**
.54**
.54**
.29**
.62**
−.51**
18.10 (3.74)

.52**
.39**
.34**
.41**
−.35**
17.51 (3.69)

.39**
.32**
.41**
−.31**
13.89 (2.97)

.33**
.40**
−.41**
11.06 (2.33)

.28**
.13**
−.10**
6.98 (1.57)

21.97 (6.56)

12.27 (6.10)

**p＜.01.

이에 따라 POREST의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
분석 외에 1) 외래환자군과 정상대조군 비교, 2) 타 검사와
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1) 외래환자군과 정상대조군 비교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구가 개인의 긍정성을 타당하게 감
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서울소재의 대학병원 정신건강 의학과 외래 환자군(N=200)
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임상집단 참가자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7). 건강대조군은 기
존의 집단에서 무선표집하였다(N=202).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8).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
인 4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환자군
에 비해 건강대조군의 점수가 높았으며 총점 역시 건강대조
군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환자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요인 5인 ‘돌봄과 섬김’의 점수는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존에 개발된 타 검사와의 상관관계 비교
POREST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에 개발된 척
도 중 삶의 만족도(SWLS), 병원 우울-불안 척도와 POREST
와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다(Table 8).
SWLS와 POREST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SWLS의
총점과 POREST의 총점 및 5요인이 모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00-20은 상관이 매우 낮다’,
‘±.20-.40은 상관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기에(Sung TJ,
2007), POREST의 전체 총점과 긍정자원 중 주로 주관적 안녕
감과 관련된 하위요인인 긍정성은 SWLS와 높은 상관을 보였
으며, 나머지 요인은 모두 SWLS와 낮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병원 우울-불안 척도(HADS)와 POREST와의 상관계
수를 살펴보았을 때, HADS의 총점과 POREST의 총점 및 5
요인이 모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으
로 ‘±.00-20은 상관이 매우 낮다’, ‘±.20-.40은 상관이 낮
다’고 해석하기 때문에(Sung TJ, 2007) POREST의 총점과
주로 긍정적인 정서상태를 반영하는 긍정성 요인과는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으나 나머지 요인과 HADS는 모두 낮은 부
적 상관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고

찰

본 연구의 목적은 긍정심리학에서 Seligman(2002)이 개
념화한 행복한 삶에 이르는 세 가지 길인 즐거운 삶, 적극적
인 삶, 의미 있는 삶의 요소뿐만 아니라 다른 긍정적 자원
변인이 추가된 간단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이 척도의 신뢰
도와 타당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요인분석 결과 5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시사되었다.
POREST척도의 5개 요인 중 앞의 3가지 요인은 긍정성, 목
적 및 희망, 자기 통제로 명명하였으며 나머지 2개 요인인
사회적지지, 돌봄과 섬김은 하나의 상위 차원인 사회적 자원
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척도는 긍정자원의 인지, 정서, 행
동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내
삶에 만족한다.”, “두려움을 자주 경험한다.”(역문항). “즐거
움을 자주 경험한다”와 같은 긍정성의 정서적인 측면을 반
영하는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평소에 건강을 위해 규칙적
인 운동을 한다.”는 문항으로 긍정자원의 행동적 측면을 반
영하고자 하였다. 그 외 나머지 문항을 통해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
인 인지조절전략 등 긍정자원의 인지적인 측면을 측정하고
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운동이나 인지적 정서 조절은 개인의
긍정성과 관련이 있는 변인이나(Kim SI et al., 2004; Shin
AY et al., 2011), 기존 웰빙 척도로는 측정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운동과 정서조절 등 더 다차원적인 문항을 포함하
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앞선 웰빙의 개념과 융합되어 개인
의 긍정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편적인 차원에서 개념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긍정성의 근원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긍정적 태도의 특성을 반영한 척도제작을 시
도하여 개인의 긍정성이 갖는 효과를 새롭게 다양한 각도에
서 살펴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POREST는 높은 내적 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갖
고 있었고,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도 .30에서 .65로 중간 이
상의 강한 상관을 보여 내용적인 일관성과 시간적인 안정성
을 지닌 척도임이 확인되었다. POREST의 타당도를 분석하
기 위해 타 검사와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SWLS와 POREST
의 총점 및 하위요인 중 “긍정성”과는 정적상관이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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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요인과는 다소 낮은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POREST가 주관적 안녕의 정서적 측면을 반영하는 삶의 만
족과 일부 높은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긍정자원의
다차원적인 것을 측정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HADS와 POREST간의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도
POREST 총점과 “긍정성”은 높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만족감, 감사, 즐거움과 같은 긍정 정서의
증가가 우울 및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상태의 감소와 다소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긍정성을 제
외한 나머지 하위요인과는 낮은 상관을 보여 POREST가 단
순히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의 반대인 상태만을 반
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는 변별되는 자기 관리 능력, 사회
적 자원, 삶의 목적 등 다양한 차원의 긍정자원을 측정하는
척도임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POREST척도가 타당하게 긍정성을 감별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환자군과 건
강대조군의 점수를 비교하였다. POREST의 하위 요인 중
‘돌봄과 섬김’만이 외래 환자군과 건강대조군의 점수차가 유
의하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이
고 경쟁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더 자기중심적으로 행
동하는 경향이 있다(Frank et al., 1993).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많은 환경적 특성들(ex. 부모의 양육, 인생의 큰
경험, 학교 교육,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관련이 있을 것이
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Oishi(2011)의 연구에서는 행복한
성인들이 더 많은 금액의 돈을 기부하고, 더 많은 시간동안
자원봉사를 하고 헌혈도 더 자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러한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문화권
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돌봄과 섬김’요인을 제외한 POREST의 총점과 나머지 요
인에서는 외래 환자군과 건강 대조군의 점수차가 유의한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는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정신질
환·정신장애와 행복·웰빙은 서로 뚜렷이 구분되기는 하지만
관련되어 있다(Lim YJ et al., 2012). 즉, 정신장애에 이환되
어 있더라도 행복을 구가하면서 자신의 긍정적 자원을 유지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정신장애 편람에 있는 진단명이 없더라
도 행복의 증진에 힘써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높은 우울 및 불안
점수는 주관적 웰빙과 부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다(Kim
JH, 2007; Kim SY et al., 2013). 본 연구에서도 환자군에
비해 건강대조군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는데, 이는 본 척도가 긍정성의 높고 낮음을 적절하게 감
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개인의 긍정적 자원
척도는 일반 성인들 뿐만 아니라 임상현장에서도 스트레스
와 대처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개인특성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긍정성 요인을
고려함에 있어서 단기적 개입에 의해 변화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인 희망, 목적 등 개인의 내적인 변인에만 초점을 맞추
었다. 따라서 월평균 소득과 학력 등 개인의 긍정적 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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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외적 변인도 긍정성의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간
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표본의 동질성에 대한 제약성이다. 비록 본 연구가
표본 크기 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남성과 여성, 혹은 연령대 별로 표본의 특성을 분류하여 나
누어 보지 않았다. 따라서 임상적 진단이 내려진 환자들과
일반인들 간의 분류를 하여 규준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포괄
적인 사용 목적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
르면, 본 척도 문항 중 하나인 수용은 일반 성인 집단에서는
긍정적 태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었으나, 대학생 집단에
서는 설명력이 낮게 나타났다(Hyun KJ, 2009). 이러한 차이
는 피검자 집단의 생애 경험이나 발달적 이슈와 연관되는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셋째, 새로 개발 된 긍정 자원 척도는 긍정자원의 정서,
인지, 행동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으나, 타당
도 검증 과정에서 긍정자원의 정서, 인지적 측면을 주로 반
영하는 척도인 SWLS와의 상관관계만을 비교, 분석하였으
며, 새로 개발된 척도가 긍정자원의 행동적 측면을 평가하기
에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절차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
는 긍정성을 평가하는 기존 척도의 대부분이 정서, 인지적인
측면에 치우쳐져 있고, 긍정자원의 행동적 측면을 평가하는
척도가 전무한 상황인 데에서 기인하고 있으나 향후 긍정자
원의 행동적 측면을 타당하게 평가하고 있는 지에 대한 타당
도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SWLS의 일부 문항이 새로
개발한 척도의 예비 문항 선정 시 참고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타당도 검증 결과를 해석할 시에 이를 감안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긍정적 변
인에 추가적으로 인지적 정서조절이나 운동 변인 등을 추가
하여 개인의 긍정자원을 좀 더 광범위한 시각으로 보려고 시
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상당한 시간동안 축적된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문항을 선정하였고 체계적인 타당화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POREST척도를 이용하여 긍정심리관
련 연구들 특히 긍정심리치료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개입과
정에서의 변인들 및 성과를 측정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
로 경험적 연구의 폭을 넓혀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역시 의
미가 있다.
개인의 긍정적 성향은 역경이나 일상생활에서 빛을 발휘
하는 특성으로 간주되어 긍정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탐색은 임상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Steele(1988)에
따르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실패나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잘 기능하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보다 자원을 많이 갖고 있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자신에 대한 호의적인 견해는 일의 성취나
역경 극복에 필수적인 내구력(persistence)등 자기조절을 요
하는 특성들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iggins,
1996).
앞으로 진행될 긍정 심리학적 치료적 개입과 관련된 후속
연구들은 21세기 심리학의 새로운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행복 추구와 웰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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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델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치료과정 및 긍정적인 성과 변
인들의 발견을 통해 실제 임상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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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the Clinical Short-Form Positive Resources Test
Appendix 1. Positive resource test (POREST)
긍정자원 검사(Positive Resources Test; POREST)
다음의 문항을 읽고, 당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칸에 (v)표를 하십시오.
1. 내 삶에 만족한다.
2. 두려움을 자주 경험한다.
3. 즐거움을 자주 경험한다.
4. 상황을 잘 수용하는 편이다.
5. 내 삶에는 감사할 것이 매우 많다.
6. 상황을 잘 수용하는 편이다.
7. 내가 스스로 정한 기준에 의해 나 자신을 평가하지, 다른 사람의 기준에 의해 평가하지 않는다.
8. 매일의 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을 잘 해내고 있다.
9.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10. 일이나 공부, 혹은 그 밖의 활동을 할 때, 그것에 최대한 몰입하는 편이다.
11. 어려운 역경을 만나게 되더라도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간다.
12. 평소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13.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생각을 바꿈으로써 감정을 조절한다.
14. 내 친구들을 믿을 수 있고, 그들도 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5.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감이 있다.
16. 희망을 가지고 나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나가가고 있다.
17. 대체로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18. 내 삶은 보이지 않는 존재, 더 큰 힘에 의존한다.
19.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할애한다.
20.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21. 나 자신의 문제, 혹은 가족에 대한 문제를 믿을 만한 누군가와 상의할 기회가 있다.
22.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남을 돕는 일에 앞장 서는 편이다.
23.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도우려고 애쓰는 편이다.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