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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Perceived Threat, Optimism and Meaning in Life on Cancer Patient's Posttraumatic Growth
Bo Ram Jeon, Yun Kyeung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erceived threats, optimism, and meaning in life on cancer patient's
posttraumatic growth. This study also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 and to search for posttraumatic
growth's process. The participants were 169 cancer patients and they each completed a measure of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the Life Orientation Test-Revised,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nd death anxiety and the stage of cancer as
perceived threat. The data were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i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death anxiety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posttraumatic growth. The stage of cancer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osttraumatic growth. Death anxiety at the time of cancer
diagnosis, however,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osttraumatic growth. Second, both optimism and meaning in lif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osttraumatic growth. The meaning in life also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optimism and
posttraumatic growth. These results suggest that psychological intervention is as important as physical intervention for cancer
patients.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Korean J Str Res
2016;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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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위기를 겪는다. 하지만 위
기(危機)는 위태로운 경험인 동시에 기회이므로 이에 잘 적
응하고 극복한다면 위기를 겪기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사건에 대처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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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위기사건 후
의 결과도 다르다. 극심한 위기를 겪고 고통 속에서 힘들

1

스트레스硏究：제 24 권 제 1 호 2016

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에 적응하고

다고 한다(Han NE, 2008; Lee YJ et al., 2008). 따라서 외상

이들 중 일부는 이전보다 더 정신적인 성장을 하게 되기도

후 성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인은 개인의 성격특성이

한다.

라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역경을 경험하

Tedeschi et al.(1996)은 극심한 스트레스 사건을 겪고 난 후

더라도 그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미래에 대해 희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망을 가지게 하는 성격특성인 낙관성의 영향에 대해 살펴

growth; PTG)’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성장이란 단순히 외상

보고자 한다. Scheier et al.(1992)은 낙관성을 시간과 상황이

이전 기능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전 적

바뀌어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안정적인 성격특성으로 앞으

응수준이나 심리적 기능수준, 삶의 자각수준을 넘어서는

로 발생하게 될 상황이나 그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라 기대

진정한 긍정적 변화를 말한다(Maercker et al., 2004). 이러한

하고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으로 정의하였다. 낙관적

긍정적인 변화는 자기 지각, 대인관계, 인생관 영역에서 일

인 사람은 개인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심리적인 고통을 적

어나며 그 예로는 외상을 겪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기 내

게 경험하고 보다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상황에 적응

면의 강점과 새로운 가능성 발견, 타인에 대한 친밀감과

하며(Scheier et al., 1994), 보다 높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감을

신뢰 혹은 자기노출 경험의 증가, 인생의 목표와 우선순위

느끼고(Kim MJ, 2006), 삶의 과도기에 보다 더 순조롭게 적

를 새롭게 설정하고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 감사

응하며(Aspinwall et al., 1992), 유방암 환자에게도 수술 전과

하는 마음이나 종교적이고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

이후의 주관적 안녕감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된다

하는 경험 등이 있다(Zoellner et al., 2006).

(Carver et al., 1993).

외상 후 성장은 인종, 성별, 그리고 연령을 초월한 다양

하지만 개인의 성격특성만으로 외상 후 성장을 모두 설

한 집단과 다양한 종류의 외상사건에서 나타나는데, 본 연

명할 수 있는 것일까? Scheier et al.(1994/2002)은 낙관적인

구에서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을 이해하고자

사람들이 비관적인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 잘 적

한다. 암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중 1위를 차

응할 수 있는 이유가 이들이 심리적 불편감을 덜 느끼기

지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질병이다(통계청, 2014). 암은 신

때문이 아니라 문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전략 때

체적 질환이지만 심리적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하며, 실제

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역경 속에서도 희망적인 태도를 가

로 성인 암환자의 4∼19%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지고 적극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했을 때 역경을 더 잘 극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겪는다고 보고된 바

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볼 때, 낙관적

있고(Alter et al., 1996), 암 완치자중 40%가 PTSD를 진단받

인 사람들이 더 잘 성장하는 이유는 개인의 성격 특성뿐만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이 아니라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와 같은 대처 전략을

경험하며(Langeveld et al., 2004), 소아암 완치자의 경우는

함께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4.7%∼21%가 PTSD를 경험한다고 한다(Bruce, 2006). 이처

그렇다면 암 환자가 성장을 경험하는 데 있어 어떠한 적

럼 암 환자들에게는 암 진단 및 투병경험 자체가 생명을

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한가?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위협하는 외상사건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암 진단과 투

부정적 사건에 대한 대처반응로서 의미발견의 중요성은

병경험 과정에서 신체적 개입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몸과

많은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아무리 힘들고 고

마음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심리적 개입의 중

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거기서 무엇을 배우고자

요성이 대두되었다. 암 진단 이후 환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하는 마음과 그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알고

수용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서적 안정을 얻는 것에

자하는 태도는 개인을 성장으로 이끌 수 있다(King et al.,

서 더 나아가 심리적 성장을 경험하며(Collins et al., 1990;

1998).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경험이 주는 의미나 목적을 깨

Bellizzi et al., 2006; Kim HJ, 2008),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암을

닫는 것은 그 경험에 대처하는 하나의 긍정적인 전략으로

극복하고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는데 기여하는 요인에 대

볼 수 있기 때문이다(Shin SY, 2009). 암 환자들은 자신에게

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암이 발병된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대상자의

외상에 따른 결과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는데 선행연구에

절반 이상은 암에 걸린 사건 속에 함축된 의미를 발견하고

의하면 스트레스 사건 자체보다는 성장을 겪기 이전의 개

삶을 재설계하는 경험을 하였고(Taylor, 1983), Steeves et

인의 특성과 주관적인 경험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친

al.(1986)은 암 환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경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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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에 잘 적응할 수 있으며 의미발견이 중요하다고 주장

구결과와 같이 현재 경험하는 불안이 높을 경우에는 죽음

하였다.

에 대한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고(Chong HS,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암 환자들 역시 암 진단과 투

2003), 결국 외상 후 성장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병이라는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생각된다. 그러므로 두 시점의 죽음불안이 각각 외상 후

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하는 것이 암 환자의 긍정적

성장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면 암 진단과

인 변화와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는 것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에 차별적인 개입이 필요하

은 매우 가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신체적ㆍ사회

다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적 기능이 손상되고 심각한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암 환자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외상사건에 대한 위협지각, 낙

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남은 삶에 대한 충만감과

관성, 그리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하는 것이 외상

만족감, 평온감 등을 갖게 하고, 새로운 시각과 목표를 가

후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고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낙관성과 삶의 의미의 관계를 검증해보고, 어떠한 과정을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특성인 낙

통해 외상 후 성장이 일어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관성으로 인해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하는 적극적인

재료 및 방법

대처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성장을 경험한다고 예측하고 삶
의 의미 추구 및 발견과 같은 대처전략이 낙관성과 외상

1. 연구대상 선택 및 선택 기준

후 성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외상 후 성장은 스트레스 사건의 충격 정도와 관련되어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대구, 대전, 전주에 거주하는

있다. 스트레스 사건의 강렬한 충격은 개인으로 하여금 세

만 20세 이상의 암 환자이다. 참여자는 전국단위 암환자

상을 바라보는 토대를 뒤흔드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개

커뮤니티(회원수=11만 9천명)의 지역별 책임자 및 병원 책

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신념을 만들 수 있도

임자와 접촉하여 모집하였고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록 한다(Tedeschi et al., 1998). 그러므로 외상사건의 위협 지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참여자 181명을 대상으

각 정도는 외상 후 성장에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

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참여자 181명 중 불성

다. 암 환자들은 암 진단과 동시에 암을 극복하는 과정에

실하게 응답하였다고 판단되는 12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서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끼며 죽음을 연상하고 사후 세계

169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심한 정서적 혼란과 죽음 불안

전체 169명 중 여성(n=143, 84.6%)이 남성(n=26, 15.4%)

을 경험한다(Chong HS, 2003; Suh EY, 2008; Oh PJ, 2009).

보다 많았으며 이들의 연령범위는 만 30세에서 만 78세까

아울러 높은 암 진행단계는 생명에 대한 위협수준이 높은

지로 평균연령은 50.6세(SD=7.8)였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암의 단계가 초기일수록 식욕의 저하나 통증, 피로

대상(n=136, 80.5%)과 기혼자(n=142, 84.0%)가 가장 많고,

감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이 높은 반면, 암의 단계가 말기

교육수준은 고졸(n=84, 49.7%)과 대졸이상(n=64, 37.9%)이

일수록 기분 저하 및 불안정감과 같은 심리적 증상이 증가

국졸과 중졸보다 많았다.

한다(Kim MH,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암 환자가 경

암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유방암 환자(n=115, 68.0%),

험하는 외상사건의 위협지각 정도로 죽음불안과 암 진행

암 2기로 판명된 경우(n=61, 36.1%), 암 진단 후 3년 이상이

단계를 하위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지난 대상자(n=77, 45.6%)가 가장 많았고, 이제까지 받았던

특히 암은 신체질병으로 자연재해나 조난사고 등과 같

치료양식에 대해 복수응답을 하게 한 결과 암 제거 수술

은 외상사건과는 달리,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

(n=149, 88.2%)과 항암화학치료(n=146, 86.3%)를 받은 경우

기간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외상사건이므로, 암 진단 시의

가 대부분이었다.

죽음불안과 현재의 죽음불안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각

2. 연구 도구

각 다를 수 있다. 진단자체를 곧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
는 암 환자들에게 암 진단 시의 높은 죽음불안은 외상사건

1) 기초 설문지 및 외상사건의 위협지각: 기초 설문지는 참

당시의 강렬한 위협과 충격정도로 볼 수 있지만, 불안이

여자의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암 관련 특성에 대

외상 후 성장과 부적상관을 보인다는 Best et al.(2001)의 연

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종교 유무, 교

3

스트레스硏究：제 24 권 제 1 호 2016

4) 삶의 의미 척도: 삶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 Steger et

육 수준, 암 종류 및 기수, 암 진단 후 경과 기간, 치료 양식
등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al.(2004)이 개발하고 이를 Won DR et al.(2005)이 번안한 삶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죽음불안과 암 진행단계를 외상사

의 의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의

건의 위협지각 정도로 보고, 죽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11

미추구와 의미발견이라는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

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암 진단 시에 느꼈던 죽음불안

으며, 7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의 정도와 현재 느끼는 죽음불안 정도를 평정하도록 하였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다. 죽음불안 문항 내용은 ‘귀하가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삶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때 죽음에 대한 불안을 얼마나 느꼈습니까?’, ‘현재는 죽음

Won DR et al.(2005)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0이었고,

에 대한 불안을 얼마나 느끼십니까?’이며, 죽음불안의 정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도는 ‘전혀 느끼지 않았다(0)’에서 ‘매우 많이 느꼈다(10)’의

3. 분석 방법

연속선상에서 평가할 수 있게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불안을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6.0

암 진행단계는 단일 문항으로 참여자에게 진단 시의 암

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실시하고, 주

진행단계를 적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암 진행단계는 1단계

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에서 4단계로, 단계가 높을수록 암의 심각성이 높다는 것

다. 또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s

을 의미한다.

α계수를 산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관분석을 통해 외상

2) 외상 후 성장 척도: Tedeschi et al.(1996)이 개발한 외상

후 성장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선별한 후,

후 성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는 총 21

이러한 변인들이 외상 후 성장에 단계적으로 미치는 영향

문항으로 외상을 경험한 이후 개인이 겪은 변화의 정도를

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

자기보고 형식으로 평가하도록 이루어져있으며, 각 질문

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투입되었으며, 2단계에서는 암

에 대해 6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다, ∼6

관련 특성이, 3단계에서는 개인의 성격특성인 낙관성과 삶

점: 매우 많이 경험하였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PTGI

의 의미 변인이 투입되었다.

에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을 겪은 후 긍정적인 변

다음으로 낙관성과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화를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5개의 하위척

영향 및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도, 즉 삶에 대한 감사, 새로운 가능성, 개인의 강점, 영적

모형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AMOS의 Bootstrapping 방

변화, 타인과의 관계로 구성되어있다. Tedeschi et al.(1996)이

법을 사용하여 주요 변인 간의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

개발한 원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의성을 검증하였다.

내적 합치도는 .95이었다.
3) 삶의 지향 검사 개정판: 삶의 지향 검사 개정판은 Scheier

결

et al.(1994)이 개정한 삶의 지향성 검사를 우리나라에서

과

1.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Shin HS(2005)이 번안한 척도로 개인의 낙관주의 경향을 측
정한다. LOT-R은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이 중

암 관련 변인 및 주요 변인과 외상 후 성장 간의 상관관

6개 문항은 낙관성을 측정하는 문항이며 나머지 4개 문항

계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암 관련 특성에서 외상사

은 설문지가 낙관성을 측정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도

건의 위협정도를 나타내는 변인 중 암 진행단계와 현재의

록 포함된 모호 문항이다. 낙관성을 측정하는 6개 문항은

죽음불안이 외상 후 성장과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암

3개의 긍정적 진술문항(1, 4, 10번 문항)과 3개의 부정적 진

진행단계는 외상 후 성장의 하위영역 중 삶에 대한 감사

술문항(3, 7, 9번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5점

(r=.17, p＜.05)와 영적 변화(r=.22, p＜.01)에서 유의한 상

Likert 척도(0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로

관이 있었으며, 현재의 죽음불안은 외상 후 성장(r=−.15,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

p＜.05), 하위영역 중에서는 삶에 대한 감사(r=−.24, p

다. 이 때 모호 문항은 채점에서 제외된다. 본 연구에서의

＜.01)와 새로운 가능성(r=−.18, p＜.05), 그리고 개인의 강

내적 합치도는 .72이었다.

점(r=−.19, p＜.05)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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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orrelation of characteristics of cancer, optimism, and posttraumatic growth.

1.
2.
3.
4.
5.
6.
7.

Stage of cancer
The time after cancer diagnosis
Death anxiety 1
Death anxiety 2
Optimism
Meaning in life
PTG
PTG 1
PTG 2
PTG 3
PTG 4
PTG 5

M
SD
a)

b)

1

2

3

−.11
−.06
−.02
.09
.07
.14
a)
.17
.04
.13
b)
.22
.13
2.2
0.9

−.03
.14
−.12
−.09
−.13
−.09
−.10
−.10
−.14
−.13
3.8
1.3

4

5

6

7

c)
.51
−.14
−.24b)
−.08
−.09
−.06
−.14
−.07
−.02
6.0
3.1

c)
−.25
−.27c)
a)
−.15
b)
−.24
−.18a)
a)
−.19
.04
−.09
4.4
3.0

c)
.49
c)
.56
c)
.54
c)
.48
c)
.53
c)
.36
c)
.47
14.9
4.0

c)
.75
c)
.63
c)
.72
c)
.71
c)
.44
c)
.64
45.3
11.1

c)
.80
c)
.90
c)
.92
c)
.60
c)
.93
89.4
17.6

c)

p＜.05, p＜.01, p＜.001.
Death anxiety1: death anxiety at the time of cancer diagnosis, Death anxiety2: the current death anxiety, PTG: total score of posttraumatic growth,
PTG1: appreciation of life, PTG2: New possibility, PTG3: personal strength, PTG4: spiritual change, PTG5: relating to others.

Table 2. Results for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variables.

니라 진단 시의 죽음불안(r=.51, p＜.001)과 낙관성(r=
−.25, p＜.001), 삶의 의미(r=−.27, p＜.001)와도 유의한 부

Stage

적 상관을 보였다. 암 진단 시의 죽음불안은 삶의 의미(r=

β

Variable

2

t

R

ΔR2

F

1 Existence of a religion
.154
1.882 .041 .041 2.028
Income level
.093
1.073
Education level
.074
.858
2 Stage of cancer
.168
2.046a) .109 .068 3.472b)
Death anxiety 2
−.199 −2.467a)
3 Optimism
.256
4.126c) .607 .498 26.789c)
Meaning in life 1
.374
4.775c)
Meaning in life 2
.303
3.498b)

−.24, p＜.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음이 나타났다. 낙
관성은 삶의 의미(r=.49, p＜.001), 그리고 외상 후 성장
(r=.56,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삶의 의미와 외상 후 성장(r=.75, p＜.001)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a)

2.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

c)

Predictor=PTG (total score). p＜.05, p＜.01, p＜.001.
Death anxiety2: the current death anxiety, Meaning in life1: the search
of meaning life, Meaning in life2: the presence of meaning life.

다음으로 앞서 상관분석에서 외상 후 성장과 유의한 상
관이 나타난 변인을 선별하고 이 변인들이 외상 후 성장을
설명하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2단계에서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1단계에서는 외상 후 성장의 하

암 관련 특성을 투입하였을 때, 전체변량의 약 11%

위 영역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종교유무, 수입, 교육수준

2
(R =.109)가 설명되어 1단계보다 약 7%에 가까운 설명량의

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투입되었으며, 2단계에서는 암 관

증가를 보였다. 암이 더 진행되었을수록(β=.17, p＜.05),

련 특성인 암 진행단계와 현재의 죽음불안이, 3단계에서는

그리고 현재의 죽음불안이 낮을수록(β=−.20, p＜.05) 외

심리적 특성으로 개인의 성격특성인 낙관성과 삶의 의미

상 후 성장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

의 두 하위요인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변인이 투입되었

로 3단계에서 주요한 심리적 특성인 낙관성과 삶의 의미

다.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단계적으로 설명력이 증가하여

2
변인을 투입했을 때, 전체변량의 약 61% (R =.607)가 설명

각 변인은 외상 후 성장에서 전체 변량의 약 61%를 설명하

되어 이전 단계보다 약 50%에 가까운 설명량의 증가를 보

2

였다. 3단계에서 투입한 낙관성(β=.26, p＜.001), 삶의 의미

는 것으로 나타났다(R =.607).

의 하위요인인 의미추구(β=.37, p＜.001), 의미발견(β=.30,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 인구통계학적 변
2
인을 투입하였을 때, 전체 변량의 약 4% (R =.041)가 설명

p＜.01) 모두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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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암 진행단계가 높고 현재의 죽

호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음불안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낙관적이고 삶의 의미를

analysis)을 통해 측정모형의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먼저 잠

추구하고 발견할수록 외상 후 성장이 더 많이 일어남을 알

재변인들(외상 후 성장, 낙관성, 삶의 의미) 간의 상관계수

수 있다.

를 살펴보면 .60에서 .85사이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변별타
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충족시켰고, 각각의 잠재변인에

3. 낙관성, 삶의 의미와 외상 후 성장의 구조방정식 모형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 부하량이 모두 .50 이상에 해당되어
각각의 잠재변인에 대한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의

다음으로, 낙관성과 삶의 의미, 그리고 외상 후 성장 간

기준을 충족시켰다.

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2) 구조모형검증: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비교: 외상 후 성장과

검증한 후,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관련된 여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

비교하였다.
1)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과 모수치 추정

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

(1)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외상 후 성장을 설명하는 이

들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

론 구조 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각 이론 변인들을 측정

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낙관성, 삶의 의미가 외상 후

하는 하위 측정 변인들이 이론 변인들을 적절하게 측정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와 낙관성이 삶의 의미를

는지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거쳐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를 모두 포함

우선 낙관성 측정도구에 대해 무선할당방법을 사용하여

하는 부분매개모형이다. 경쟁모형은 연구모형에서 낙관성

측정변인을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낙관성의 6개 문항을 세

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를 제거한 완전

개의 측정변인으로 묶어 사용하였고, 나머지 측정도구에

매개모형이다.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

서는 본래 해당 도구가 가지고 있는 하위요인에 따라 측정

한 결과, 연구모형은 CFI=.972, TLI=.961, RMSEA=.072로

변인을 구성하였다.
2

검증 결과, χ =59.943 (df=32, p＜.01), CFI=.972, TLI=.961,

모든 지표에서 경쟁모형보다 좋은 적합도 수치를 보였다.

RMSEA=.072로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적절한 수준으

하지만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수치가 거의 동일

로 나타났다.

2
했기 때문에, 두 모형을 비교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χ 차

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유의도 수준 α=.01 수준에서 연구

(2) 측정모형의 모수치 추정: 측정모형의 부합도 지수가 양

모형과 경쟁모형이 서로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하
2
기 위해서는 자유도 1의 차이가 6.63 이상의 χ 차이를 가

Table 3. The comparison of model fit.
2

χ
Research model
Competing model

59.943
66.837

2

CFI

TLI RMSEA

32
33 6.894

.972
.966

.961
.954

df

Δχ Δdf
1

2
져와야 한다. 분석결과 두 모형 간의 차이는 Δχ (1)=6.89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연구모형에서 낙

.072
.078

관성이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구조모형에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모
형이 경쟁모형보다 자료를 더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연구모형이 최종모형으로 채택되었다(Fig. 1).
3) 최종모형의 추정치 결과: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Table 4. Estimates of research model's path coefficients.
Path
Optimism ⟶ PTG
Meaning in life ⟶ PTG
Optimism ⟶ Meaning in life
b)

c)

p＜.01, p＜.001.
PTG: posttraumatic growth.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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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tandardized Std. Standardized
coefficients
Error coefficients
.38
.27
2.62

.14
.04
.46

.23
.72
.60

t
b)

2.64
c)
7.38
c)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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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의 죽음불안은 부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Path
Optimism ⟶ Meaning in life
Meaning in life ⟶ PTG
Optimism ⟶ PTG
a)

b)

정적 정서인 ‘불안’그 자체로 볼 수 있다. 즉 불안이 외상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b)

후 성장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Best et al.(2001)의 연구결

b)

.60
b)
.72
a)
.23

b)

.43 (.30-.59)

.60
b)
.72
b)
.66

과와 같이 현재 외상 생존자가 느끼는 불안 수준이 높다는
것은 외상 경험에 대한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

c)

p＜.05, p＜.01, p＜.001.
PTG: posttraumatic growth.

로 외상 경험에서 의미를 발견하거나 적응적인 대처가 이
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암 진단 시의 죽음불
안과 외상 후 성장 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낙관성이

외상사건을 위협으로 지각할수록 외상 후 성장이 일어난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는 Tedeschi et al.(1998), Cordova et al.(2001)의 연구와 상이

다(β=.23, p＜.01). 또한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으로 가

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몇 가지 생각

는 경로계수 또한 유의하였고(β=.72, p＜.001), 마지막으

해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가 횡단적 연구 설계로 진행되

로 낙관성이 삶의 의미로 가는 경로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어, 참여자의 절반가량이(45.6%) 암 진단 시의 죽음불안을

나타났다(β=.60, p＜.001).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낙

3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회고적으로 측정하였기 때문

관성과 삶의 의미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이 일어나며,

에, 당시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

낙관성이 높을수록 삶의 의미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지각된 위협정도는 사건충격척도

4) 최종모형의 직ㆍ간접효과 분해: 최종모형에서 외상 후

(Impact of event scale)와 같은 척도를 이용해 측정하였지만

성장에 낙관성과 삶의 의미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좀

본 연구에서는 단일 문항으로 죽음 불안만을 측정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이는 가능한 한 문항수를 줄여 암 환자에게 부담을 주지

에 대해 알아보았다. Table 5를 살펴보면, 최종모형의 직ㆍ

않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지만, 암 진단 시에 죽음불

간접효과 및 총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안을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 죽음 생각의 부인, 짧은 시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총효과의 크기 순

간 지각, 죽음과 연관된 사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다차

으로 살펴보면 삶의 의미(β=.72, p＜.001), 낙관성(β=.23,

원적(Ko HJ et al,. 2006)으로 측정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

p＜.05)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낙

점은 추후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두 시점의 죽음불안 모두 삶의 의미

관성은 삶의 의미를 통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간

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43, p＜.01).

삶에 대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생

고

찰

각될 때, 의미를 깨닫고 고통도 수용할 수 있을 때, 죽음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Flint et al., 1983;

본 연구에서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외상사건의 위협지

Amenta, 1984; Han MJ et al., 1999; Chong HS, 2003; Park K,

각, 낙관성, 그리고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에 어떠한 영

2011). 따라서 암 환자들이 현재 느끼는 불안은 성장을 도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변인들 간

모하는 과정을 방해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의 관계를 검증하고 외상 후 성장이 일어나는 과정을 모형

볼 수 있으므로, 암 환자들의 불안을 다뤄주는 것이 심리적

검증을 통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 개입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암 진단 시의 죽음불안을 외상사건

둘째, 암 진행단계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이 일어나는

에 대한 지각된 위협정도로 보았지만 외상 후 성장과의 상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암 진행단계가 높을수

관이 유의하지 않았고, 현재의 죽음불안의 경우 낮을수록

록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가 크며, 이러한 높은 위협은 개

암 환자가 외상 후 성장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토대를 뒤흔들고, 결국 자신, 세상,

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 사건에 대해 ‘현재’ 경험하는 위협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변화가 생긴다는 것으로

정도가 클수록 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성장이

해석할 수 있다(Tedeschi et al., 1998). 특히, 말기암 환자 중

일어날수록 외상사건에 대한 위협정도(불안)를 낮게 지각

에서 하루에 죽음에 대해 여러 차례 생각하는 환자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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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활에서 신앙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연구결과와 마찬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지로(Kim YS, 1988), 본 연구의 상관분석에서 암 진행단

또한 낙관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삶의 의미

계는 외상 후 성장의 하위영역 중 삶에 대한 감사 및 영적

가 주는 영향보다 작았고, 낙관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

변화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심각한 수준의 암

는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삶의 의미를 통해 미치는 간접적

과 투병 중인 환자들은 임종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매일의

인 효과의 크기가 더 컸다. 이 결과는 낙관적인 사람들이

삶에 감사하고, 자신의 힘으로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시기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오로지 낙관성만이 성장에 주

는 지났기 때문에 영적이고 종교적인 힘을 빌리고 있을 가

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으로, 미래에 일어날 결과가 좋

능성이 있다.

을 것이라 기대하여 적응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전략을 한

넷째, 낙관성, 삶의 의미, 외상 후 성장과의 구조적 관계

후에야 비로소 성장 및 심리적 안녕감과 가까워진다는 것

를 살펴본 결과, 낙관성과 삶의 의미가 모두 외상 후 성장

으로 생각해볼 수 있고 이는 낙관적인 사람이 스트레스 상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낙관

황에서 주로 적극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성과 삶의 의미가 성장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낮추고 심리적 안녕감을 높게 경험한다는 Lee MJ et

도 일치하는 결과로(Tedeschi et al., 2004; Urcuyo et al., 2005;

al.(2013)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Park et al., 2006; Hart et al., 2008; Jung IM, 2009), 낙관적인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후속 연구를

사람일수록 암 투병이라는 힘든 과정 속에서도 희망을 잃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외상 후 성장

지 않고,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이

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려면 외상사건을 겪기 이전

해하고자 노력하며, 암을 이겨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부터 성장이 일어나는 과정을 전향적으로 추적하는 종단

한 결과 성장을 이룬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이러한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외상사건을

결과는 삶의 위기를 겪은 사람은 이전까지는 추상적인 수

겪고 시간이 오래 경과한 뒤에 외상사건 당시의 경험을 측

준에서만 생각했던 삶의 의미나 목적 그리고 죽음의 필연

정했으므로 회상에 의존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회상에

성과 같은 실존적 물음에 직면하기 때문에 위기 사건을 경

의존하여 이전 경험을 측정한다면 기억의 왜곡가능성이

험한 후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적응

있으며, 현재의 상황에 따라 당시의 기억이 재구성될 가능

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Tedeschi et al.,

성이 있기 때문이다.

1996/2004),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외상사건에서도 가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죽음불안을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

치를 발견하는 것은 성장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였다. 신체적으로 힘든 암 환자들에게 설문에 대한 부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삶의 의미는 본 연구의 다른 변인

주지 않기 위해 문항수를 줄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

들보다 외상 후 성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었지만, 단일 문항으로 측정한 것은 아무래도 신뢰도를 저

다. 즉 암 투병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자 노력

하시키고 죽음에 대한 불안을 다각도로 측정하지 않았을

하고 그 결과 암이 자신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를 깨달았을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단일 문항이 아닌 다

때 비로소 진정한 심리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차원적인 개념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문항들을 포함하여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과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가 주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셋째, 본 연구 참여자 중 여성이 84.6%, 남성이 15.4%로

나타났다. 즉 낙관적인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

성비 불균형이 있었고 암 종류 중에서도 유방암이 차지하

고 자신에게 닥친 역경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적극적인 대

는 비율이 68%로 한 가지 암 종류에 참여자가 편향되어 있

처를 하고(Scheier et al., 2002), 역경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기

었다. 이러한 참여자 불균형은 본 연구 결과가 여성 및 유

위한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은 적응의 촉진제 역할을 한다

방암 환자의 고유한 특성에 영향을 받은 점을 배제할 수

는 견해와 마찬가지로(Park et al., 2006), 낙관적인 사람들은

없어 보이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비관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암에 걸린 상황을 부인하거나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변인들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고 이로써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해

영향이 인과적으로 해석되는 데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위

와 수용이 용이해지고 결국 상황에 대한 반복적인 이해를

협지각, 낙관성, 삶의 의미가 높다고 해서 외상사건을 경험

하고자하는 노력을 통해 암에 걸린 사실 속에서도 의미를

한 후에 반드시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와 성장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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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서 밝혀진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변인들을
가지고 성장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즉 외
상사건의 위협정도, 낙관성, 삶의 의미와 외상 후 성장 간
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심리적인 개입에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주요 변인
중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비교적 쉽게 변화할 수 있는
변인은 현재의 죽음불안과 삶의 의미이다. 따라서 암 환자
들을 대상으로 한 개입에서 현재의 죽음불안을 다뤄주고
불안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하여 심리적인 적응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삶에 대해 깊이 숙
고하고, 암에 걸렸다는 사실과 현재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
에게 주는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찾게 하는 등의 개입을
통해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갖게 한다면 외상 후 성장을 도
모하는 데 유익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추구
하고 발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죽음불안을 감소시키기 때
문에 심리적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비록 죽음불안
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지는 못하였으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암 환자들에게 죽음불안이라는 실존적 경험을 다
루고자 한 자체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둘째, 힘든 과정을 통해서도 그 후에 얻어지는 유익함을
강조함으로써 외상사건에 대한 수용과 적응 그리고 극복
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암 환자들은 암 진단
과 동시에 삶에 대한 의미를 상실한다. 암 진단은 그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자신의 평탄했던 삶을 뒤흔드
는 사건이 된다. 이 순간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부
정적인 부분만이 확대되어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
혀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
으로 위기에 처한 암 환자들에게 암이라는 위기사건 이후
에도 성장을 보고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도 극복에 대한
의지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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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외상사건에 대한 위협지각, 낙관성, 그리고 삶의 의미가 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것이었다. 참여자는 암 환자 169명으로 구성되었고, 외상 후 성장 척도, 낙관성 척도, 삶의 의미
척도, 그리고 위협지각과 관련된 변인으로 죽음불안과 암 진행 단계를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죽음불안은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진행단계는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암 진단 시의 죽음불안과 외상 후 성장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낙관성과 삶의 의미 모두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낙관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의미가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극심한 삶의 위기를 겪는
암 환자들에게 신체적인 건강 회복만이 아닌 심리적 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중심단어: 외상 후 성장, 위협지각, 낙관성, 삶의 의미, 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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