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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기 사별 후 성장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고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선행연구 및 기존 척도들을 참고로 문항을 개발하고, 전문가에 의한 내용타당도 검증, 예비조

사를 거쳐 척도의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배우자 사별노인 30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최종

적으로 24개의 문항이 결정되었으며, 사별 후 성장척도의 5요인 구조가 도출되었다. 둘째,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비탄반응척도(HGRC: Hogan and Schmidt, 2001) 가운데 ‘개인적 성장’척도와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별 후 성장과 HGRC 개인적 성장은 높은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

인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셋째, 대비집단 타당도 검증을 위해 심리적 안녕감척도(PWB: Ryff and 

Keyes, 1995)와 슬픔극복척도(GRI: Remondet and Hansson, 1987)의 상·하위 30% 집단 간에 

사별 후 성장점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제시되었다. 넷째, 사별 후 성장척도

의 내적일치도는 .907(하위요인 .649~.856)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본 척도의 신뢰성을 입증하

였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사별 후 성장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특히 학력이 가장 강력

한 예측요인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별 후 성장척도의 타당도는 높은 것으로 결론지

을 수 있다. 본 척도는 사회복지 및 임상분야 실천가들에게 사별자에 대한 성장지향적인 실천적 개입

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개입 시 활용가능한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사별 후 성장, 척도개발, 타당도 검증, 노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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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별(bereavement)은 남겨진 유족에게 강렬한 슬픔과 스트레스를 초래한다. 사별에 관한 선행연구

에서는 이러한 슬픔과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반응과 변화과정에 주목하여 왔다. 그 중 대부분의 연

구는 사별 후 스트레스, 혼란, 우울 증상, 사회적 위축을 포함하는 부정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

으며, 사별적응에 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의학적 모델에 기

초하고 있다(Stroebe and Schut, 1999; Worden, 2008). 그에 비해, 사별로 인해 개인이 경험할 수 있

는 긍정적 변화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하였다. 

그러나 최근 긍정심리학이 대두되면서,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극심한 스트레스 후에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 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삶의 역경이나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내지는 외상

(trauma)경험으로 인해 삶을 성찰하게 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게 되는 등, 개인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Tedeschi and Calhoun, 2004). Bonanno(2004)는 외상을 경험한 이들

의 병리적 증상에만 관심을 갖기보다는 인간의 내재된 역량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

는데, 국내에서도 최근 외상 후 성장(Posttramatic Growth: PTG)이나 스트레스 관련 성장(stress 

related growth) 등과 같이 고통스러운 경험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성장경험에 관한 연구들이 증가 

추세이다(예를 들어, 최승미, 2008; 김진수·서수균, 2011; 박은아, 2014). 

이러한 맥락에서, 사별 역시 삶을 뒤흔드는 위기적 사건으로서 비탄과 슬픔극복과정을 개인의 성장

과 성숙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국외 연구에서는 사별 후에 경험하게 되는 외상 후 

성장이나 개인적 성장의 관점에서 비탄과정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Gerrish et 

al., 2009).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외상 후 성장의 관점에서 사별을 하나의 외상사건으로 대

입하여 접근하고 있다. 또한 사별을 통한 성장수준의 측정을 위해서는 외상 후 성장척도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 Tedeschi and Calhoun, 1996)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PTGI는 외상사건을 경험한 개인에 의해 보고되는 긍정적 결과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여러 외상사건

들(이를테면, 성폭력, 학대, 전쟁 상황 등과 같은)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

한 보편적 적용가능성은 이 척도가 다양한 대상과 상황을 다룬 연구에서 두루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서 유용하지만, 동시에 개별적인 사건들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사별로 

인한 비탄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중 하나인 Hogan의 비탄반응척도(The Hogan Grief Reaction 

Checklist: HGRC; Hogan and Schmidt, 2001)는 6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하나의 차

원이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이다. 그러나 HGRC에서의 ‘개인적 성장’차원은 매우 일반적인 성

장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생사관 등 사별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개인적 성장’ 

차원만 놓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PTGI와 차별화되지 않는다. 또한 HGRC는 문항이 주관적인 인지 수

준의 설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행동 차원의 변화를 측정하지 않는다. 

한편 국내 연구의 경우, 사별경험의 긍정적 결과에 주목하고자 한 시도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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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 자체도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노년기 배우자 사별 후의 성장과정을 탐색한 장수지

(2013)의 연구와 더불어, 배우자 사별 노인의 적응지표 중 하나로 개인적 성장을 포함시킨 손의성

(2008), 손의성·홍세희(2007)의 연구 정도가 있을 뿐, 사별적응과정을 성장과 성숙의 관점으로 바라보

는 관점 자체가 부재하였다. 

정리하자면, 기존의 사별연구들을 보면 비탄과정을 긍정적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 학문적 시도가 

부족하였으며, 외상사건에 대한 극복과정을 성장과 긍정적 관점에서 개발된 척도(예: PTGI)라 하더

라도 척도의 보편적 활용성에 대한 장점이 있지만,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 하거나, 사별적

응 관련 척도 역시 한계를 안고 있었다. 사별은 인간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외상사건이므로 사별에 대한 적응은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의 해소차원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사별이라는 생애사건 자체가 의미 있는 타인(significant others)의 상실로써 

기본적으로 고통스러운 감정을 동반하므로, 상황의 긴급성이나 위험 요인의 중대성 차원에서 신체적, 

정신적 측면의 부정적 증상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별적응을 사별자의 삶의 통찰과 성숙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사별을 계기로 한 인간의 

발달적 성장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별은 다른 종류의 외상경험에 비해서도 더욱 높은 

수준의 개인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경험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Shakespear-Finch and Armstong, 

2010), 이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라는 절대적 의미의 상실과 그로 인한 정서적 분리과정을 겪어내며 

홀로 남겨진 삶을 독립적으로 재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삶에 대한 성찰과 개인적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밀착되고 상호의존적

인 인간관계의 상실은 여타의 외상경험과는 구별되며, 이를 개념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 개인이 사별 이후에 어느 정도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었는지, 어떠한 내외적 요건을 갖춘 개인이 

더 많이 성장하는지 등의 경험적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별자의 개인적 성장을 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별 후 성장척도를 개발함에 있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노인에게 있어 사별은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경험이며, 사별한 노인 스스로

가 죽음에 더 가까운 연령대이므로 중요한 타인의 사별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라는 특정 연령층에 대한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타당도 

검증은 배우자와 사별한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은 노년

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므로(Havighurst, 1972), 배우자 사별 이후에 단순히 슬픔을 극복하고 외로움

을 느끼지 않는 것 이상으로 배우자 사별을 계기로 삶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새로운 삶을 모색

하기 위해 경주하는 것은 노년기 적응에서 매우 중요한 발달적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을 대상으로 사별적응의 중요한 측면으로서 노년기 사별 후 성장을 측정하

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고, 이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노년기의 발달적 적

응 및 삶의 의미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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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1) 삶의 위기와 개인적 성장

심각한 사고나 가족과의 사별, 폭력피해 등과 같이 삶에서의 역경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외상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도전적인 상황에서 투쟁한 결과, 개인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Calhoun and Tedeschi, 2001; Rosenblatt, 2000; Braun and Berg, 1994). 삶의 위기를 겪은 후의 

긍정적인 변화는 외상 후 성장(PTG, Calhoun and Tedeschi, 2001), 개인적 전환(personal 

trasformation; Schneider, 1994), 이득의 발견(benefit finding; Davis et al., 1998), 실존적 인식의 증

가(heightened existential awareness; Yalom and Libermann, 1991), 역경을 통한 성장(adversial 

growth; Linley and Joseph, 2004), 스트레스 관련 성장(stress-related growth; Armeli et al., 2001) 

등의 개념으로 정의되어 왔다. 학자들마다 그 개념정의와 내용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삶에서의 위

기 상황을 경험한 후 이를 계기로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긍정적인 삶의 태도 및 생활상을 보이는 

현상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최승미, 2008). 이는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증상의 감소나 

이전의 상태로의 회복이라는 임상적 목표를 넘어, 개인이 삶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식수준을 

넘어선 발달, 즉 성장(growth)을 추구하는 것이다(Zoellner and Maercker, 2006).  

이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개념은 외상 후 성장(PTG; Tedeschi and 

Calhoun, 1996)이다. Tedeschi와 Calhoun(1996)은 PTGI 개발과정에서 PTG는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개인적 강점의 발견’, ‘영성의 변화’, ‘삶에 대한 감사’의 다섯 개 하위요인으

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는 외상사건 이후 타인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 연민 

등의 행동 및 태도가 증가한 것이고,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은 인생에서의 새로운 기대와 관심사, 가

능성의 발견을 의미한다. ‘개인적 강점의 발견’은 외상사건 이후에 스스로 지각한 개인의 내적 역량이 

증가한 것이고, ‘영성의 변화’는 실존적이고 영적 존재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삶에 대한 감사’는 외상사건 이후에 삶에 대해 긍정적 의미부여를 하고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정적인 결과물이라고 하기 보다는 지속되는 과정으로 지적되었다(Tedeschi and Calhoun, 

2004). 국내연구 가운데는 한국판 PTGI의 타당화 연구가 있는데(송승훈 외, 2009), 이 척도에서는 ‘자

기지각의 변화’,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의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Gerrish 외(2009: 227)의 정리에 의하면, PTG를 포함하여 외상사건 이후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

한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보다 열정적이고(Talbot, 1998-1999), 성숙함과 자아존중감의 향

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chaefer and Moos, 2001). 또한 삶에서의 모순을 수용하고 지혜로

우며(Calhoun and Tedeschi, 1998), 영적으로 신실하고 신앙심이 깊으며(Edmonds and Ho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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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용감하고 인내심이 강한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ffleck et al., 1991). 

또한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도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지

적이고 문제해결적인 행동대처(최승미 외, 2013; Hobfoll et al., 2007)와 사회적지지(최승미 외, 2013), 

역경을 겪더라도 건강하게 적응해 가는 개인적 특성인 자아탄력성(김보라·신의천, 2010), 문제해결을 

위해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인지적 사고처리과정인 반영적 반추(Nolen-Hoeksema and Davis, 2004), 

내지는 의도적 반추(김태국·정은의, 2012), 영성(박혜원·안현의, 2006) 등이 PTG를 포함한 위기경험 

이후의 긍정적 변화에 정적인 관련성이 있음이 제시되었다.  

한편 사별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개인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경험이다(Shakespear-Finch 

and Armstong, 2010). Hogan과 Schmidt(2002)는 사별 후 과정에서의 개인적 성장은 타인에 대한 관

심과 유대감의 증가,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인식 및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배치 등과 관련이 있

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의 성장과정에 대한 장수지(2013)의 연구에서는 사별 후 

성장의 내용으로 ‘삶의 의미 찾기’, ‘자존감의 향상’, ‘인간관계 강화’, ‘포용과 수용’이라고 보았고, 그 

전략으로는 ‘현실에 대한 직시’와 ‘새로운 삶을 위한 노력’을 도출하였다. PTG(Tedeschi and Calhoun, 

1996), Hogan과 Schmidt(2002), 장수지(2013)의 연구 등에서 보이는 공통점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

해 삶에 대한 인식 전환과 인간관계에 대한 행동 및 인식 차원에서의 변화, 자기개념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이 삶의 위기 후의 성장을 이루는 핵심적 요소인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런데 장수지(2013)의 연구에서 도출된 ‘포용과 수용’은 기존의 다른 연구에서는 나타

나지 않던 차원으로, 생사관의 변화와 고인에 대한 이해와 용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별로 인해 죽

음에 대한 관념이 변화한 것이나, 고인에 대한 몰이해와 원망, 관계 자체에 대한 회의 등, 인간관계에

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관념이 사별 이후에 이해와 포용의 시각으로 전환된 것은 중요한 인지적 

발달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노년기 사별 후 성장개념의 구성요인으로서 긍정적 자기인식, 

삶에 대한 인식의 전환, 인간관계에서의 인식 및 행동의 변화, 새로운 삶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 고인

에 대한 이해와 포용, 죽음에 대한 태도변화, 영적 변화 등의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고

자 하였다. 이에 노년기 사별 후 성장의 개념은 “사별 직후의 절망을 극복하고 노년기의 삶의 주체자

로서의 인식 및 행동 전환을 동반하는 발달적 위기 이후의 삶의 통합과정”으로 정의하였다.

2) 사별연구에서 사별적응을 측정한 지표들

기존의 사별연구에서 사별 후의 적응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주로 어떠한 지표들이 활용되어 왔을

까? 사별연구는 국내보다 국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국외연구에서 사별적응 측정을 위해 

활용된 지표들은 대부분 사별로 인해 초래된 부정적 증상을 측정하고 있으며, 사별적응을 부정적 증

상의 감소라는 의학적 모델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울(Vable et al., 2015; Ghesqiere 

et al., 2013), 고독감(Kawaai and Sasaki, 2004), 불안 및 스트레스(Byrne and Raphael, 1994), 정신건

강 및 신체적 증상, 사망위험(Gallagher-Thompson et al., 1993; Thompson et al., 1991) 등의 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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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되었다.

또한 사별적응 내지는 비탄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들도 개발되었다. The Texas Revised 

Inventory of Grief(TRIG: Faschingbauer et al., 1987)는 부정적 비탄반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척

도로 사별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Grief Resolution Index(GRI: Remondet and Hansson, 1987)

은 사별 관련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개인의 성공적인 적응 정도를 측정한다. Daily Widowed 

Life(IDWL: Caserta and Lund, 2007)는 사별적응의 이중과정모델(the dual process model: Stroebe 

and Schut, 1999)에 기초하여 사별적응의 두 가지 경로인 상실지향(loss-orientation)과 재건지향

(restoration-orientation)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이다. 

비탄반응 측정을 위한 척도 가운데 사별 후의 긍정적 변화에 주목한 지표도 존재한다. Hogan과 

Schmidt(2001)는 The Hogan Grief Reaction Checklist(HGRC)의 개발과 타당화를 통해, 비탄반응의 

6개 하위 차원 가운데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개인적 성장이 하나의 차

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별 후 성장에 대한 다면적인 측면을 반영하지 못 한다. 또한 

Changing Lives of Older Couples(CLOC) 프로젝트에서 활용되어 Carr(2004)가 원용한 인지된 개인

성장(Perceived Personal Growth) 척도가 있지만, 이것 역시 4문항으로 매우 단편적인 수준에서 측정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별을 다룬 연구 자체가 많지 않지만, 사별 후 적응의 지표 선택에 있어서는 국외연구

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연구들은 대체로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별적응의 지표

로서 우울(강인·최혜경, 1998; 손의성, 2008; 박혜옥·육성필, 2013)과 자살생각(박혜옥·육성필, 2013), 

생활만족도(강인·최혜경, 1998), 슬픔극복 (손의성·홍세희, 2007) 등이 활용되고 있다. 손의성과 홍세

희(2007)는 사별적응의 한 차원으로 개인적 성장에 주목하고 있지만, 그 지표가 Carr(2004)가 원용한 

인지된 개인적 성장이므로 앞서 기술한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또한 앞 절에서 언급한 장수지(2013)

의 연구는 질적 연구에 의한 결과이므로, 배우자 사별 후 성장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양적 자료를 통

한 객관적인 척도개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 

이렇듯 지금까지의 사별연구에서 사별 후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관점이 매우 부족하였고, 그러한 

관점에 주목한 기존 척도 역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별이라

는 특수한 경험을 반영할 수 있으면서도 단편적인 측정을 넘어 사별 후 성장의 내용으로서 다차원적

인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배우자와 사별한 60세 이상의 대도시거주 노인 308명에게 숙련된 면접원에 의한 일 대 일 면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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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은 노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종교시설, 지인의 소개 등에 의한 편의추출

로 진행되었다. 설문내용에는 개인의 일반적 특성, 사별 후 성장, 심리적 안녕감, 슬픔극복, 비탄반응

(개인적 성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본 조사의 실시를 위해서는 K대학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의 심의를 거쳤다.

2) 측정도구

(1) 사별 후 성장척도

① 비문항 개발 

예비문항의 개발을 위해서, 사별 후 성장 관련 문헌과 더불어, 본 척도개발의 선행연구에 해당하는 

장수지(2013)의 ‘노년기 사별 후 적응과정에서의 개인적 성장’의 경험적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이 연

구는 질적 연구로서 배우자 사별 후의 성장과정에 대한 사별노인들의 경험적 진술을 바탕으로 노년기 

사별 후 성장과정을 탐색하고 개념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추출된 질적 진술문들을 측

정 가능한 문항으로 발전시켰다1). 

또한 기존 척도 가운데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PTGI; 송승훈 외, 2009)’, ‘외상 후 성장 척도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Tedeschi and Calhoun, 1996)’를 최승미(2008)가 번안한 척도2) 

및 ‘유익성 발견척도(Sakaguchi, 2002)’, Carr(2004)가 원용한 ‘인지된 개인적 성장’ 4문항 등의 기존 

척도들을 참고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영문으로 개발된‘유익성 발견척도’는 연구자가 번안하였으며, 

Carr(2004)의 ‘인지된 개인적 성장’은 손의성(2007)이 번안한 문항을 참고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별 후 성장의 구성요소로서 긍정적 자기인식, 삶에 대한 인

식의 전환, 인간관계에서의 인식 및 행동의 변화, 새로운 삶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 고인에 대한 이해

와 포용, 죽음에 대한 태도변화, 영적 변화의 내용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척도로서 총 50문항을 개발

하였다. 본 척도의 지시문은 “귀하가 남편/아내와 사별한 이후에 경험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여쭤

보겠습니다. 각각의 문항에서 알맞은 숫자에 ○표해 주십시오.”이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별한 이후의 개인적 

1) 장수지(2013) 연구의 진술문을 참고로 문항을 개발한 예는 다음과 같다. 노년기 배우자 사별 후 성

장과정 가운데 삶의 의미 찾기의 하위범주 중 하나인 ‘긍정적 태도변화’ 진술문인 “말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고 제가 얼마를 더 살는지 몰라도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이 들었어요. 더 남한테 친절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살고 … 아,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남한테 

밝은 인상, 즐거운 인상을 보여야 되겠다(K, 여)”는 본 척도에서 ‘긍정적으로 지내고자 노력하게 되

었다’로 문항을 개발하였다. 또한 포용과 수용의 하위 범주인 ‘고인에 대한 용서와 이해’의 진술문인 

“평생 여자로서 나를 외롭고 힘들게 해 놓고... 이제는 용서를 했죠. 내가 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 때

는 이미 용서가 된 거죠(E, 여)”에 대해서는 “고인을 용서하고 포용하게 되었다”로 문항을 개발하

였다.

2) PTGI를 국내에서 표준화한 K-PTGI(송승훈 외, 2009)는 PTGI 21문항 가운데 16문항만을 채택하였

으므로, 원척도 역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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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② 내용타당도 검토

예비문항으로 개발된 50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의 검토를 위해, 사회복지학 및 심리학 분야 전문가 

2명에게 전체 문항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0~5점을 갖는 적합도의 평균값은 4.24이었다. 두 

명 모두 3점 이하인 문항은 삭제하였고, 평가가 엇갈리는 문항에 대해서는 협의, 수정보완 과정을 거

친 후 35문항이 선정되었다. 

③ 비조사를 통한 문항 선정

선정된 35개의 문항에 대해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 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

사 자료에 대해서는 기술통계량의 평균, 표준편차 및 편포 정도를 확인하였다. 평균값이 너무 높거나 

낮아서 문항의 변별력이 저하되는 경우, 편포 정도 응답의 분포가 지나치게 편포된 문항, 다른 문항과 

중복성이 높은 문항을 제외하였다. 제외된 문항은 “예전보다 인간관계가 넓어졌다”, “죽음에 대해 가

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

다”, “가족들과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다”, “내 인생을 스스로 헤쳐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커졌다”,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고인과의) 지난 생활을 성찰하게 되었다”의 7개 문항이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8문항을 결정하였다. 또한 이 단계에서 문항의 의미가 모호하다고 지적된 

문항들에 대해서는 수정하였다. 

(2) 비탄반응척도(The Hogan Grief Reaction Checklist)

The Hogan Grief Reaction Checklist(Hogan and Schmidt, 2001)의 하위 영역 중 하나인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의 12문항을 사용하였다. 배우자와의 사별 이후의 경험에 대해 묻고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사별 이후의 개인적 성장 정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는 ‘나는 내 삶에 더 잘 대처

하게 되었다’, ‘내 인생에 대해 더 좋은 전망을 갖게 되었다’. 내적일치도 Cronbach’s α계수는 .860이었

다. 이 척도는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용되었다. 

(3) 심리적 안녕감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Ryff와 Keyes(1995)의 심리적 안녕감척도이다. 이들에 의하면 심리적 안녕감의 관점에서 삶의 질

이 높다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류정희·

이명자, 2007). 심리적 안녕감은 자아수용(self-acceptance),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자율성(autonomy), 환경에 대한 통제(environmental mastery),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의 6요소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18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

의 심리적 안녕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는 ‘나는 내 성격을 대체로 좋아한다’, ‘다른 사람

의 판단보다는 내 자신의 판단이 중요하다’, ‘나는 내가 성취하고 싶은 내 인생의 목표가 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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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은 배움과 변화 그리고 성장의 

과정이었다’. 심리적 안녕감 18개 문항의  Cronbach’s α계수는 .748이었다. 내적일치도가 충분히 높으

므로 전체를 합산한 후 문항수로 나눈 값을 심리적 안녕감점수로 사용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척도는 

대비집단 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용되므로 전체를 합산한 후 범위 , 상위 30% 집단(4.92-6.75점)과 하

위 30% 집단(3.00-4.42점)에서의 사별 후 성장 점수를 비교하였다.

(4) 슬픔극복척도(Grief Resolution Index)

Grief Resolution Index(GRI: Remondet and Hansson, 1987)의 총 7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족

의 슬픔 정도가 많이 극복하여 사별 전 상태로 회복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는 ‘마음껏 

울 수 있었고 이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남편/아

내의 죽음을 받아들였다’. 슬픔극복척도의  Cronbach’s α계수는 .811이었다. 내적일치도가 충분히 높으

므로 전체를 합산한 후 문항수로 나눈 값을 슬픔극복점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슬픔극복척도는 대비집

단 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용되므로, 상위 30% 집단(3.86-5.00점)과 하위 30% 집단(1.86-3.00점)에서

의 사별 후 성장 점수를 비교하였다.

3) 타당도 검증방법

사별 후 성장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타당도 검증, 공인타당도 검증 및 대비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선 요인타당도 검증은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요인구조를 확인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구조와 자료와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비탄반응척도

(HGRC; Hogan and Schmidt, 2001)의 하위 영역 중 하나인 개인적 성장 척도와 본 척도와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여, 사별 후 성장수준 측정이라는 유사한 취지로 개발된 두 척도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

의 상관관계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구별되는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비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사별적응의 지표로 활용 가능한 심리적 안녕감척도(PWB; Ryff and Keyes, 1995) 및 슬픔

극복척도(GRI; Remondet and Hansson, 1987)를 사용하여 각 척도의 상위 30% 집단의 사별 후 성장 

점수와 하위 30% 집단의 사별 후 성장 점수를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비교하였다. 또한 본 척도의 신

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하위영역 별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추가적으로, 인구

사회학적인 변수들(성별, 나이, 사별경과기간, 사회경제적 수준, 학력, 종교유무)과 사별 후 성장척도

와의 관련성을 탐색적으로 검토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평균치 차이분석, 내적일치도계수 산출을 위해 통계패키지 프로그

램 SPSS 18.0,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서는 AMOS 18.0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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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

율이 두 배 가까이 높았고, 평균연령은 76.17세(SD=6.35), 연령대는 70대 비율이 48.4%로 가장 높았

다. 사별 후 경과기간은 13.42년(SD=12.64)이었다. 학력수준은 과반수가 초졸 이하로 다소 낮은 편이

었고, 스스로가 인지하는 사회경제적 수준은 중하 이하가 74.3%로 나타났다. 현재의 혼인상태는 

97.7%가 사별 후 미혼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변수 구분 빈도 비율(%) 변수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05 34.1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쁨 16 5.2

여성 203 65.9 나쁜 편 134 43.5

연령대

60대 57 18.5 보통 84 27.3

70대 149 48.4 건강함 70 22.7

80대 이상 102 33.1 매우 건강함 4 1.3

교육

수준

무학 87 28.2
사회

경제적 

수준

하 130 42.2

초졸 102 33.1 중하 99 32.1

중졸 57 18.5 중 65 21.1

고졸 56 18.2 중상 14 4.5

대졸 이상 4 1.3 현재

혼인상태

미혼(배우자 없음) 301 97.7

사별경

과기간

5년 이하 95 30.8 재혼/동거 7 2.3

6-10년 105 34.0
종교

유 170 55.2

11년 이상 125 35.2 무 138 44.8

<표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징

 

2) 요인타당도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

28개의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으로 베리맥

스 회전을 실시하였다.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 스크리도표상 6요인으로 판단되고, 고유

값이 1이상인 요인이 6요인이었으므로 6개의 요인을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에서 요인부

하량이 .30 미만인 문항을 삭제하여 27개 문항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지었다. 이 6요인은 전체 분산의 

63.8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KMO(Kaiser-Meyer-Olkin Measure)가 .85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p<.001로 요인분석을 위한 자료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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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D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공통

분산

삶에 대한 이해와 감사

고인과의 (결혼)생활을 더욱 소중한 

것으로 느끼게 되었다
3.65 .847 .760 .058 .007 .237 .046 .152 .663

고인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 3.62 .829 .729 -.058 .043 .136 .293 .113 .654

고인을 용서하고 포용하게 되었다 3.44 .917 .657 -.041 .221 .129 .343 .188 .651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3.46 .855 .637 .086 .303 -.013 .041 -.092 .516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다 3.79 .912 .620 -.054 .245 .213 -.043 .177 .526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살도록 여기

게 되었다
3.36 .925 .541 .148 .374 .364 -.045 .008 .590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게 

되었다
3.68 .875 .532 .126 .150 .220 -.138 .350 .512

내게 주어진 일상에 대해 감사하게 

되었다
3.39 .909 .495 .387 .193 .313 -.144 -.023 .552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76 1.019 .027 .856 .107 .102 .204 .000 .797

예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

게 되었다
3.00 1.035 -.053 .832 .079 -.014 .155 .144 .747

새로운 인생계획이나 생활설계를 세

우게 되었다
2.94 1.055 -.009 .820 .165 .174 .124 .011 .745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에 새롭게 
도전해 보고자 하는 의욕이 강해졌다

2.95 .952 .131 .673 .219 .030 -.128 .095 .545

개인적 성장

정신적으로 강해졌다 3.25 .968 .056 .042 .824 .274 .002 .060 .762

인내심이 많아졌다 3.35 .992 .205 .031 .687 .154 .160 .084 .572

사별 경험으로 인해 나는 더욱 성장

하였다
3.39 .875 .347 .234 .685 .018 .053 .070 .652

앞으로도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

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3.09 .907 .155 .388 .639 .185 -.055 -.051 .623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3.50 .979 .213 .335 .540 .012 .207 .211 .536

긍정적으로 지내고자 노력하게 되었

다
3.32 .992 .318 .340 .478 .313 -.040 .009 .545

인간관계 재인식

주위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3.57 .887 .186 .086 .223 .815 .018 .140 .776

명칭은 다음과 같다. 요인 1은 고인(과의 삶)에 대한 이해와 포용,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므로 ‘삶에 대한 이해와 감사’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사별 전과는 다른 새로

운 삶의 태도를 갖게 된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스

스로에 대한 강점발견과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강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개인적 성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포함하며 ‘인간관계 재인식’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가까운 이의 죽음을 경험하고 난 뒤, 사후세계와 영적인 존재에 대한 관심 증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

하며 ‘영적 성장’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요인 6은 스스로가 향후 경험하게 될 죽음을 보다 객관시하

고 그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포함하며 ‘죽음에 대한 태도변화’로 명명하였다.

 <표 2>  사별 후 성장척도의 탐색  요인분석결과(6요인 구조)  평균과 표 편차     

 (N=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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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되었다

주위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를 잘 

느끼게 되었다
3.48 .856 .186 .222 .073 .729 .000 -.034 .622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게 되었다 3.45 .914 .285 .062 .140 .631 .298 .096 .600

가족의 소중함을 강하게 느끼게 되

었다
3.86 .901 .178 -.098 .279 .616 .035 .389 .651

영적 성장

신앙심이 깊어졌다 2.74 1.134 .061 .116 .071 .099 .879 -.017 .804

영적인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

었다
2.84 1.123 .137 .164 .075 .028 .865 .041 .802

죽음에 대한 태도 변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

었다
3.69 1.033 .294 -.030 .044 .112 .155 .728 .656

자신의 죽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

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3.72 .984 .285 .231 -.043 .110 -.291 .708 .734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

다
2.94 .997 -.198 .170 .305 .065 .192 .455 .409

고유값 3.921 3.387 3.306 2.703 2.180 1.748

설명변량(%) 14.523 12.543 12.245 10.010 8.075 6.475

누적변량(%) 14.523 27.066 39.311 49.321 57.395 63.870

3) 요인타당도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으로 추출된 6개의 요인에 대한 요인구조 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경쟁모형으로서 1요인 모

형, 즉 1개의 잠재변수(사별 후 성장)와 27개의 측정변수로 구성된 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척도는 노년기의 사별 후 성장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므로 6요인으로 이루어진 다차원 모형과 단일차원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비교 검

토하였다. 

1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다’ 문항은 표준화

계수가 .30보다 낮았으므로 모형에서 삭제하였다. 또한 총 26문항으로 구성된 1요인 모형의 모형적합

도는 다음과 같다. 모형적합도를 평가하는 지수로서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는 GFI와 RMSEA,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는 TLI와 CFI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3) 분석 결과, χ
2
=999.078, df=224, p=.0004), 

3) GFI(Goodness of Fit Index)는 예측된 모형에 의해 설명되는 관측모형의 상대적인 분산과 공분산의 

양을 측정하는 척도로 정의하며, TLI(Tucker-Lewis Index)는 분석모형의 괴리 정도가 독립모형으

로부터 몇 %정도 감소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두 척도 다 0~1의 값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0.9 

이상이 경우 좋은 모형으로 판단한다. CFI(Comparative Fit Index)는 독립모형과 분석모형 모두의 

자유도를 고려한 후 괴리 정도를 비교하는 지표로,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이 

좋다고 평가한다. RMSEA(Root Mean Square Residual)은 잔차제곱평균을 의미하며, 관찰행렬과 

추정행렬 사이의 잔차평균으로 .05~.08 이하이면 적당한 모형으로 간주한다(노형진, 2008).

4) 이론적으로 χ
2
값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아야 하지만, 모형에서 추정해야 하는 모수가 증가하고 

데이터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표본수가 커질 경우에 χ
2
값은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므로 χ
2
검정이 평가지표로 유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노형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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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I는 .772, RMSEA는 .106, TLI는 .713, CFI는 .803으로 단일요인모형의 모형적합도가 저조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어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6요인 구조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1). 그 결과는 χ
2
=425.848, df=214, p=.000이며, 사별 후 성장 6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 

GFI=.902, TLI=.918, CFI=.946, RMSEA=.057로 1요인 모형에 비해서는 요인구조의 적합도가 용인

할만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요인 가운데 ‘영적 성장’은 다른 요인

들과의 수렴타당도가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6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또한 충분히 높다고 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현상을 해석해 보건대, 영적 성장의 정도는 사별자의 종교유무와 상관이 높고, 

‘영적 성장’ 문항개발 시에 참조한 PTGI의 ‘영성의 변화’가 기본적으로 기독교 문화권에서 개발된 것

임을 고려하여, 우리 사회에서 영적 성장을 사별 후 성장의 보편적인 요인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1>  6요인 모형(표 화 계수)           <그림 2>  5요인 최종모형(표 화 계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요인 가운데 ‘영적 성장’을 배제하여 5요인 구조로 수정된 모형에 대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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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2). 그 결과, χ
2
=253.117, df=169, p=.000, 모형적합도는 

GFI=.948, TLI=.961, CFI=.976, RMSEA=.040로 6요인 모형에 비해 전반적으로 모형적합도가 더 

높아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요인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즉 노년기 사별 후 성장으로 

채택된 하위요인은 ‘삶에 대한 이해와 감사’, ‘삶에 대한 새로운 시점’, ‘개인적 성장’, ‘인간관계 재인

식’, ‘죽음에 대한 태도 변화’의 5개 요인이다. 

4) 5요인의 내적일치도 및 상관관계

본 척도의 전체 사별 후 성장점수와 5개 하위요인 간의 이변량 상관관계와 각 요인들의 내적일치

도 계수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삶에 대한 이해와 감사’는 ‘개인적 성장’(r=.587)과 ‘인간관계 재인

식’(r=.593)과 높은 상관관계에 있었다. ‘삶에 대한 새로운 시점'은 ‘개인적 성장'과의 상관성이 5개 하

위요인 가운데서는 높은 편이었으며(r=.461), '인간관계 재인식’은 ‘개인적 성장’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r=.511). 이에 비해‘죽음에 대한 태도변화’는 전체적으로 다른 하위요인들과의 상관관계가 

다소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내적일치도 계수는 전체 척도가 .907로 전 문항 간의 일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5개 하

위요인들의 내적일치도도 .649~.856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표 3>  5요인의 내 일치도α  상 계

1 2 3 4 5  α

삶에 대한 이해와 감사 1 .853

삶에 대한 새로운 시점 .224*** 1 .856

개인적 성장 .587*** .461*** 1 .843

인간관계 재인식 .593*** .239*** .511*** 1 .791

죽음에 대한 태도변화 .444*** .165** .245*** .353*** 1 .649

전체 사별 후 성장 .842*** .586*** .832*** .738*** .517*** .907

 **p<.01, ***p<.001

5) 공인타당도 검증

비탄반응척도(HGRC)의 하위 영역 중 하나인 ‘개인적 성장’ 12문항과 본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검

토하였다(표 4). 사별 후 성장척도의 전체 점수와 개인적 성장척도와의 상관관계는 .781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삶에 대한 이해와 감사와 .610, 삶에 대한 새로운 시점과 .467, 

개인적 성장과 .696, 인간관계 재인식과 .654, 죽음에 대한 태도변화와 .320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HGRC의 개인적 성장척도에서는 죽음에 관한 내용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이 요인에 대한 상

관관계가 특히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별 후의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HGRC의 개인적 성장척도와 전반적으로 높은 정도의 상관을 보였다.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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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에 의해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상관계수의 언어적 표현에 의해 추정되는 공인증거는 

.40~.60은 타당도가 있다, .60~.80은 타당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성태제, 2002) 이로써 본 척도

의 공인타당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4>  사별 후 성장척도와 HGRC ‘개인  성장’척도와의 상 계 

사별 후 

성장

삶에 대한 

이해와 

감사

삶에 대한 

새로운 

시점

개인적 

성장

인간관계 

재인식

죽음에 

대한 

태도변화

개인적 성장 .785*** .610*** .467*** .696*** .654*** .320***  

***p<.001

6) 대비집단 타당도 검증

심리적 안녕감척도(PWB) 및 슬픔극복척도(GRI)의 상위 30% 집단의 사별 후 성장 점수와 하위 

30% 집단의 사별 후 성장 점수를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비교하였다(표 5). 심리적 안녕감 및 슬픔

극복 정도가 높은 상위 30% 집단은 하위 30% 집단에 비해 사별 후 성장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각각 t=-9.34, p<.001; t=-10.70, p<.001). 또한 심리적 안녕감과 슬픔극복 모두 5개 영

역에서 심리적 안녕감과 슬픔극복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사별 후 성장 수준도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사별 후 성장척도의 대비타당도도 입증

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사별 후 성장척도에 한 심리  안녕감  슬픔극복 비집단 비교

심리적 안녕감(PWB) 슬픔극복(GRI)

하위30%

M(SD) 

상위30%

M(SD)
t

하위30%

M(SD) 

상위30%

M(SD)
t

사별 후 성장 전체 3.19(.42) 3.85(.51) -9.34*** 3.06(.42) 3.81(.05) -10.70***

삶에 대한 이해와 감사 3.32(.63) 3.96(.55) -7.15*** 3.15(.55) 3.98(.56) -9.95***

삶에 대한 새로운 시점 2.69(.81) 3.39(.86) -5.53*** 2.77(.63) 3.13(1.15) -2.59*

개인적 성장 3.68(.74) 4.58(.77) -7.77*** 3.51(.69) 4.56(.68) -10.27***

인간관계 재인식 4.43(.84) 5.42(.76) -8.09*** 4.34(.97) 5.36(.73) -7.88***

죽음에 대한 태도변화 3.73(.75) 3.99(.77) -2.30* 3.22(.93) 4.04(.77)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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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별 후 성장척도수와 인구사회학적 변수와의 관계

성별, 나이, 사별경과기간, 종교유무, 학력, 사회경제적 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사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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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전체점수 및 각 하위요인에 대해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표 6). 

사별 후 성장의 전체 점수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β=-.16, p<.05), 학력이 높을수록(β=.29, 

p<.001) 더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학력은 사별 후 성장의 하위요인 별 분석에서도 모든 하위요인에 

대해 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나이, 종교유무, 사회경제적 수준은 사별 후 성

장의 모든 하위요인에 대해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사별 후 성장은 사별이라는 생애사건

을 경험하고 난 후 개개인이 이를 어떻게 인지적으로 해석하고 삶을 변화시키느냐의 문제이므로, 인

지적 능력과 관련된 학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별경과기간은 인간관계 재

인식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었는데, 사별 후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된다

는 것이다. 

<표 6>  사별 후 성장척도에 한 인구사회학  변수의 회귀모형

사별 후 

성장

삶에 대한 

이해와 

감사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

개인적 

성장

인간관계 

재인식

죽음에 

대한 

태도변화

β β β β β β

성별(여=0, 남=1) -.16* -.03 -.09 -.22** -.16* -.07

나이 .06 .04 -.02 .03 .12 .09

사별경과기간 -.05 -.08 .04 .05 -.21** .05

종교유무 .03 .08 -.01 .00 .02 -.01

최종학력 .29*** .18** .35*** .19** .16 .16*

사회경제적 수준 .08 .09 .03 .03 .10 .06

F 4.50*** 2.76* 6.52*** 3.18** 3.6** 1.50

R² .08 .05 .12 .06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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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의 사별연구에서 비탄과정을 긍정적 변화의 관점에서 보려는 시도가 매우 부족하였고, 이

러한 관점에 기초한 기존 척도 역시 사별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지 못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사별 후의 성장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그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

였다. 

사별 후 성장척도의 문항개발은 관련 문헌 및 기존 척도,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경험적 진술과 개념

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전문가에 의한 내용타당도 확인과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 28개 문항이 선

정되었다. 배우자와 사별한 60세 이상의 노인 308명을 대상으로 사별 후 성장척도의 요인타당도 검증

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HGRC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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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성장’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대비집단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PWB와 GRI의 

상하위 30% 집단 간의 사별 후 성장점수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6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각각은 ‘삶에 대

한 이해와 감사’,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 ‘개인적 성장’, ‘인간관계 재인식’, ‘영적 성장’, ‘죽음에 대한 

태도 변화’로 명명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총 27개 문항이 선정되었지만,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

해 요인부하가 낮은 1개 문항을 제외시켜 26개 문항에 대해 이후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는 단일요인 구조모형과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도출된 6요인 구조모형을 비교 검토한 결과, 

단일요인 구조모형의 모형적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6요인 모형 역시 ‘영적 성장’의 타 요

인과의 수렴타당도가 낮았고 전체적인 모형적합도도 크게 높지 않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영적 성장’ 2개 문항을 배제한 5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적합도가 충

분히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5요인, 24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사별 후 성장척도의 구성타당

도를 입증할 수 있었다.  

애초에 사별 후 성장척도의 별도 하위구성요인으로 간주한 ‘고인에 대한 이해와 포용’(문항 예시: 

고인과의 생활을 더욱 소중한 것으로 느끼게 되었다)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삶에 대한 이해와 감

사’로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에서도 이를 별도의 잠재변수로 설정해 보았으

나 모형적합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삶에 대한 이해와 감사’는 사별 후에 남겨진 현

재적 삶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사별 전의 고인과의 관계나 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증가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다 통합적인 차원의 삶에 대한 이해와 감사의 개념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

은 PTG에서의 ‘삶에 대한 감사’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다음으로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사별 이후

에 주체적으로 삶을 재건설하는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사별적응의 이중과정모델

(Stroebe and Schut, 1999)에서 지적하는 재건지향 과정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즉 사랑하는 이의 

상실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인 상실지향 과정과는 별도로, 고인 부재의 삶을 재구조화하고 새

로운 삶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은 4개로 <표 2>에서 이들 문항의 평균치를 

보면 다른 차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표준편차도 높게 나타났다. ‘삶에 대한 새로운 관

점’요인은 사별 후 성장과정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삶의 실현을 의미하므로 이를 이루어내는 것이 

쉽지 않고 개인적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차원으로 판단된다. ‘개인적 성장’은 사별 후 성장의 핵

심적 차원으로서 개인의 내적 강점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으로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 삶의 

위기 이후의 성장과 성숙을 다룬 다른 개념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이 개인적 성장의 측면

이다. ‘인간관계 재인식’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소중함의 인식 및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를 의

미한다. 비탄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는 사별 후 적응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김승연 

외, 2007),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이 친사회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

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변화’는 사별은 죽음에 대한 경험이므로 생사관의 변화가 

중요하게 대두됨을 반영한다. 이는 PTG나 HGRC을 포함한 기존의 개념과 척도에서는 도출되지 않았

던 차원으로, 사별경험의 특수성이 본 척도에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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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종 모형에서 배제된 ‘영적 성장’은 PTG에서의 ‘영성의 변화’와 유사한데, 이 요인은 다른 요

인들과의 상관관계가 낮았고 사별자의 종교유무나 종교의 종류에 따라 이 요인에서의 편차가 크게 나

타날 수 있다. 또한 기독교 문화권에서 개발된 PTG의 영성(spirituality)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

지는 보편적 문화나 정서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영적 성장’을 최종적으로 노년기 사별 후 

성장의 구성요인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HGRC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공인타당도 검증결과(표 4), 전체 상관관계가 .781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공인타당도도 적합한 수준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하위개념 별 상관관계에

서는 ‘개인적 성장’, ‘삶에 대한 이해와 감사’, ‘인간관계 재인식’과는 상관계수가 .60이상으로 높게 나

타났고, ‘삶에 대한 새로운 시점’, ‘죽음에 대한 태도변화’와의 상관관계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사별 후 성장척도와 HGRC의 하위척도인 ‘개인적 성장’이 유사한 취지로 개발된 것이지만, HGRC가 

사별 후 성장과정의 다양한 차원을 망라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셋째, 대비집단 타당도 검증을 위해 PWB와 GRI의 상·하위 30% 집단 간의 사별 후 성장 점수를 

비교한 결과, 두 척도 모두 대비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어 대비집단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즉 사별경험 이후의 발달적 성장과 성숙의 수준이 높은 개인은 사별 직후의 슬픔과 절망을 극복하는

데 보다 더 성공적이었다. 또한 이들의 현재의 심리적 안녕감 수준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적절히 기능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는 사별 후 성장이 사별적응 수준을 측정하

는 중요한 지표로써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넷째, 사별 후 성장척도는 높은 수준의 내적일치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척도의 내적일치

도 계수는 .907이었고, 하위요인 별 분석에서 ‘죽음에 대한 태도변화’가 .649으로 다소 낮았지만, 그 외

에서는 .791~.856 내에 존재하였으므로 평가도구로서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사별 후 성장수준과 인구사회학적 변수와의 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

본 결과, 사별 후 성장은 여성 노인일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하위요인 별 분석에서는 공통적으로 학력이 사별 후 성장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

타났다. 노년기의 배우자 사별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보다 더 보편적인 경험이므로, 비탄과정에서의 심

리적 저항이 적을 수 있다. 학력은 개인의 인지수준이나 정보수집능력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사별 후

에 자기 자신 및 삶에 대한 성찰이나 의미부여와 같은 인지적 과정,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모색을 위한 

정보수집 등이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학력수준이 갖는 이러한 의미가 

사별 후 성장이라는 인지적·행동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이, 종교유무는 사별 후 

성장을 의미 있게 예측하지 못 했고, 사별경과기간은 ‘인간관계 재인식’에 대해서만 유의미하였다.  

사별한 노인들은 스스로도 죽음에 가까워져 가는 나이이므로 죽음을 수용하고 삶을 통합하고자 하

는 발달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사별 후 성장은 이와 맞물려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다른 연령대에

서 나타나는 사별 후 성장과정과는 구별되는 지점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연령대의 사별 후 성장이 

본 연구에서 도출한 노년기의 사별 후 성장과 그 개념적 구조 자체가 다른 것인지, 아니면 구조는 동

일하지만 각 요인에서의 수준이 다른 것인지는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단언할 수 없으므로 다른 연

령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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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노년기라고 해도 모든 이들이 사별 후에 비슷한 성장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다중회귀분석에서 검토한 인구사회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별 전의 고인과의 관계 유형(배우자, 자녀 

등)이나 관계의 질, 사별의 이유, 사별에 대한 준비, 간병 기간, 개인의 성격특성, 사회적지지 수준 등, 

본 연구에서 검토하지 않은 여러 변수들로 인해 개인의 사별 후 성장 수준에는 얼마든지 편차가 존재

할 수 있다. 노인의 사별 후 성장을 예측하는 다양한 영향요인 검토를 통해 개인차의 원인을 규명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별 후 성장척도의 개발과 동시에, 요인타당도, 공인타당도, 대비집단 타당도 검증

을 통해 노년기 사별 후 성장의 5요인 구조모형을 확인하였고 최종적으로 24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또한 이 척도의 평가도구로서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및 실

천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사별자의 적응을 긍정적, 성장지향적 패러다임에서 접근하였다. 사별 후 성장은 사

별적응의 한 측면이지만, 그 적응이 사별 전 상태로의 복귀 차원을 넘어선 개인의 삶의 통찰과 성숙

의 과정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개발을 통해 사별적응과정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지평을 확장

시킬 수 있었다. 

둘째, 본 척도는 사별경험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사별 후 성장의 개념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였다. 

사별은 하나의 외상사건이면서도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남겨진 자의 생과 사에 대한 인

식, 고인에 대한 인식, 인생철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외상사건과 구별된다. 따

라서 본 척도는 포괄적인 성장척도가 아닌, 사별 특유(bereavement-specific)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사별 후 성장을 다룬 기존 척도들이 매우 단편적인 측정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본 척도는 사별 후 성

장의 개념을 다면적으로 측정하였다.    

셋째, 사회복지 및 임상분야의 실천가들에게 사별한 이들에 대한 성장지향적인 실천적 개입의 이론

적 근거를 제시하고, 개입 시 활용가능한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천현장에

서 사별 후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증상의 완화뿐만 아니라, 개인적 성장과 성숙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도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면

에서 실제적인 함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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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ost-bereavement Growth Inventory in Later Life 

Chang, Sujie

(Kyung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Post-bereavement Growth 

Inventory(PBGI) for the elderly and to evaluate its validity. The items for 

developing PBGI were compiled from a literature search, content validity review, 

and a preliminary survey. A main survey of 308 widowed persons(aged 60+) was 

conduc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vealed six factors of the PBGI. The results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pported a five-factor structure for the final 24 scale items of scale. Second, in 

terms of concurrent validity, the PGBI compared favorably with the "Personal 

Growth" scale from The Hogan Grief Reaction Checklist (HGRC: Hogan and 

Schimdt, 2001). Third, the results of contrast group validity tests demonstrated 

that the group scoring in the upper 30% on the scales of Psychological Well-being 

(PWB, Ryff and Keyes, 1995) and the Grief Reaction Inventory (GRI: Remondet 

and Hansson, 1987)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degree of post-bereavement 

growth (PBG) than the group scoring in the lower 30%. Fourth, Cronbach’s ⍺ 

values for the five factors were between .649-.856 and .907 overall, indicating high 

internal consistency. Finally, education had the most significant influence on PBG. 

All results indicated the high validity of the PBGI.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could provide the rationale for practical interventions from a growth-oriented 

perspective for widowed persons, as well as an objective assessment tool for 

practitioners in clinical areas.

Key words: post-bereavement growth, scale development, scale validation, 

late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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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노년기 사별 후 성장척도

귀하가 ○○와 사별한 이후에 경험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각각의 문항에서 알맞

은 숫자에 ○표해 주십시오. 

하위 개념 문항

삶에 대한 

이해와 감사

고인과의 (결혼)생활을 더욱 소중한 것으로 느끼게 되었다

고인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

고인을 용서하고 포용하게 되었다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다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살도록 여기게 되었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게 되었다

내게 주어진 일상에 대해 감사하게 되었다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예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인생계획이나 생활설계를 세우게 되었다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에 새롭게 도전해 보고자 하는 의욕이 강해졌다

개인적 성장

정신적으로 강해졌다

인내심이 많아졌다

사별 경험으로 인해 나는 더욱 성장하였다

앞으로도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긍정적으로 지내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인간관계

재인식

주위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주위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를 잘 느끼게 되었다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게 되었다

가족의 소중함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죽음에 대한 

태도 변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응답범주: 전혀 그렇지 않다(1)-그렇지 않다(2)-보통이다(3)-그렇다(4)-매우 그렇다(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