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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관계상실을 경험한 대학생의 삶의 의미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외상 후 성장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대전·충청권 대학교의 재학생 349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와 일원분산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삶의 의미와 외상 후 성장은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삶의 의미와 외상 
후 성장은 정신건강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셋째, 외상 후 성장은 삶의 의미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상실을 경험한 대학생의 긍정적인 정신건강 형성을 위하
여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외상 후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상담과정, 그리고 정책적 보완이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대학생, 관계 외상, 삶의 의미, 외상 후 성장, 정신건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meaning in life(ML) on the mental 
health(MH) of university students with relationship loss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posttraumatic 
growth(PTG). Data collected from 349 university students in Daejeon and Chugcheong region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analysis using SPSS 18.0. 
As the results, 1. Both ML and PTG showe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MH. 2. ML, PTG and MH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3. PTG had a mediating effects on the process where ML influenced MH.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lso was suggested for a healthy mental health formation of university 
students with relationship trou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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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누구나 인생의

과정에서 의미 있는 사람들과 크고 작은 관계의 상실을

경험한다. Carlson[1]은관계상실이란인간이가치있게

여기는어떤대상과의관계가끊어지게되어더이상가

까이할수없게되거나, 가치 있는목적을달성할수없

게 되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상황이라고 정의하였다.

관계에서의 상실은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남긴다. 대

표적인부정적감정으로는죄책감, 수치심, 외로움, 공포,

당혹감, 깊은 슬픔, 절망감, 배신감, 무력감등이있다[2].

또한 관계 상실의 경험은 일반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3], 우울장애[4] 혹은자살[5]이나죽음에이르게하

는 요인이 되는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다.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6]에서는 아동 학대의 91%

가 대인간관계외상에서기인한것으로보고된바있으

며, 대학생의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도 관계의 상실

등이 지목되고 있다[7]. 부적응 현상과 관련된 연구에서

도커플관계상실경험[8] 혹은부모님의사망, 이혼등과

같은부모상실경험은정신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

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9], 관계에서의 무망함과 외

로움이자살 위험요인의 하나로 제기되기도한다[10,11].

그러나 관계 상실의 경험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관계 상실을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깊은이해와수용, 현재상황에대한감사, 생존자로

서의자기감확인, 새로운역할에따른유익발견등과같

은 긍정적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12,13].

Dowdney[14]는상실을경험한아동의 80%가일정한시

간이 지나면 정상 발달궤적을 따른다고 주장하면서, 상실

경험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패러다임을 증명한 바 있다.

한편, Janoff-Bulman[15]은 외상적 경험으로부터 긍

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삶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명확한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은 관계 상실

이라는외상적경험을극복하고긍정적인정서로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Taylor[16]도 인간이 고통과 불행을

극복하는 전략 중 하나가 고통이나 불행에서 목적이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삶의 의미가 불확실

한 사람은 우울감[17], 자살 행동 가능성[18], 정신병리

[19]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삶의 의미가 명확한

사람은 5년후의건강한적응까지도예측될수있다는연

구결과도제시된바있다[20]. 그 밖에도삶의의미에대

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명확한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들

은 관계 상실이라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더 큰 행복감과

안녕감,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21,22]. 이처럼 삶의 의미는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

향을주는주관적안녕감의중요한지표가될수있으며,

관계상실을경험한사람들에게서자신의고통을이해하

고 받아들이며 극복해가는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명확한삶의의미는어떠한과정을거쳐긍

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의미치료를 창시

한 Frankl[23]은 삶의 의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관계상실 경험과 같은 역경 상황에서 오히려 성

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주된 관심은 인생에

서 의미를 깨닫는 것이며,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한

사람은 역경 상황에서도 역경의 의미를 찾고 성장의 기

회로 삼을 수 있다는것이다. Tedeschi와 Calhoun[24]은

긍정심리학패러다임을바탕으로역경이나상실을경험

한후긍정적인성장으로이르게하는개념으로외상후

성장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외상 후 성장은 상실

경험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

는 개념이며, 긍정적인 성장을 했다는 착각을 아닌 실제

로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Mindell[25]은 관계의 의미를 자신을 알아차리는데 도움

을 주는 ‘하나의 채널’로서 이해하였다. 관계상실의 경험

을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관계

상실이 주는 메시지를 알아차림으로서 외상 후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계에서의 상실경험을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어떠한 역할을 잃어버린 것으로

이해하고, 그 관계의 의미를 찾고 알아차리는 것은 중요

하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송주연[26]은 소아암 환자인 어머니

가가진삶의의미가외상후성장에유의미한영향을미

친다는것을확인하고, 삶의의미가희망과외상후성장

의관계를부분매개한다는결론을도출한바있다. 임선

영과 권석만[27]도 관계 상실 후 성장 집단이 그렇지 않

은 집단에 비하여 성격의 성숙도와 행복감이 높고 정신

병리적 측면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상의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관계상실의경

험을어떻게받아들이고이해하느냐에따라정서에긍정

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명확한 삶의 의



The influence of the Meaning in Life on the Mental Health of University Students with Relationship Los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osttraumatic Growth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341

미를가진사람은관계상실의경험에도불구하고긍정적

인정서로회복될수있는데, 그 이면에서는삶의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하는 자세로 인하여 외상 후 성장이 이루

어지며 그 성장의 결과로 긍정적인 정신건강의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다. 즉, 삶의 의미를 통해외상 후

성장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성장이 정신건강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삶의 의미, 외상 후 성장, 그리고 정신건강

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개념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전, 충청권

지역의 4년제 대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계

상실을경험한대학생의삶의의미가정신건강에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외상 후 성장의 매개효과

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관계상실을 경험한 대학생의 삶의

의미와정신건강의관계에서외상후성장의매개효과를

살펴보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변인에따라대학생의관계상실경험, 삶

의 의미, 외상 후 성장, 정신건강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관계 상실을경험한대학생의삶의의미가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셋째, 관계상실을경험한대학생의외상후성장이정

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넷째, 관계상실을 경험한 대학생의 삶의 의미와 정신

건강간의관계에서외상후성장의매개효과가있는가?

[Fig. 1] Research model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절차
본연구의자료수집은대전, 충청권지역에있는 4년

제 대학(국립대 1곳, 사립대 3곳) 총 4개대학에 재학 중

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3월 10일부터 2017년 3월

15일까지 예비조사 100부를 실시하였고, 2017년 4월 20

일부터 2017년 5월 20일까지본조사를실시하였다. 구체

적인연구대상은대학생중 13개의관계상실체크리스트

중에서 적어도 1개 이상에서 관계 상실경험이 있고, 그

중 자신의 삶에서 가장 영향을 받은 관계상실의 경험이

적어도 1년 이상지난사람을대상으로하였다. 또한, 연

구윤리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에게 연구내용과 연구과정

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대상자들을 중

심으로 설문을실시하였다. 총 550부를 배부하여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설문지 가운데 관계상실 경험이 없

다고 응답하거나 관계상실을 경험한지 1년이 지나지 않

다고 응답한 자료, 그리고 문항에 불성실하게 응답하였

다고 판단되는 자료 201부를 제외하고 총 349부의 자료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2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3.2.1 관계 상실 경험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관계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Tedschi

와 Calhoun[24]이 외상 후 성장 척도(PTGI)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사건 목록 질문지와 Sofka[28]가 개발한 상

실경험 체크리스트에서 상실기간을 체크하는 방식을 도

입하여 송승훈 등[29]이 사용한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임선영[30]이 재정리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이에

상실의 경험을 총 13가지로 분류하였고, 각 상실의 경험

에 상실기간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3.2.2 삶의 의미 척도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하여 Steger

등[31]이 개발하고 원두리 등[32]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삶의 의미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arie: MLQ)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2가지로 삶의 의미추구와 삶의

의미발견으로 구성되어있고 7점 리커트 척도이며 총 10

문항이다. 원두리등[32]의타당화당시척도의Cronbach α

는 .88이며 본 연구에서 척도 전체의 Cronbach α는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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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고 의미추구.892, 의미발견 .824로 나타났다.

3.2.3 외상 후 성장 척도 
본연구에서는외상후성장을측정하기위해Tedeschi

Calhoun[24]이개발하고송승훈등[29]이번안한외상후

성장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를 사

용하였다. 하위요인은 5가지로 대인관계의 변화,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개인의 강점 발견, 삶에 대한 감사의 증

가, 영적인 변화이며,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총 21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외상 후 성장척도 전체의

Cronbach α는 .929로 나타났고 척도의 하위요인은 .543~

.887로 나타났다.

3.2.4 정신건강 척도 
정신건강척도는존스홉킨스대학에서개발한Behavioral

Health Questionnaire-14: BHQ-14를 박명실[10]이 번안

한것을사용하였다. 3개영역, 주관적웰빙, 증상, 생활기

능으로 구성되어있다. 모두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는 BHQ-14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며점수가 높을

수록 정신건강 수준도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

서의 정신건강질문지의 전체 Cronbach α는 .896로 나타

났고 하위요인은 .633～.897로 나타났다.

3.2.5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분석은 SPS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

였다. 첫째, 일반적특성변인에따른삶의의미, 외상후

성장, 정신건강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독립표본 t 검증과 일원 배치 분산분석

(ANOVA), 사후검증으로 Duncan검증을실시하였다. 둘

째, 대학생의 삶의 의미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위해단순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외상 후 성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삶의 의미와 정

신건강의 관계에서 외상 후 성장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위하여 Baron과 Kenny[33]가제시한 3단계매

개 회귀분석기법에 따라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따랐다.

4. 결과
4.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 간의 차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관계상

실을경험한대학생의삶의의미, 외상후성장, 정신건강

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Table 1>와 같다.

삶의 의미에서는성별, 지난학기성적, 대학생활 만족

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

자가여자보다유의미하게높게나타났으며(t=4.67, p<.001),

지난학기 성적이 높을수록(F=6.26, p<.01), 대학생활 만

족도가 높을수록(F=16.12, p<.001) 삶의 의미가 높게 나

타났다. 외상 후 성장에서는 성별, 전공, 대학생활 만족

도, 관계상실기간 , 가족월수입에따라유의미한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서는남성이여성보다높게나타났으며

(t=2.46, p<.05), 전공에따라서는자연·공학·보건·의대계열,

예술 체육계열, 그리고 인문·사회·사범·법대계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F=11.83,

p<.001), 가족월수입이높을수록(F=3.63, p<.05) 외상후

성장이 높게 나타났다. 정신건강에서는성별, 성적, 대학

생활만족도, 가족월수입에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t=5.03, p<.001), 성적

이 높을수록(F=3.36, p<.05),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을수

록(F=26.94, p<.001), 가족 월수입이 높을수록(F=4.86,

p<.05) 정신건강이 높게 나타났다.

4.2 관계상실을 경험한 대학생의 삶의 의미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관계 상실을 경험한 대학생의 삶의 의미가 정신건강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이

때 <Table 1>의일반적특성에따른 변수간 차이검증

결과 정신건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던 변인인

성별, 가족월수입, 대학생활만족도, 성적을 1단계에투입

하여 통제하였고, 2단계에서는 삶의 의미 변인을투입하

였다. 그결과 2단계에서삶의의미가정신건강에미치는

영향력의전체설명력은 34.9%로 나타났으며, 삶의의미

변인만의변화된설명력은 10.8%로 나타났다. 또한, 삶의

의미의하위요인중의미발견은유의미한영향력을나타

내었으며(t=6.119, p<.001), 의미추구는 유의미한 영향력

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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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Factor
N(%) Meaning in life Posttraumatic Growth Mental Health

M (SD) M (SD) M (SD)

Gender
Male 138(39.5) 5.24 .99 4.72 1.13 3.77 .70
Female 209(59.9) 4.76 .90 4.45 .87 3.40 .64
t 4.67*** 2.46* 5.03***

Major

Social Science, Education, Law 194(55.6) 4.98 .98 4.59ab .97 3.62 .70
Nature Sciences, Engineering,
Nursing, Medicine

107(30.7) 4.83 .93 4.34a .85 3.44 .64

Art, Kinesiology 46(13.2) 5.02 .99 4.79b 1.23 3.47 .67
F .93 3.97* 2.57

Academic

High rank 84(24.1) 5.17b .90 4.70b .91 3.56b .69
Middle rank 165(47.3) 4.97a .97 4.57ab 1.07 3.60b .72
Low rank 73(20.9) 4.65a .88 4.33a .89 3.35a .62
F 6.26** 2.85 3.36*

Campus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20(5.7) 5.71c 1.03 5.28c .98 4.27d .52
Satisfaction 129(37.0) 5.24c .74 4.77b .96 3.76c .60
Ordinay 160(45.8) 4.72b .94 4.41b .93 3.42b .62
Dissatisfaction 38(10.9) 4.44a 1.18 3.99a .93 2.98a .71
F 16.12*** 11.83*** 26.94**

loss Period

1-3 Yrs 119(34.1) 5.05 .93 4.68 .93 3.56 .71
3-5 Yrs 59(16.9) 4.77 .97 4.66 .82 3.55 .60
5 Yrs. and more 171(49.0) 4.93 .98 4.41 1.06 3.54 .70
F 1.78 3.12* .044

Parent

Married 291(83.4) 4.95ab .97 4.55 .98 3.55 .68
Separation,Divors 40(11.5) 4.80a .99 4.40 1.11 3.50 .74
Separation by death 14(4.0) 5.32b .91 4.78 .99 3.55 .61
F 1.49 .801 .119

Family
monthly income

Under 2 million won 100(28.7) 4.86a .92 4.35a 1.05 3.37a .65
2 million won more
∼under 5 million won

133(38.1) 4.87a .98 4.56ab .97 3.63b .67

5 million won more 109(31.2) 5.14b .96 4.73b .96 3.62b .70
F 2.92 3.63* 4.86**

Fat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 164(47.0) 4.88a .96 4.55 .96 3.51a .70
Bachelor’s degree 160(43.0) 4.96a .97 4.54 1.05 3.55ab .68
Graduate degree 31(98.9) 5.34b .88 4.61 .94 3.78b .58
F 2.96 .059 1.99

Mot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 220(63.0) 4.93 .96 4.63 .95 3.56 .70
Bachelor’s degree 112(32.1) 4.92 .95 4.43 1.08 3.51 .67
Graduate degree 16(4.6) 5.36 1.00 4.34 .84 3.69 .51
F 1.52 1.88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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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Summary of descriptive statistics for participants                                           (N=349)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2 ∆R2 F ∆F
Step 1
Gender
Family Monthly income
Campus Satisfaction
Academic

.241

.066
-.376
-.033

.074

.046

.048

.051

.167

.073
-.408
-.033

3.242**

1.445
-7.827***

-.650

.242 .242 24.223*** 24.223***

Step 2
Gender
Family Monthly income
Campus Satisfaction
Academic
Search for meaning
Presence of meaning

.173

.039
-.275
.004
-.039
.257

.071

.043

.047

.048

.043

.042

.120

.043
-.298
.004
-.056
.393

2.455**

.919
-5.863***

.084
-.893
6.119***

.349 .108 27.030*** 24.995***

***p<.001

<Table 2> The effects on Mental Health of Meaning in Life                                           (N=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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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관계상실을 경험한 대학생의 외상 후 
    성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관계 상실을 경험한 대학생의 외상 후 성장이 정신건

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이때 <Table 1>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변수간차이결

과정신건강에서유의미한차이를나타내었던변인인성

별, 가족월수입, 대학생활만족도, 성적을 1단계에서투입

하여통제하였고, 2단계에서외상후성장변인을투입하

였다. 2단계에서외상후성장이정신건강에미치는영향

력의 전체 설명력은 32.2%로 나타났으며, 외상 후 성장

변인투입후변화된설명력은 7.1%로나타났다. 외상후

성장의 하위요인인 개인의 강점 발견하기는 가장 높은

유의미한 영향력(β=.262, p<.01)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대인관계의변화(β=.212, p<.01)가 유의미한영향력을나

타내었다.

4.4 삶의 의미와 외상 후 성장, 그리고 정신건강 
간의 관계 검증

측정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삶의 의미와 외상 후 성장, 정신건강 간

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 전체는 정신건강 전체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r=.432, p<.01), 하위요인들은 r=.221에서

r=.501 사이에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외상 후 성장

전체와 정신건강 전체는 낮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r=.353, p<.01), 하위요인들은 r=.124에서 r=.499사이에

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4.5 관계상실을 경험한 대학생의 삶의 의미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외상 후 성장의 
매개효과 

외상 후 성장이 관계상실을 경험한 대학생의 삶의 의

미와정신건강간의관계를매개하는지를검증하기위해

모든 검증 단계에서 <Table 1>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 간 차이 결과 정신건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내었던 변인인 성별, 가족월수입, 대학생활만족도, 성적

을통제하고회귀분석을실시하였으며, 단계별분석내용

을살펴보면 <Table 5>와같다. 1단계에서삶의의미가

외상후성장에유의한영향력(β=.495, p<.001)을 미쳤다.

2단계에서 삶의 의미가 정신건강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

치는 변수(β=.304, p<.001)였고,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삶의 의미와 매개변수인 외상 후 성장이 동시에 정신건

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결과 삶의 의

미(β=.241, p<.001)와 외상 후 성장(β=.126, p<.05)은 모

두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외상 후 성장이

매개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2단계에서보다 3단계에서 독

립변수인삶의의미가종속변수인정신건강에미치는효

과가 적어져야 하는데, 3단계에서 유의하게 감소(.304에

서 .241로 감소)하여 외상후성장은삶의의미와정신건

강의관계를부분적으로매개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

러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test를 실시

한결과(Z=4.0112) Z값이 +1.96이상, -1.96 이하의범위에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2 ∆R2 F ∆F
Step 1
Gender .246 .074 .171 3.329**

.251 .251 25.319*** 25.319***
Family Monthly income .069 .045 .077 1.534
Campus Satisfaction -.383 .048 -.415 -.7998***

Academic -.025 .051 -.025 -.500
Step 2
Gender .223 .071 .155 3.128***

.322 .071 15.717*** 6.273***

Family Monthly income .056 .044 .062 1.276**

Campus Satisfaction -.318 .048 -.345 -.6.649***

Academic -.004 .049 -.004 -.087
Relating to Others .119 .044 .212 2.697**

New Possibilities -.104 .058 -.160 -1.805
Personal Strength .151 .051 .262 2.943**

Appreciation of Life .017 .042 .028 .408
Spiritual Change -.038 .050 -.065 -.772
**p<.01, ***p<.001

<Table 3> The effects on Mental Health of Posttraumatic Growth                                        (N=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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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므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외상 후 성장의 하위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위하여실시한결과, 대인관계의변화, 개인의강점발

견의 경우에는 삶의 의미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부

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편,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과 삶에 대한 감사의 증가, 영적인 변화의 경우에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5. 논의
본연구에서는관계상실을경험한대학생들의정신건

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건

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

고자하였다. 이를위하여 349명의관계상실을경험한대

학생들을대상으로삶의의미와정신건강의관계에서외

상후성장의매개효과를검증해보았다. 본연구에서도

출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의미와 외상 후 성장, 정신건강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세 척도

모두남성이여성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중삶의

의미에 대해 유사한 분석을 실시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34,35]도 있으

나 여성이 남성보다 높거나[36,37,38],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경우도있어향후성별에대한보다다양하고정교

한연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다만, 정신건강과관련

된연구에서는여성들이남성들보다동일한사안에대해

더심사숙고하려는경향이높고[39], 그 중에서도부정적

인 심사숙고의 영향 때문에 남성보다 우울경향이 더 높

을수있다는주장도제기된바있어[40], 연구결과와부

분적으로 유사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Tolin과

Foa[41]의 연구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로 이어지는 경향이 더 크다고 나타났으며, 중년

이상의 집단을 연구하였던 Vishenesky 등[42]은 이러한

경향성이여성들이사건을더심각하거나엄청난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관계상실을경험한대학생의삶의의미, 외상후

성장, 정신건강간의관계를검증해본결과 3개변인모

두정적상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삶의의미와

정신건강이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

[19,29]와 일치하는 것이며, 외상 후 성장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에대한연구[24,31] 및삶의의미와외상후성장의

Mental Health
Subjective
well-being

Symptoms Life Functioning Total

Meaning in Life
Search for meaning .401** .221** .296** .304**

Presence of meaning .501** .404** .387** .481**

Total .495** .345** .374** .432**

Posttraumatic Growth

Relating to Others .436** .200** .455** .339**

New Possibilities .406** .124* .355** .252**

Personal Strength .470** .218** .372** .336**

Appreciation of Life .427** .154** .314** .264**

Spiritual Change .395** .164** .411** .295**

Total .499** .207** .447** .353**
*p<.05, **p<.01

<Table 4>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easured variables                                              (N=349) 

Ste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2 F

1 Meaning in Life -> Posttraumatic Growth .526 .056 .495 9.445*** .317 28.115***

2 Meaning in Life -> Mental Health .224 .036 .304 5.788*** .317 28.150***

3
Meaning in Life -> Mental Health
Posttraumatic Growth -> Mental Health

.177

.087
.043
.039

.241

.126
4.065***

2.217*
.337 2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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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Mediating verification of Posttraumatic Growth                                          (N=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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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15]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삶의 의미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본결과유의미한영향력이나타나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는삶의의미가정신건강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

많은 연구의 결과와 일치된 것이며, 관계 상실이나 외상

의경험을지닌사람들에게그경험이주는삶의의미를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던 송주연[26] 등

의연구를실증적으로보여주는결과라고할수있다. 한

편, 삶의 의미의 하위변인인 의미발견과 의미추구가 정

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의미발견은 유

의미한영향력을지니는반면의미추구는유의미한영향

력을보이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삶의의미를발

견한 사람들이 단지 그 의미를 찾고 추구하는 사람들보

다더높은정신건강을지닐수있다는것을시사하는것

으로, 심리적인 증상에 대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고통

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Steger 등[31] 의 연구나,

의미발견이안녕감과심리적적응사이에서완전매개효

과를 지녔다고 설명한 정주리와 이기학[43] (2007)의 연

구 등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외상 후성장이정신건강에미치는영향력을살

펴본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Zoellner

와 Maercker[44]는 외상 후 성장이 단지 현상이 아니라

개인의삶에서긍정적인결과를이끌어낼수있어야한

다고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결과가 이 주장을 뒷받침한

다고도 볼수 있다. Tedeschi와 Calhoun[24]의 연구에서

도외상후성장이역경을경험하기이전상태로단순히

회기시켜 주는 아니라 이를 넘어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도 일맥상통하는 결

과라고 할수 있다. 한편, 외상 후 성장의하위요인이 정

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대인관계 변화

와 개인강점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관계에서의 변

화를 받아들이고 관계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Mindell[25]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

과라고 할수 있다. 즉, 관계 상실의 경험자들은그 상실

로 인한 대인관계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정신

건강의 긍정적 변화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역경의 경험

상황에서자신의강점을발견하고이해하는것이정신건

강에영향을줄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 원가족과

떨어져있는시설아동의경우가족과의단순한접촉보다

는자신의강점을알아가는의미있는만남이요구된다는

연구결과와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45].

다섯째, 관계상실을 경험한 대학생의 삶의 의미와 정

신건강 사이의 관계에서 외상 후 성장의 매개효과를 확

인한 결과, 삶의 의미는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침과 동시에 외상 후 성장을 매개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Park와 Folkman[46]

은 외상 후 성장을 ‘외상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고통을

완화시키는대처전략’의개념으로설명하고, 이러한전략

을통해정신건강을회복할수있다고보았는데, 이는 삶

의의미가정신건강에영향을미침에있어서외상후성

장이 매개한다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Park와 Folkman[46]은 외상 후 성장이

단순히 착각 현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장의 결과로서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관계상실을 경험한 대학생의 삶의 의미를 발

견하고 외상 후 성장이 이루어질 때, 이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 상담자는 관계상실을 경험한 대학생이 삶

의 의미를 발견하고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성장을

통해건강한정서를형성할수있도록다양한교육과상

담과정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개인의 강점과 대인관계에서의 변화요인 등을 확인함으

로써정신건강을회복할수있는프로그램도개발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관계상실을경험한대학생들의건강한

적응과 삶을 위하여 현재 삶에서의 의미를 발견하고 성

장할수있는다양한제도의마련및정책적인보완이요

구된다.

이와같은논의에의한본연구의결론은다음과같다.

관계상실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삶의 의미와 외상 후 성

장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며, 삶의 의

미가높을수록외상후성장, 정신건강이높아지며, 삶의

의미가낮을수록외상후성장, 정신건강이낮아진다. 또

한, 관계상실을경험한대학생들의외상후성장은삶의

의미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효과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더불어 후속 연구를

위한제언을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본연구는대전, 충

남지역에거주하는일부지역의대학생을대상으로한연

구로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

전국대학생으로대상을확장하여연구를수행할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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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관계상실을 경험에 대한 발달적 측면에서 다양

한연령을대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둘째, 관계상

실 경험에 대한 정신건강의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와 정신건강의 관계

에서 외상 후 성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나, 후속연

구에서는더다양한요인들을활용하여이들의정신건강

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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