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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년성인기 개개인이 느끼는 희망의 주관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설명하여 희망의 구
조나 과정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깊은 이해를 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행위자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개인을 중시하고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관점으로부터 주관적 현상의 차원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Q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총 34개의 
Q 표본과 21명의 P 표본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으며, QUANL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3개의 유형이 나
타났다. 연구결과 한국 중년성인의 희망에 관한 독특한 3개의 희망유형은 (1) 수동적 소망형(Passive Wish Type), (2) 

긍정적 실용주의적 희망형(Positive Pragmatic Hope Type), (3) 능동적 내적가치지향형(Active Internal Value-Oriented 

Hope Type)이었다. 한국 중년성인의 희망에 관한 주관성은 다른 생애주기에 있는 대상자와는 삶의 의미구조의 역동
성, 목표지향성에서 차별화된 유형을 나타내었다. 중년기는 앞으로 삶의 위기가 따르는 즉, 여러 유형의 상실, 삶의 
중대한 전환 등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기의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희망을 이해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
겠다.

주제어 : 중년성인, 희망, 주관성, 희망유형, Q-방법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over type of hope among korean middle-aged adult and to 
identify the major threads that structure various patterns of hope experienced by them.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experiencing hope of middle-aged adult experiencing numerous problems and loss at the 
transition of life. Q-methodology involves five steps in its approach. Collected Q-statements are 112 from 200 
adults through 4 open-ended questions. Among them, 34 statements were decided as a Q-sample, The Q-sorting 
was carried out in 21 middle-aged adults. Three types of subjective experiences of hope emerged as : (1) 
Passive Wish Type, (2) Positive Pragmatic Hope Type, (3) Active Internal Value-Oriented Hop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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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희망은 인간생명의 근원과 존재의 조건으로서 철학, 

종교, 문학, 심리학 등 여러 학문에서 활발한 논의가 되어

왔다. 희망은 인간 삶의 활력소로서 실의 나에 만족하

며 미래의 나를 만드는 즉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삶

의 원동력이며 평안한 삶에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40세부터 64세 까지에 속하는 년의 성인들은 생리

, 사회심리 , 사회 , 정신 , 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1]. 년기는 사람에 따라 삶의 안정기이기도 하지

만 신체 인 면에서는 차 인 쇠퇴 상이 나타나므로 

감소되어가는 체력에 응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2]. 

한 가정에서는 자녀와 노부모에 한 책임,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책을 맡고 있는 요한 치에 있다고 

하겠다. 과학과 의료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수명

이 연장되었다. 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노년기의 비

에 한 의미와 가치를 결정지을 수 있는데[3], 년기는 

인생주기의 환 을 기반으로 한 생물학 , 사회심리  

변화로 인한 기상황의 경험으로 인해 우울, 무력감 등 

여러 년의 기가 나타날 수 있다[4][5][6][7]. 인생주기

의 환 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 에서 희망의 상실

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정서  문제[8][4]이다. 이 듯 

노년기를 앞두고 년기를 어떻게 잘 보내고 삶의 완성

도를 높여 성공 인 노년기에 이르게 될 것인가를 볼 때 

년기의 희망은 매우 요하다. 

희망은 본질 으로 시간이나 질병 경험의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성장 발달시기에 따라, 문화 인 배경

에 따라 다르게 경험될 수 있는 주 인 상 경험

[9][10][11][12][13]이다. 그러므로 년성인기에서도 에 

언 한 바와 같이 다른 생애주기에서 경험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희망을 경험할 것이라는 가정 한 가능하

며 삶의 환기에서 수많은 문제와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년성인기의 희망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희망은 개인의 경험이고 역동 이며 변형

이라는  하에서 년기 성인이 다양한 패턴으로 

희망을 경험할 것 이라는것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년기 성인 개개인이 경험하는 희망의 주 성을 과학 이

고 체계 으로 분석, 설명하여 희망의 구조나 과정에 

한 포  이해를 가능하게 하기 해서는 인간의 다양

한 주 성을 탐구하는 이해의 방법론으로서 가설 발견의 

논리를 갖는 방법론인[14][15][16][17] Q-방법론  근

이 가장 하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Q-방법론을 

용하여 한국 년기성인의 희망에 한 주 성의 유형과 

그 유형의 특성을 살펴 으로써 한국 년기성인의 희망

에 한 깊이 있는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용하여 한국 년성인의 희

망에 한 주 성의 유형과 유형별 특성에 따른 희망경

험 과정을 이해하여 희망의 구조를 밝히고, 그에 따른 한

국 년성인의 희망 고취 간호 재를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 년성인의 희망에 한 주 성의 유

형을 확인하고 유형별 특성과 구조를 밝히기 해 Q 방

법론을 용한 연구이다.

2.2 Q-모집단 구성 및 Q-표본의 선정

희망에 한 모집단 진술문 추출을 해 2012년 3월부

터 8월까지 40～64세 까지의 제주도를 제외한 각 시⋅도

에 거주하는 정상 성인 200명을 편의 추출하 다. 이들에

게 희망의 정의, 희망을 구하기 한 노력  방법, 재

의 희망 등에 한 4개의 문항으로 된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 다. 회수된 자료는 여러 희망 련 문헌  간호

학자의 자문과 여러 번의 검토를 통해 희망에 한 응답

(생각)이라고 생각되는 진술문 112개가 추출되어 Q-표

본 선정을 한 Q-모집단(concourse)로 삼았다. 

Q-표본의 선정은 희망에 한 Q-모집단을 여러 번 

반복해 읽으면서 주제별로 공통된 의미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진술문들을 통합하여 범주화를 시행하 다. 그

리고 Q-방법론 문학자, 국문학자, 희망간호 문학자 

1인의 검토  자문을 통해 타당성을 인정받은 19개의 범

주화된 진술문 내용  의미상의 차이, 희망을 구하는 방

법상의 별성, 그리고 많은 응답이 나온 항목을 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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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최종 34개의 진술문이 선택되었다. 

2.3 P-표본(sample)의 구성

P-표본의 표집은 소표본 이론에 근거[17]하여 시

에 거주하고 있는 44～60세의 남 11명ㆍ여 10명으로 총 

21명을 상으로 하 다.

2.4 Q-분류과정(Q-sorting) 및 자료분석 방법

Q-분류는 상자에게 Q-표본(진술문카드)를 읽게 한 

후 자신의 의견에 따라 가장 찬성하는 진술문에서부터 

가장 부정(동의하지 않는)하는 진술문을 선택하여 9  

척도상에 분류하도록 하 으며, 의견이 정상분포에 가깝

도록 하기 해 Q-방법론의 원리에 따라 강제분포를 하

도록 하 다. 

Q-분류가 끝난 직후 양극단의 극찬성(+4, +3)과 

극반 (-4, -3)에 분류한 진술문 하나 하나에 한 선택

이유를 인터뷰를 통해 기록하 다. 한 면 용 질문지

를 사용하여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구체 으로 

악하여 결과 해석 시 참고자료로 이용하 다. 수집된 자

료에 한 코딩의 수화는 Q-카드의 배열  분포도에 

따라 가장 반 하는 경우(-4)를 1 으로 시작하여 립

(0)인 경우 5 , 가장 찬성(+4)인 경우 9 을 부여하여 

수화하 다<Table 1>. 

자료의 분석은 QUANL PC 로그램을 이용하여 처

리하 다. Q-요인 분석(Q-factor analysis)는 주요인 분

석(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is)방법을 이용하

다. 그리고 가장 이상 인 요인수의 결정을 해 Eigen 

value 1.0 이상을 기 으로 요인의 수를 3에서 7까지 다

양하게 입력시켜 산출된 결과  최선이라고 단된 요

인(유형)을 최종 으로 선정한 후 각각의 유형을 명명하

다.

<Table 1> Distribution of Q-sample card

          Disagree           Neutral            Agree

Distribution

(No. of 

card)

-4

(2)

-3

(3)

-2

(4)

-1

(5)

0

(6 )

+1

(5)

+2

(4)

+3

(3)

+4

(2)

<Table 2> 3 chosen Eigenvalues and 
percentages of total variance  

Type 1 Type 2 Type 3

Eigenvalue 5.9313 2.2451 1.7166

% of Variance .2824 .1069 .0817

Cumulative .2824 .3893 .4710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Q-유형의 형성

Q-요인 분석결과 년성인들의 희망에 한 주 성

은 3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유형은 체변량

의 47%를 설명하고 있다<Table 2>. 각 유형에 속한 

상자의 인구 사회학   질병 련 특성과 인자가 치는 

<Table 3>에, 항목별 표 수는 <Table 4>에, 각 유형

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거나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Table 5>에 나타나 있다.

3.2 유형별 해석

상자들이 희망을 구하는 것과 련 모든 유형에

서 공통 으로 극  찬성과 반 를 보인 진술문을 

제외한 각 유형의 정  동의와 부정  동의를 높게 

보인 진술문을 심으로 개별 진술항목에 한 특정 

유형의 z값, 개별 진술항목에 한 나머지 유형의 평

균표 수상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항목<Table 5>, 

 양극단에 놓인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기록한 면

담내용, 상자들의 인구 사회학   질병 련 특성 

등을 종합 으로 참고하여 분석하 다.

(1) 유형 1 : 수동적 소망형(Passive Wish Type)

유형 1에 속한 상자는 모두 6명이었으며, 유형 1이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돌이킬 수만 있다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z=1.91)로 4명이 기술하

으며, 「오늘과는 다른 내일이 있다는 것을 희망이라고 

생각한다」(z=1.47) 4명이 기술하 으며, 「돈이 희망이

다」(z=1.33),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꾸 히 노력

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한다」(z=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낮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자

신의 있는 모습 그 로 자신을 수용하는 것을 희망이라 



한국 중년성인의 희망에 관한 주관성

632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Oct; 11(10): 629-638

<Table 3> Types, Factor weights, Demorgraphic Characteristics for P-samples

Type
Subject's 
No Age Sex

Factor 
weight 
score

*Ed **R ***M ****ES
whole life 
satisfation
(10 point)

current life 
satisfation
(10 point)

1

02 53 M 1.9045 U. N M VP 5.7 2.1

03 52 M  1.3033 H N M P 5.2 5.3

04 54 F 1.5371 H P Se M 1.9 3.6

09 46 M 1.0648 U B M VP 5.0 2.5

10 46 F .9535 U B S M 6.7 4.6

19 57 M 1.0070 U P M W 8.0 8.0

2

05 50 F  2.2337 U N M M 7.6 6.7

06 57 M .6600 E B D VP 2.4 1.7

07 56 F  .7613 H N M P 3.9 7.1

08 46 F 1.6797 H N M M 6.0 6.5

13 50 F  .3674 H B M M 5.0 5.0

14 50 M  .4242 U B M P 5.0 6.0

16 44 F  .8304 H C M M 9.0 9.0

17 47 F 1.0119 U B M P 8.0 8.0

20 53 M .3189 U N M M 8.0 9.0

3

01 56 F .5676 M N M M 9.6 4.6

11 48 M 1.6061 H N S M 8.0 8.0

12 56 M 1.1179 U B M M 8.0 8.0

15 53 M  .5468 U B M M 8.0 8.0

18 58 F  .9061 U B M W 8.0 8.0

21 56 M .8023 U N M M 4.2 4.5

*Ed : Education  U; university, H; high scool, M; middle school, E; elementary

**R : Religion  P; Prostestan C; Catholic, B; Buddhism, N; none

***M : Marriage  M; married, Se; separated, S; single, D; divorce

****ES : Economic Status  VP; very poor, P; poor, M; moderate, W; wealthy

고 생각한다」(z=-1.32),「나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을 볼 때 희망을 느낀다」(z=-1.25), 「희망을 구하

기 해 다양한 사람들과 화를 시도한다」(z=-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 1에서 요인 가 치가 가장 높았던 P02(요인 가

치 1.9045)는 돌이킬 수만 있다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

고 싶다에 해 “지 보다 이 모든 면에서 행복했었

다”, P 04(요인 가 치 1.5371)는 “이루어 질 수 없는 희

망이지만 시간을 다시 돌리고 싶다”, P 09(요인 가 치 

1.0648)는 “ 었을 때 무 방탕한 생활을 했다”라고 진

술하여 삶의 후회가 보인다. 돈이 희망이다에 해서는 

P 04는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척도이다”, P 09

는 “돈이 권력이고 희망이다”, P10는 “돈이 삶의 질을 높

여주고 인생이 희망이 생긴다”라고 답하 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 로 자신을 수용하는 것에 해 

P 09는 “자신에 욕심을 내야지 있는 그 로를 받아들이

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것이다”, P 10은 “ 실에 안주하는 

것이므로 발 이나 희망이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내 

모습이다 ”라고 하 다.  나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을 볼 때 희망을 느낀다에 해 P 02는 “다른 사람

들과 비교할 만큼 내 자신이 여유롭지 않다”, P 10은 “자

기 안 인 것으로 희망을 느끼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

므로써 이들은 남이 처한 상황과 비교해 볼 여유나,  

상  비교를 통한 희망의 의미부여에는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 듯하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화 등을 시도하

려하거나, 희망을 구하기 한 극 인 노력이나 행동 

등이 부족하며, 한 삶의 목 성 는 유의미성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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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Descriptions

Z-score

1

(N=6)

2

(N=9)

3

(N=6)

1. I think that hope is to endeavor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life. 1.3 -.4 1.0

2. I think that hope is making present. -.5 -.1 -.3

3. I think that hope is to realize the purpose of life is tool. .2 -1.2 .9

4. I feel hope when I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in the step by step process of life. .9 .7 .5

5. I think that hope is the power of wisdom to solve current problems. -.5 -.2 .5

6. I feel hope when I found out that the world is fair. -.4 .1 -2.0

7. I feel hope when I recollect my past times. .1 .9 -.4

8. I feel hope when I accept myself as I am. -1.3 .1 -1.4

9.  I feel hope when I empty my desires and thoughts. -1.2 -.8 -.8

10. I feel hope when I win the struggle with myself. -.4 -.5 1.3

11. I feel hope when I have true communions with nature. -.1 .4 -.8

12. I think to hope that there is reason to live. .6 .1 .3

13. I think to hope that today and tomorrow are the other. 1.5 .7 1.0

14. I think hope when I am able to help other people. .1 -.3 .5

15. I feel hope when I do take the right attitude towards life. -.1 1.0 .9

16. I strive to get the self-esteem to find hope. .6 -1.4 1.2

17. I think that hope is empty my mind and love for others to find the value. -.3 .3 .1

18. I think that hope is to not rely on others to will live their own life .3 -.3 .9

19. I have a faith in praer to find hope. -1.2 -1.2 -.7

20. I find hope when I try to find pleasure in life. -1.2 .4 .1

21. I have try to talk with a variety of people to find hope. -1.1 -.7 -.2

22. I feel hope when the family will believe.  .9 1.1 1.4

23.. I feel hope when I think there are people who love to be by my side. .6 1.3 .7

24. I think that hope is child's health and success. 1.2 1.1 1.0

25. I think the money is hope. 1.3 -1.3 -1.6

26. I feel hope for enough time because I think still young. -.7 .8 -.9

27. I find hope while objectify the size of despair. -1.1 -.8 -1.6

28. I find hope while I meet the day-to-day and try to live. -.1 1.9 1.3

29. I feel hope when I compare myself with other people in a more difficult environment. -1.3 .3 -1.3

30. I feel hope when I think that the now happy life is extended to the future. .4 .3 .1

31. I hope that my life is healthy living and dying well 2.1 2.0 .6

32. Just wanted to try to do is hope. -.3 .2 .2

33. If I continue to keep this life, I hope to die. 2.1 -2.5 -1.8

34. If I can turn back, I hope to go back into the past. 1.9 -1.8 -.9

<Table 4> Q-Samples(ITEM DESCRIPTIONS) and Z-scores according to types

때 수동 인 특징을 보 다. 내면의 여유가 없으며,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삶의 후회들을 많이 표 하 다. 

이들은 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로 보

이며, 그러므로 남이 처한 상황과 비교해 볼 여유나  

상  비교를 통한 자신의 희망 인 삶의 의미부여에

는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 듯하다. 한 다른 유형에 속

한 사람들과는 달리 돈의 가치에 희망을 느끼고 있었다. 

이처럼, 이유형의 사람들은 년기 자신의 삶의 희망을 

구하기 한 역동 인 능동성이나 지혜를 구하기 한 

노력보다는 그들이 의지하려는 돈이나 가족 등에서 안

정성을 추구하는, 희망의 어떠한 유의미성의 존재가 비

어있는 수동 인 소망의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형 

1을 수동  소망형으로 명명하 다.

(2) 유형 2 : 정  실용주의  희망형(Positive 

Pragmatic Hope Type)

유형 2에 속한 상자는 모두 9명이었으며, 유형 2에

서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하루하루를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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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Item

No.
Q-statement z-score Average Difference

Type

1

34 If I can turn back, I hope to go back into the past. 1.911 -1.358 3.269

25 I think the money is hope. 1.327 -1.455 2.783

1 I think that hope is to endeavor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life. 1.300 .299 1.001

31 I hope that my life is healthy living and dying well 2.105 1.306 .799

5 I think that hope is the power of wisdom to solve current problems. -.514 .170 -.684

15 I feel hope when I do take the right attitude towards life. -.147 .947 -1.094

20 I find hope when I try to find pleasure in life. -1.175 .224 -1.399

28 I find hope while I meet the day-to-day and try to live. -.054 1.597 -1.651

Type

2

26 I feel hope for enough time because I think still young. .784 -.792 1.576

29
I feel hope when I compare myself with other people in a more difficult 

environment.
.277 -1.264 1.541

8 I feel hope when I accept myself as I am. .053 -1.343 1.396

6 I feel hope when I found out that the world is fair. .069 -1.232 1.301

28 I find hope while I meet the day-to-day and try to live. 1.884 .628 1.256

10 I feel hope when I win the struggle with myself. -.530 .467 -.997

1 I think that hope is to endeavor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life. -.361 1.130 -1.491

3 I think that hope is to realize the purpose of life is tool. -1.171 .562 -1.733

16 I strive to get the self-esteem to find hope. -1.424 .871 -2.296

34 If I can turn back, I hope to go back into the past. -1.801 .498 -2.299

Type

3

10 I feel hope when I win the struggle with myself. 1.333 -.464 1.797

16 I strive to get the self-esteem to find hope. 1.162 -.422 1.584

3 I think that hope is to realize the purpose of life is tool. .939 -.493 1.432

18 I think that hope is to not rely on others to will live their own life .937 -.002 .939

5 I think that hope is the power of wisdom to solve current problems. .549 -.361 .911

26 I feel hope for enough time because I think still young. -.875 .037 -.912

11 I feel hope when I have true communions with nature. -.810 .153 -.962

31 I hope that my life is healthy living and dying well .611 2.052 -1.441

25 I think the money is hope. -1.620 .018 -1.638

6 I feel hope when I found out that the world is fair. -2.041 -.176 -1.865

<Table 5> Type(1~3) items and Z-scores greater or less than all others

하면서 생활하도록 노력하므로써 희망을 구한다」

(z=1.88)로 5명이 기술하 으며, 「내곁에 사랑하는 사

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할 때 희망을 느낀다」(z=1.28) 4

명이 기술하 으며, 「옳바른 삶의 태도를 취하고 행할 

때 희망을 느낀다」(z= .98) 3명이 기술하 으며, 「지나

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때 희망을 느낀다」(z= 

.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낮은 동의를 보

인 진술문은 「돌이킬 수만 있다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

고 싶은 희망이 있다」(z=-1.80) 6명이 답하 으며,「희

망을 구하기 해 자존감을 갖기 한 노력을 한다.」

(z=-1.42) 3명이 답하 으며, 「돈이 희망이라고 생각한

다」(z=-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 2에서 요인 가 치가 가장 높았던 P 05(요인 가

치 2.2337)는 하루하루를 만족하면서 생활하도록 노력

하므로써 희망을 구한다에 해 “욕심을 버리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삶이 희망 이 된다”, P 08(요인가 치 

1.6797)는 “그러면 내자신도 만족하고 행복해지며, 내자

식들에게도 본보기가 되니 희망 이지 않은가”라고 답

하 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느끼는 

것에 해 P 05는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은 내 삶을 든

든하게 하고 이것이 희망이다” P 14는 “사랑하는 가족에

서 행복과 희망을 느낀다”라고 답하 다. 올바른 삶의 태

도를 취하고 행할 때 희망을 느낀다에 해서는 P 07은 

“올바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 

희망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는가”라고 답하 다. 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때 희망을 느낀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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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P 06은 “과거에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디며 살아왔고, 

이만큼 버티고 살아온 것이 감사하고 내자신 견스럽고 

앞으로 희망 인 느낌이 든다”라고 답하 다.

그러나, 돌이킬 수만 있다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

은 희망에 해 P 08은 “ 재가 불투명하고 불안하다고 

과거를 그리워 할 수는 없다. 재도 지나고 나면 좋았

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P 14는 “ 재도 극 으로 살

고 있고, 지  재의 삶을 희망 이라고 생각하고 만족

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 다.  희망을 구하기 해 자

존감을 갖기 한 노력을 한다에 해 P 17은 “삶을 희

망 으로 하기 해 박할 때는 자존심도 사치일 수 있

으며 사는 것이 요하다”라고 하므로써 이들은 삶이 힘

들 때 내면의 상처에 망하기 보다는 실 인 삶의 무

게에 가치를 두고 있다.  돈이 희망이라고 생각한다에 

해 P 08은 “돈이 행복의 부는 아니며, 물질만능주의

를 싫어한다”라고 하 으며, P 16은 “돈보다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이 곧 희망이다”라고 하 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년의 삶에서 시간  여유감이 

있으며, 재의 평상 인 삶 자체를 있는 그 로 받아들

이면서 하루하루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 이들은 희망을 

구함에 있어 극 인 노력은 하지 않는다. 희망을 구하

기 해 무 혹독하게 자신을 다루거나, 마음을 강하게 

먹는 것은 그것 자체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

에 희망을 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

들이었다. 이들은 인생의 후회감은 었으며, 그러므로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고 하 다. 이들은 돈

이나 물질 인 가치보다는 가족, 자식, 주 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에서 희망을 구하고 희망을 느끼는 사람

들이었다. 따라서 유형 2는 처해진 실을 정 으로 

받아들이면서, 수동 인 기다림도 아니고, 일어날 수 없

는 상황의 비 실 인 인 것 보다는, 실  여건의 한

도내에서 삶의 가치와 희망을 경험하는 정  실용주

의  희망형으로 명명하 다. 

(3) 유형 3 : 능동  내 가치지향형(Active 

Internal Value-Oriented Hope Type)

유형 3에 속한 상자는 모두 6명이었으며, 유형 3에

서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자기자신과의 싸

움에서 이기는 것을 희망이라고 생각한다」(z=1.33)로 1

명이 기술하 으나 이는 다른 유형에서 진술한 값과 매

우 차이가 큰 진술문이었으며, 「하루하루를 만족하면

서 생활하도록 노력하므로써 희망을 구한다」(z=1.31) 3

명이 기술하 으며, 「희망을 구하기 해 자존감을 갖

기 한 노력을 한다」(z= 1.16) 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가장 낮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세상이 

공평하다는 것을 깨우쳤을 때 희망을 느낀다」(z=-2.04) 

4명이 답하 으며,「돈이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z=-1.62) 3명이 답하 으며, 「 망의 크기를 객 화시

키면서 희망을 구한다」(z=-1.59) 3명이 답하 으며, 

「자신의 있는 모습 그 로 자신을 수용하는 것을 희망

이라고 생각한다」(z=-1.37) 3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 3에서 P 18(요인 가 치 .9061)은 자기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희망이라고 생각한다에 해 “자

신을 이기지 못하면 희망이 이루어져도 사상 각이 된

다”라고 답하 으며, 하루하루를 만족하면서 생활하도

록 노력하므로써 희망을 구한다에 해서는 P 11(요인 

가 치 1.6061)은 “희망은 원 한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에 만족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하 으며, P 12(요

인 가 치 1.1179)는 “하루하루를 만족했다는 것은 최선

을 다해 살았다는 의미고 이것이 희망 인 삶이 아니겠

는가”라고 답하 다. 희망을 구하기 해 자존감을 갖기 

한 노력을 한다에 해 P 18은 “자존감이란 내가 존재

함을 말하는 것이며, 내가 자존감이 높아야 희망을 갖을 

수도 있는거지”라고 하 으며, P 15는 “자존감은 자기발

을 해 필수이고, 그것이 곧 희망이지”라고 답하 다.

그러나, 세상이 공평하다는 것을 깨우쳤을 때 희망을 

느낀다에 해 P 11은 “세상은 남들이 말하기 공평하다

고 하지만 불공평하다”, P 12는 “각자의 생각과 살아가

는 기 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공평할 수가 없다”라고 

하 다.  돈이 희망이다에 해 P 12는 “돈은 나의 행

복의 기 이 아니기 때문에 돈과 희망을 직  연결하진 

않는다”라고 하 다.  망의 크기를 객 화시키면서 

희망을 구한다에 해 P 18은 “ 망의 크기로 희망의 크

기를 논한다면 인생을 살면서 과연 희망이 얼마나 되겠

는가, 그런 논리론 인생을 희망 으로 살 수 없지”라고 

하 으며, P 01은 “ 망과 희망의 상  비교는 바보같

은 짓이지”라고 답하 다.

이처럼 이 유형의 사람들은 희망을 느끼고 구함에 있

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희망

감을 느끼며, 이들은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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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희망을 남들과의 비교 등 상 인 것에서보다 자신

의 본질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에게 희

망은 인생의 삶의 목 실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삶의 에 지 는 지향성면에서 타인에 의존 이 아니며, 

미래의 재정의를 한 자기조 , 자존감을 갖기 해 자

기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자 노력하는 매우 능동 이

며 정 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유형 3은 능동  내 가치지향형으로 명명하 다.

4. 논의

각 유형에서 나타난 특성들에 해 희망 련 문헌 

 여러 학자들의 희망에 한 다른 연구결과에 조명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모든 유형에서 공통 으로 매우 높은 정과 부정

을 보인 공통진술문은 <Table 6>과 같다. 년기는 정

신건강에 있어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의 요성이 시사

하는 바가 크며[4],  년기 우울과 련하여 가정 내 

역할갈등 문제를 가장 요한 요소로 거론[18]하 으

며,  우리나라 여성노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식의 

성공이나 심속에서 찾으려는 특성이 있으며, hybrid 

model을 이용한 희망의 개념분석연구에서도[19]정서  

차원과 시간  차원 모두 희망의 속성의 내용이 가족과 

련하여 일어났다. 가족의 지지  자식의 건강과 성

공 등은 자신의 가치 기 과 삶의 목 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 때에만 성취할 수 있다고 볼 때 사회에서 

가족은 실존  본질  계속에서 삶의 소 한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며 희망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Table 6> Consensus Item and Average Z-scores

Item 

No.
Consensus Items Description

Average 

z-score

22 I feel hope when the family will believe. 1.14

24
I think that hope is child's health and 

success.
1.10

13
 I think to hope that today and tomorrow 

are the other.
1.04

19 I have a faith in praer to find hope. -1.04

27
I find hope while objectify the size of 

despair.
-1.16

33 If I continue to keep this life, I hope to die. -2.13

 모든 유형에서 강한 부정을 나타낸「계속 이런 

삶이 지속된다면 죽는 것이 희망이다」는 재 삶의 

환경에서 상황이 많이 나쁜 유형에서도 죽고 싶은 마

음은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희망에 한 

주 성연구[12]에서 인생의 종반기에서 남아있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죽음의 희망과는 매우 다른 

결과이다. 즉 년기는 재의 삶의 환경이 비 이

어도 삶의 소 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서 노년기를 

맞이할 이해의 가능성을 한 지향성을 추구하면서 오

늘과는 다른 내일이 있다는 것을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세 라고 할 수 있겠다. 한 「희망을 구하기 해 기

도하면서 믿음을 가진다」는 진술문에서도 모든 유형

이 강한 부정을 나타냈는데, 이는 상자 21명  12명

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종교도 기독교, 불교, 천주

교 등 다양했다. 즉 종교의 유무에 계없이 희망을 구

함에 있어 신앙  믿음은 이들에게 크게 작용하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상자는 암이나 만성질환 

등 질병을 가진 상자는 아니지만 인터뷰에서도 종교

 믿음과 희망을 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답하

여 자신의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진 않는다고 답

하여, 년기의 종교  믿음은 만성질환자 는 암환

자, 그리고 노년기의 종교  믿음에서의 희망을 구하

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제 1유형은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지 보다 

의 삶이 더 좋았고, 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

며,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삶의 후회가 보인다. 그

지만 이들은 재의 삶의 환경에서 개인  견해를 

답한 것이며, 남이 처한 상황과 상  비교를 통한 희

망에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희망을 구

하기 한 노력으로 다른 사람들과 화 등을 시도하

거나,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하거나,  마음을 비우

고, 종교  믿음에서 그 외 희망을 느끼거나, 구하려고 

하는 어떠한 능동 인 행동이나 태도 등은 보이지 않

았다. 명확한 목표의 확립, 실행 가능한 경로의 상상과 

목표를 향해 움직이도록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

과 같은 자원들의 수반이 희망 인 생각[20]으로 이어

진다고 볼 때, 이들은 희망을 구함에 있어 수동 이며, 

 자신의 내면 인것에서 보다는 에 보이는 외 인 

것에서 희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에서 1유형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희망은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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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의미성의 존재가 비어있다는 면에서 수동  희망

은 진정한 희망의 본질은 아니며, 망의 장된 형태

와의 혼동으로 볼 수 있겠다.

제 2유형은 인터뷰에서 년이 아직은 다는 생각

과 살아가는 동안 오늘이 가장 은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과는 다른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

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인생 반에 한 만족도와 

재의 삶에 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었다. 제 2유

형은 희망을 구함에 있어 제 1유형에서처럼 수동  지

향성에서와 유사하다. 그러나 재 그들의 경제  수

, 건강문제, 종교  믿음 등 실 으로 1유형과 비

슷한 상황에서 삶 자체를 있는 그 로 수용하며, 무 

혹독하게 자신을 다루거나 자신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희망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 실 으로 년의 

삶 자체를 인지하고,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한도내에

서 희망의 실  목표지향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이 

다르다. 노인의 희망에서처럼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과의 계에서 희망을 경험하거나, 그들이 성취할 수 

있는 작은 것들 는 미래에 한 정 인 태도에서 

희망을 경험하는 실용주의  희망[12]과 련된다고 

할 수 있다. 

제 3유형은 희망에 한 생각에 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며,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꾸 히 노력해야 하며, 희망은 삶의 목 을 실 해 주

는 도구라 생각한다. 이들은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는 

단계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거나, 하고 싶은 것을 

해야하는 것에서 희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

은 망감을 느낄 때, 망은 잠시의 상황일 뿐 망만

큼 희망이 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상  

비교를 하지 않으며, 정 인 사고와 희망을 구함에 

있어 능동 이다. 유형 1이 희망에 해 수동  지향성

이며, 외 인 실체에서 희망을 구하려는데 비해, 유형 

3은 능동 이며, 희망을 자신의 본질에서 찾고자하는 

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인생 반에 한 만족도

나 년의 재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희망에 

한 정 인 사고는 유형 2와는 같으나, 유형 2가 실

 목표지향성을 추구하는 실용주의  희망인 반면 유

형 3은 희망의 생성주체를 자신에서 찾고자하는 내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희망추구의 역동성에서 

볼 때 매우 능동성을 보인다는 이 다르다고 할 수 있

겠다.

5.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한국 년성인의 희망에 

한 주 성은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상

자는 암환자 는 질병이 있는 입원하고 있는 상자

가 아닌 생애주기에서 년기성인이었다. 한국 년성

인의 희망에 한 주 성은 다른 생애주기에 있는 

상자와는 삶의 의미구조의 역동성, 목표지향성에서 차

별화된 유형을 나타내었다. 년기는 앞으로 삶의 

기가 따르는 즉, 여러 유형의 상실, 삶의 한 환 

등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기의 상자들이 경

험하는 희망을 이해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재 증질환이 없는 년기성인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암 등 증질병을 앓고 있는 

년기성인의 희망유형으로 해석하기에는 제한 이 따

른다. 이번 연구결과를 토 로 년기성인의 희망유형

에 따른 효과 인 간호 재 개발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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