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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영적 경향성)이 대학생에서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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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the
pattern of stress coping strategies, as well as understand how they impact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Methods : We analyzed 320 undergraduate students in a capital area (135 males, 170 females; 15 students
who answered irrelevantly were excluded). Spiritual well-being (religious and existential), stress coping
strategies (active and passiv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epression were rated using the Spiritual WellBeing scale, Ways of Coping checklist, Psychological Well-Being measurement, and Depression Scale
(CES-D), respectively. For the analysis, we utilize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The analysis reveal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active coping strategie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existential well-being and depression, an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eligious well-be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y regression analysis, it showed spiritual-well being affected depression negatively. Existential well-being, but not religious well-being, affected depression
negatively. Furthermore, the impact of existential well-being on depression remained a strong predictor in
males better than females. Existential well-being affected psychological well-being positively through active
coping strategies.
Conclusion : In this study, we verified a correlation between existential well-Being and active coping
strategies which affected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undergraduate students. (Anxiety and
Mood 2018;14(1):14-20)
KEY WORDS : Spirituality·Depression·Psychological well-being.

서

론

한 부분이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 진료에서 영적인 요소를 고
려하는 노력들이 증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성은 인간이

영성은 미국정신의학회에서 1995년부터 진단 통계 편람에

삶의 역경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영향을 미치기에 정신건강

종교 혹은 영적인 문제로 등재될 정도로 정신건강에서 중요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들 중 하나이다.1 최근에 영성과 정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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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과의 관계가 지속적인 관심을 받은 결과, 이와 관련된 연구
논문들의 발표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2 이런 경향은 서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영성에 대
한 관심은 지역뿐만 아니라 종교의 유형과도 관계없이 점증하
고 있다.
영성은 종교를 넘어서는 인류 보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사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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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등

자연이나 문화적인 현상에 깊은 감동을 받고 삶의 의미나 목

에 영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다.18

적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1 그런데 지금까지의 영성에 대한 연

또한 영적인 지지는 노인에서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가 있다

구들이 영성 그 자체 보다는 종교성에 대하여 측정하는 문제

는 연구19가 있다. 그리고 대학생에서도 실존적 영성이 심리적

가 있어 영성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이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발표가 있다.20 영성 그리고 종교

이는 영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

는 우울과 불안 감소, 심리적 안녕감 증진 등 정신건강에 긍

3-6

으로 생각한다. 영성은 복잡한 다차원인 개념이다.

그래서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1

관점에 따라 영성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어왔다. 어떤 사람

본 연구에서는 영성이 어떤 대처방식을 통해 우울과 심리

은 ‘그들 나름의 궁극적인 의미 체계와 가치관으로 자신의 삶

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치료적 개입에

7

을 이해하고 살아나가는 방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다른

서 영성을 고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8

사람은 ‘신성함의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

대상 및 방법

른 사람은 ‘어떤 선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추구하는 영감, 경
외, 공경, 삶의 의미나 목적 같은 종교에 대한 귀의를 넘어서는
어떤 것’이라고도 한다.9

연구 대상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성에 대한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의 대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영적

정의를 내리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영성을 종교

안녕, 스트레스 대처방식, 심리적 안녕, 우울에 대한 평가 척

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양상들을 종합

도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에서

해보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교감 그리고 자연과

나이가 35세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4명과 부적합하게 응

의 합일이나 초월적인 존재와의 연결성에 대한 경험과 추구’

답한 설문지 11명을 분석에서 제외하고, 남자 135명, 여자 170

라고 정의해볼 수 있겠다. 결국 영성은 연결성이 중요한 요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므로 한 개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의 느낌을 느끼고 다른 사
람과의 교감이나 주위 환경과의 합일을 경험하고 개인을 넘어

연구 방법

서는 초월적 존재와의 연결성을 느끼고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0

영적안녕척도

이러한 연결성은 종교나 인종과 관계없이 경험하게 된다. 자

한국판 영적안녕척도는 Paloutzian과 Ellison22이 1982년

신과의 연결성은 진정성, 내적 조화나 마음의 평화, 의식화나

에 개발한 영적안녕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 이하

자기 인식 그리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

SWS)를 Cheung 등23이 2001년 표준화한 척도이다. 이 척도

11

하고 다른 사람이나 자연과의 연결성은 연민, 보호, 감사, 경

는 총 20문항으로 10문항은 종교적 안녕(Religious Well-

이 등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초자아적인 연결성은 우주, 초월

Being Scale, 이하 RWS)과 실존적 안녕(Existential Well-

적 존재나 초자연적인 힘 그리고 신과 관련되어 초월적 대상

Being Scale, 이하 EWS)을 평가하는 두 개의 하위 척도로

에 대한 외경이나 희망, 신성함, 숭배 등의 경험을 하는 것을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적 안녕은 10개의 홀수 문항, 실존적 안

의미 한다.3 기존의 연구들이 특정 종교를 대상으로 하여 종교

녕은 10개의 짝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적이라는 것은

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인류 보편적인 영

수직적으로 초월하는 경향과 수평적으로 자기 실현을 추구하

2

성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는 특성이 있다. 이에 상응하여 신과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

영성은 만성적이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대처하려고

을 내포하는 수직적인 차원이 종교적 안녕이며, 자신의 존재

할 때 아주 중요한 지지 역할을 하게 된다.12 또한 영성은 인생

에 만족하거나 인생의 의미나 목적을 지각하는 것을 내포하

13

의 역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관련이 있어 정신건강에도
14,15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영성이 어떤 대처방식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는 수평적인 차원이 실존적 안녕이다. 각 문항은 1점(전혀 아
니다)에서 6점(매우 그렇다)까지 채점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1, 2, 9, 12, 13, 18번 부정적인 문항들은 역으로 채점한다.

정신과 외래 청소년 환자에서도 종교적 신념이나 지지가 우
울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16 또한 국내에서도 대학생
17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에서 영성지수가 높을수록 우울지수가 낮아진다는 보고 가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는 Lazarus와 Folkman24이 개발

있다. 뿐만 아니라 영성치료프로그램이 우울증 증상의 심각

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67개 문항을 토대로 Kim과 Lee25

도를 감소시킨다는 보고도 있어 비약물적인 우울증의 치료

가 요인분석을 통해 재구성한 62개 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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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이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다. 연구에 사용한 척도는 대처방식을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리고 회귀 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영성이 우울과

대처로 구분하고, 전자에 속하는 유형으로 문제 중심적 대처,

주관적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했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를, 후자에 속하는 유형으로 정서 중심

다. 또한, 영성이 어떤 대처방식을 통해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

적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를 제시하였다. 적극적 대처는 스트

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레스의 원인이나 스트레스 자체에 맞서는 방식의 대처이며,

결

소극적 대처는 스트레스 자체의 제거나 변형을 위한 노력이

과

아니라 스트레스의 파생 효과를 적절히 다루는 방식의 대처
이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 형식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음(0)’부

인구 통계학적 특성

터 ‘매우 많이 사용함(3)’까지 4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결과는 Table 1에 제

전체 검사지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0.90이었으며 각

시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연구 참여자는 대학생 총 305명

하위척도들의 신뢰도계수는 문제 중심적 대처 0.86, 사회적

으로 남성은 44.3%(135명), 여성은 55.7%(170명)였으며, 연령

지지 추구 대처 0.70, 정서 중심적 대처 0.78, 그리고 소망적

범위는 만 18세에서 32세이었다. 전공은 공학과가 36.1%(110

사고 대처 0.76로 나타났다.

명), 심리학과 32.1%(98명), 간호학과 31.8%(97명) 이었다. 종교
는 없음 62.3%(190명), 개신교 16.7%(51명), 천주교 9.8%(30명),

심리적 안녕감 척도

불교 9.8%(30명), 기타 1.3%(4명)이었다.

26

이 척도는 Ryff 가 개발하였고 총 5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6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27 6개의 하위 척

주요 변인 간의 상관 관계

도는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 삶의 목

주요 변인들인 종교적 안녕, 실존적 안녕, 우울, 심리적 안녕

적, 개인적 성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Kim 등28이 문항분석과

감 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 계수를 구한 결

요인분석 후 각 척도 당 7~8개 문항씩 선별한 46개 문항으로

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영성은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인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상관관계(r=0.435, p＜0.001)를 보이며 적극적 대처방식과도

총점수의 범위는 46~2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

정적인 상관관계(r=0.329, p＜0.001)를 보였으나 우울과는 음

녕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 척도의 내적 합치도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0.236, p＜0.05). 영성에서 실존

계수는 0.67~0.84였고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는 0.93이다.

적 안녕은 우울과는 음의 상관관계(r=-0.380, p＜0.001)를 종
교적 안녕은 심리적 안녕감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

우울척도

다(r=0.198, p＜0.001).

우울척도로는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CES-D)29을 사용한다. 이 척도는 일반인을 대

회귀 분석을 통해서 본 영성과 우울, 심리적 안녕, 스트레스

상으로 우울증의 지역사회 역학조사용으로 개발된 20개 문항

대처법의 관계

으로 이루어진 구조화된 자기보고식 우울척도로 우울증의
일차선별용 도구이다. 각각의 문항에 대한 반응은 0점에서 3
점 사이에서 채점된다. 5, 10, 15번의 문항들은 역으로 채점한
다. 총점은 0점에서 60점까지 나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
맹제 등30의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이 한국어판 척도는 높

영성과 우울, 심리적 안녕감, 스트레스 대처법에 대한 회귀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Percentage (%)

Numbers

Sex
Male

44.3

135

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였으며 지역사회 역학용으로서 최적

Female

55.7

170

의 절단점은 21점, 주요우울증 진단 군을 대상으로 했을 때

Speciality
Engineering

36.1

110

Psychology

32.1

98

Nursing

31.8

97

Atheistic

62.3

190

Protestant

16.7

51

Roman catholic

9.8

30

통계치를 알아보고 영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심리적 안

Buddhist

9.8

30

녕감, 우울 등의 변인들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Others

1.3

4

는 25점을 제시하였다.
통계분석
먼저 기초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관련 배경 변인들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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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2.253)이 종교적 안녕(R2=0.039, F=11.634, t=3.411)보다 높

분석 결과는 Table 3, 4에 기술하였다.
영성은 우울에 음의 영향을 미쳤으나(t=-4.144, F=17.169)

은 설명력을 보였다.

영성을 이루고 있는 종교적 안녕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영성이 적극적 대처방식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주지 않았다(t=-1.174, F=1.377). 실존적 안녕이 우울에 음의

(t=5.865, F=34.400) 소극적 대처방식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

영향을 미쳤으며(t=-7.042, F=49.585) 종교가 있는 군(개신교

지 않았다(t=1.851, F=3.427).

2

2

2

R =0.259, 천주교 R =0.226, 불교 R =0.240, p＜0.01)이 종교

영성과 우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이외에는 인구 통계학

가 없는 군(R2=0.095, p＜0.01)에서 보다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적 특성에 따른 영성과 심리적 안녕감, 스트레스 대처법에 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서도 남자(R2=0.191, p＜0.001)

한 회귀분석 결과상의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2

에서 여자(R =0.090, p＜0.001)보다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높

고

게 나타났다.

찰

영성이 심리적 안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t=8.207, F=
67.355) 심리적 안녕에는 실존적 안녕(R2=0.341, F=150.137,

영성은 종종 삶에서 영감을 주고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원

Table 2. Pearson’s correlation among spiritual well-being,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tress-coping strategies in undergraduate
students
Spiritual

Religious

Existential

Psychological

well-being

well-being

well-being

well-being

Religious well-being

0.878

Existential well-being

0.604

†

0.150*

Psychological well-being

0.435

†

0.198

-0.236

†

-0.069

Active coping

0.329

†

0.222

Passive coping

0.108

Depression

Depression

Active coping

†

0.583

†

†

0.112

†

-0.380†

-0.523†

0.303

0.496

†

-0.128*

-0.180

†

0.270

†

0.025

0.383

†

†

* : p＜0.05, † : p＜0.005
Table 3. Sim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depression or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piritual well-being
Depression and spiritual well-being

SWS
EWS

β

R2

F

t

p

-0.203

-0.236

0.056

17.169

-4.144

0.000

-0.683

-0.380

0.144

49.585

-7.042

0.000

-0.561

-0.309

0.095

19.080

-4.368

0.000

Protestant

-0.943

-0.509

0.259

16.782

-4.097

0.000

Catholic

-0.962

-0.475

0.226

7.874

-2.806

0.009

Buddihist

-0.890

-0.490

0.240

8.855

-2.976

0.006

Male

-0.797

-0.437

0.191

30.217

-5.497

0.000

Female

-0.552

-0.300

0.090

16.180

-4.022

0.000

RWS

-0.073

-0.069

0.005

1.377

-1.174

0.242

SWS

0.853

0.435

0.190

67.355

8.207

0.000

(Religion) Atheistic

(Sex)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piritual well-being

B

EWS

2.241

0.584

0.341

150.137

12.253

0.000

RWS

0.477

0.197

0.039

11.634

3.411

0.001

SWS : Spiritual well-being, EWS : Existential well-being, RWS : Religious well-being
Table 4. Sim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active-coping strategies or passive-coping strategies and spiritual well-being
Active-coping strategies and spiritual well-being

Passive-coping strategies and spiritual well-being

SWS

B

β

R2

F

t

p

0.309

0.329

0.108

34.400

5.865

0.000

EWS

0.591

0.303

0.092

28.987

5.384

0.000

RWS

0.258

0.222

0.049

14.690

3.833

0.000

SWS

0.093

0.108

0.012

3.427

1.851

0.065

EWS

0.044

0.025

0.001

0.177

0.420

0.674

RWS

0.119

0.112

0.013

3.665

1.914

0.057

SWS : Spiritual well-being, EWS : Existential well-being, RWS : Religious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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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이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천으로 경험되는 것이며31 주요한 정신건강의 지표이다. 그래

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삶에 더 큰 안정감을 경험할 수

서 정신건강연구에서 영성에 관한 논문들의 발표가 증가하고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성 그리고 영성을 구성하는

셋째, 본 연구에서는 영적안녕이 적극적 대처에 유의미한

종교적 안녕과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실존적 안

영향을 미쳤다. 이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이전

녕을 평가하였고 특히 실존적 안녕이 스트레스에 대처 방식

연구35에서 영적 안녕이 적극적 대처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

과 우울,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영성은 종종 삶에서 영감을 주고 삶

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와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면

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원천으로 경험된다는 말처럼32 영적

다음과 같다.

안녕이 높은 사람들이 문제 중심적이며 사회적으로 지지를

첫째, 실존적 안녕이 이전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울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스트레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와 같은 영적 안녕과 우울

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재해석이 적극적인 대처로 이어진다는

감 척도이나 번안이 다른 버전으로 연구된 대학생을 대상으

것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런 적극적인 대처

로 조사한 이전 연구19에서도 영성 지수 중 실존적 안녕만이

는 본 연구 결과에서 영성이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우울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노인을 대

것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었

상으로 하였으며 한국판 노인우울척도(GDSSF-K)를 이용한

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제한된 설명력으로 인해 영성이 우울감

이전 연구에서도 영성 중 실존적 안녕이 노인의 우울에 긍정

을 방지하는데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없는지 더 많은 연구가

32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성과 소극적 대처와는 유의미

비롯한 대학생들은 영적인 성숙을 통해 우울과 같은 문제에

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영적인 안녕감이 높은 사

서 긍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삶에 대한 의

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만 앞세우거나 막연히 무언가를

미와 목적을 나타내는 실존적 안녕감의 성숙이 우울에 긍정

바라는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본 연구와 기존 연구처럼 스트

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실존적 안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맞서는 형식을 취하는 것과 관련

은 종교가 있는 군과 없는 군에서 모두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

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35

다. 하지만 종교가 있는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보다 더 큰 설명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통계적

력이 있는 것은 영적인 성숙을 동반한 종교 생활은 우울감에

오류를 줄이기 위해 나이, 직업, 경제 여건 등에 대한 다른 변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20대와 30대 초반의 대학생을 대상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신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으로 하였다. 향후 다양한 연령대별, 직업군별로 연구가 진행

얻는 것에 더하여 영적 성숙을 타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 적

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 대조를 해나가는 연구가 필요할

용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우울과 같은 문제에 긍정적인 힘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대상에 있어서 수도권에 위치한 몇 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실존적 안녕감이 우울

의 대학교와 주로 간호학과, 심리학과, 공학과를 대상으로 실

을 방어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갖는다는 것은 임상에서도 신

시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오류가 있을 수 있겠다. 후속 연

앙심이 깊지만 우울감을 경험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환자가 극

구에서는 수도권 외의 지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학과를 대상

복할 수 있는 힘을 찾도록 인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면 연구의 결과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을 시사한다. 한편, 실존적 안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것이다. 셋째, 실존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이 다소 비슷한

남자군에서 여자군보다 설명력이 높은 것은 이전의 연구에서

경향의 문항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 통계 결과 값에 영향을

남자가 여자에 비해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며 주관적 안녕감

줄 수 있겠다. 하지만 실존적 안녕감에서는 신을 포함한 질문

이 높은 것이라는 결과33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과 미래에 대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심리적 안녕감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영성은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

의 척도와 충분히 구분이 될 수 있었다. 넷째, 본 연구는 모두

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의 결과는 19세부터 76세까지의

자기 보고식 질문지였고 설문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간호학과

34

성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전의 연구 결과 와도 일치

나 심리학과는 다른 학과에 비해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하였다. 이는 영적인 안녕감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수용하고

많이 받을 수 있어 편향된 응답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추후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연구에서는 이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 측정 방법의 보완이 필

하겠다. 또한 실존적 안녕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은 종

요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종교 성향에 대해서 대상자

교적 안녕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보다 설명력이 높은 것

의 현재 종교를 표시하였지만 이는 대상자의 주변인들로부터

은 결국 신과의 관계를 통해 얻는 안정감보다는 삶에 대한 의

영향을 많이 받은 종교를 이야기 하거나 개종을 하였을 가능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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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의 측정하기 어려운 항목들로 인해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비록 이처럼 제한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적 안녕의 차이에 따른 우울, 스트레스 대처방식

rience: A Review of Spirituality Questionnaires 2012;51:336-354.

2. Weaver AJ, Pargament KI, Flannelly KJ, Oppenheimer JE. Trends
3.
4.

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기초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겠다. 기존
의 연구들에서는 영적인 안녕과 우울 또는 영적인 안녕과 스

5.

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으로 한 가지의 관계를 조사를 한 것
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같은 대상자들을 상대로 영적인 안
녕과 심리적 안녕, 우울, 대처방식을 조사해보며 서로의 연관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비슷한 종교 성향을 가진 사람이
라도 영성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다르고 이는 우울, 심

6.
7.

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영성을

8.

이용한 치료적 개입을 통해 환자가 갖고 있을 심리적 취약성

9.

을 예상하여 발병을 예방하고 환자가 가진 자원을 치료에 이
용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10.

수 있겠다.

11.

요

약

본 연구는 영성이 어떠한 대처방식을 통해 우울과 심리적

12.
13.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 소재의 대
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영적 안녕 척도,

14.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심리적 안녕감 척도, 우울 척도를 이
용하여 대상자들을 평가하였으며 Pearson 상관 분석, 회귀 분

15.

석을 이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영성은 심리적 안녕감, 적극

16.

적 대처방식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우울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실존적 안녕은 우울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종교적 안

17.

녕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영성이 영
향을 미치는 각각의 변수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영성은 우울에 부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주었다. 그 중 실존적 안녕이 우울에 유의미하게 부

18.
19.

적 영향을 미쳤으며 종교가 있는 군과 남자 군에서 더욱 설명
력이 높았다. 영성이 심리적 안녕과 스트레스 상황 시 적극적
인 대처방식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
로, 본 연구에서는 실존적 영성이 적극적 대처방식을 통해 우
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

20.
21.
22.

다. 이를 근거로 실존적 영성을 활성화 하는 치료적 개입을 통
해 환자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23.

중심 단어 : 영성·우울·심리적 안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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