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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말기신장질환은 신장 기능의 저하로 투석이나 이식과 같은 신대체

요법이 필요한 상태로 국내에서는 혈액투석환자가 71%로 대다수를 차

혈액투석환자의 의미중심대처와 우울, 건강상태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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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o offer a third type of meaning-focused coping for patients undergoing hemodialy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ean-

ing-focused coping among patients on hemodialysis and to examine relationships between meaning-focused coping, depression, and health status. 

Methods: We based our investigation on the revised Stress and Coping Theory to explore the role of meaning-focused coping. A secondary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urvey data from 228 adult patients. To measure meaning-focused coping, including positive reappraisal and putting into perspective, 

depression, and health status, th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and Medical Outcomes Study 

Short Form-12 were utiliz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Results: Mean age of the partici-

pants was 47.76 and the duration of dialysis was 9.03 years. The proportion of patients on hemodialysis for more than 10 years was 39.9%. Meaning-

focused coping scored 3.50 out of 5 points on average. There were differences in scores for meaning-focused coping according to job, gender, income, 

and transplant waiting status. Meaning-focused coping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r = -0.57, p< 0.001)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health status (r = 0.35, p< 0.001). Conclusions: Meaning-focused coping seems to be a valuable coping technique along hemodialysis patients; the pur-

suit of which may have positive psychological and physical health effects for such pati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e adaptive functions 

of the meaning-focused coping process during chronic illness. Health care providers will gain insight into how coping promotes health and other posi-

tive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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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다[1]. 투석치료는 혈액투석환자에게 생명선과도 같으며 생

활의 일부가 된다. 투석으로 인한 삶의 변화는 상당한 편인데 구체적

으로 피로, 가려움, 저림과 마비와 같은 신체 증상, 가족이나 사회 내에

서의 역할 수행, 일상생활, 경제적 비용, 사회적 고립, 신체상, 치료이행 

등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2]. 무엇보다 일주일에 2-3회 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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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시간의 장시간 투석이 요구되므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어려

움을 겪기 쉽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와 적응 간의 관계는 지난 30년여 동안 많

은 주목을 받아왔다. Lazarus and Folkman [3]은 스트레스는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개인의 평가와 상황적 요인이 스트레스 경험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즉, 스트레스는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서 

스트레스 사건의 의미와 강도, 중요성은 그 사건을 개인이 어떻게 인식

하고 해석하는지에 의해 달라진다[3,4]. 일찍이 1960년대 연구에서부터 

상황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는 스트레스의 평가과정과 관련이 있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신념, 목표, 가치 또는 수행과 관련된 개인

적인 중요성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4]. 평가와 스

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은 동일한 스트레스 생활사건에 대해서도 사람

들마다 다르게 평가하고 대처한다는 것을 입증했고 사건의 결과에 대

한 상황적 의미가 특정한 정서반응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한다[4-6]. 

Folkman [4]은 1997년에 기존의 스트레스-대처이론에 새롭게 의미

중심대처를 포함하여 수정된 모형을 제시하였다(Figure 1). 기존의 모

형에서는 대처 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고, 

대다수 연구들에서 문제중심대처와 정서중심대처의 적응적 가치에 

초점을 둔 한계점이 있었다[4-6]. 이에 수정된 모형에서는 만성적 스트

레스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대처전략으로 의미중심대처를 소개하였다. 

예를 들면 심각한 장애나 만성질환이 새로운 대처를 유발할 수 있다

고 보았고, 이것이 세 번째 유형의 대처인 의미중심대처였다. 이 대처유

형은 사람들이 유지할 수 없는 목표를 포기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

도록 돕고,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해하고, 가능한 좋은 점을 평가하도

록 돕는다[5,6]. 특히, 이러한 의미중심대처를 통해 긍정정서가 생기게 

되면 이는 다시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자원을 회복시켜 장기간 대처를 

지속하게 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의미중심대처가 제안되면서 이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미중심대처에는 긍정적 재평가(positive re-

appraisal), 목표 재조정(revision of goals), 영적 믿음, 일상적 사건에 긍

정적 의미부여하기 등이 있다[4-6]. 대표적으로 긍정적 재평가는 상황

을 긍정적 시각에서 재구성하는 인지적 전략으로 ‘물이 반 채워진 컵’

에 흔히 비유된다. 비슷한 용어로 ‘긍정적 재해석과 성장’, ‘긍정적 재구

성’이 있으며 스트레스 사건의 의미를 보다 긍정적 시각에서 재해석하

여 그 상황으로부터 얻게 되는 가치있고 유익한 것, 예를 들면 지혜, 향

상된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이나 유능감 등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4-7]. 

이는 하향비교(downward social comparison), 조망확대(putting into 

perspective)와 유사한 개념으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심각성을 낮추는 사고를 말하며 한쪽 조망에서만 바라보던 것을 다른 

쪽에서도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재평가는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재구성함으로써 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하는 효과가 있어 

인지행동치료에서 종종 사용되고, Ways of coping, COPE와 같은 대처

도구들에도 포함되어 있다[5,7].

비록 만성질환자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

존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던 연구는 불완전한 그림을 제공한

다. 왜냐하면 많은 환자들이 질병의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새

Figure 1. Revised stress and coping model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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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균형을 찾아가기 때문이다[5]. 의미중심대처는 완치될 수 없는 질

병을 가진 환자들의 적응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4-6]. 비

슷한 맥락에서 de Ridder et al. [8]도 만성질환자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

된 요인으로 생리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과 함께 인지적 측면을 제시

하면서 자신의 질병에 대한 잠재적인 긍정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하는 것을 강조하였고,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 과업 중에서 ‘의미 

만들기(meaning making)’도 제시된 바 있다[9]. 몇몇 국외 연구들에서 

긍정적 재평가를 중심으로 의미중심대처와 건강과의 관련성이 보고

되었지만 결과가 혼재된 양상이며[10,11], 아직까지 만성질병을 가진 대

상자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국내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혈액투석환자의 경우 이식을 받지 않는 한 인공신장기에 의존하여 

평생 살아가야 하며 질병으로 인한 상당한 부담과 상실을 경험한다. 

이로 인해 질병과정에서 불안, 우울, 분노, 걱정, 두려움 등을 느낄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우울은 가장 대표적이다. 국내외 혈액투석환자의 우

울증 유병률은 20-30%로 보고되어 정서적 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이 필요하다[12]. 또한 이들의 건강상태는 만성질환자 중 낮은 편에 속

해 단순한 생명유지 뿐만이 아니라 보다 최적의 기능수준과 안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만성적 스트레

스 상황에서 심리적 안녕과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처전략

으로 의미중심대처를 심층적으로 탐색한다면 이론과 실증적 근거에 

바탕을 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수정된 스트레스-대처 

모형[5]에서 제시된 바 있는 의미중심대처의 정도를 파악하고, 의미중

심대처와 우울, 건강상태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혈액투석환자의 의미중심대처, 우울, 건강상태 정도를 파악한다.

(2) 혈액투석환자의 의미중심대처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3)  혈액투석환자의 의미중심대처와 우울, 건강상태 간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혈액투석환자의 의미중심대처 정도를 파악하고, 의미중

심대처와 우울 및 건강상태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탐색적 조사연

구로 연구자가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 모형[13]을 구축하기 위해 수집

한 자료의 일부를 이차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1년 이상 정기적으로 주 

2-3회 혈액투석 중인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인 중 설문지의 내용

을 이해하고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자로 하였다. 만성질환자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의미 찾기를 위해서는 상실에 대한 슬픔

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질병 초기에는 잘 발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석 후 안정적 적응단계에 이르게 되는 1년

이 경과한 자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의 상관관

계 분석에서 중간 효과 크기(r) 0.30,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β) 0.80

으로 계산하였을 때 최소한 84명이 필요하였다. 일차연구의 참여자 

250명 중에서 불완전 응답자 10명과 투석 후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인 

대상자 12명을 제외한 228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 도구

의미중심대처 

본 연구에서 의미중심대처로 긍정적 재평가와 조망확대를 측정하

였다. 긍정적 재평가는 상황을 긍정적 시각에서 재구성하는 인지적 전

략이며, 조망확대는 사건의 심각성을 가볍게 다루거나 다른 사건과 비

교해 보며 그것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두 전략은 사건에 대한 

의식적인 재평가를 포함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처 측정도구 중 인지적 대처전략을 다룬 단축

형 인지적 정서조절 도구(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 short) [14]에 포함된 긍정적 재평가와 조망확대 각각 2문항, 총 4

문항을 이용하였다. 원 도구는 도구개발자와 한국어 번역자의 승인 후 

질병-특정적인 문항으로 수정하여 간호대학 교수 2인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5점

(매우 동의한다)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대처전략을 많

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측정항목이 2개인 단축형 도구를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긍정적 재평가와 조망확대의 Cronbach’s α는 각각 0.62, 0.60

으로 비교적 낮았다는 한계점이 있었으나, 4개 문항을 합쳤을 때의 

Cronbach’s α는 0.75이었다. 

우울

본 연구에서는 Zigmond and Snaith [15]가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단

시간에 불안과 우울을 사정하기 위해 개발한 병원불안우울척도(Hos-

pital Anxiety Depression Scales) 한국어판 중 우울에 관한 7문항을 이

용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0 (없음)-3 (심함)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며 

총점이 0-7점은 우울이 없는 상태, 8-10점은 경증의 우울, 11-21점은 중

등도 이상의 우울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81이었으

며, 도구의 저작권사인 GL assessment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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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상자가 111명(48.7%)을 차지하였다. 평균 투석기간은 9.03 ± 6.81년

으로 최소 1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분포하였고, 10년 이상인 대상자가 

91명(39.9%)이었다. 원인질환은 사구체질환이 71명(31.1%)으로 가장 많

았으며, 현재 신장이식을 대기 중인 자는 103명(45.2%)이었다(Table 1). 

 

대상자의 의미중심대처, 우울, 건강상태 수준  

의미중심대처를 각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살다보면 투석을 하는 것

보다 더 나쁜 일도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가 3.80점으로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다른 일(예. 말기암)에 비하면 투석하는 것이 그리 나

쁜 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가 3.67점, ‘질병을 갖고 투석을 받게 된 

상황에서 배울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3.57점, ‘질병을 갖고 

건강상태

본 연구에서는 Ware et al. [16]이 개발한 Medical Outcomes Study 

Short-Form 12 (MOS SF-12)을 이용하여 건강상태를 측정하였다. 이 도

구는 총 12개 문항으로 신체적 기능, 신체적 역할제한, 통증, 일반건강, 

활력, 사회적 기능, 감정적 역할제한 및 정신건강 총 8개 영역으로 구성

된다. 총점은 0-8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85이었으며, Quality Metric Incor-

porated로부터 도구 사용승인을 받았다.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이차분석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

회에서 심의면제 승인(No. 2015-80)을 받았다. 원 자료는 편의추출법

으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연구자 1인이 직접 서울지역 투

석의원 27곳을 방문한 현장 조사와 일개 온라인 신장병 환우회 참여

자를 대상으로 이메일과 우편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대상자에게 연

구의 목적과 자료의 비밀보장 및 연구자료 관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한 후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경우 서면으로 동의서

를 받고 설문지를 제공하여 스스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자세한 통계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의미중심대처는 문항별 점수 및 총점과 표

준편차로 산출하였고, 우울과 건강상태는 평균과 표준편차, 필요시 빈

도와 비율을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미중심대처의 차이는 

Independent two sample t-test, one-way ANOVA로 비교하였고 유의한 

변인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울정도에 따른 집단 간 의

미중심대처의 차이는 one-way ANOVA로 비교 후 사후분석으로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을 구

하였고, 의미중심대처, 우울 및 건강상태 간의 상관성 정도는 Pearson’s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단순상관분석과 다중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228명의 대상자 중 남성이 164명(71.9%)이었고, 40대가 91명

(39.9%)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연령은 47.76 ± 9.06세로 기혼자가 124명

(54.4%)을 차지하였다. 교육정도는 고졸 이하가 130명(57.0%)이었고, 직

업이 있는 경우는 116명(50.9%),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200만 원 미만

Table 1. Differences of meaning-focused cop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28)

Characteristics Category n (%)

Meaning-
focused 
coping t or F p-value

Mean±SD

Gender Male 164 (71.9) 13.55±3.43 -3.25 0.001
Female 64 (28.1) 15.19±3.37

Age (y) ≤39 39 (17.1) 14.46±3.43 0.80 0.493
   (47.76±9.06) 40-49 91 (39.9) 13.67±3.64

50-59 75 (32.9) 13.99±3.17
≥60 23 (10.1) 14.70±3.91

Marital status Married 124 (54.4) 14.38±3.23 1.61 0.202
Single 67 (29.4) 13.46±3.72
Others 37 (16.2) 13.78±3.79

Education ≤High 
   school

130 (57.0) 14.00±3.42 -0.07 0.948

≥College 98 (43.0) 14.03±3.58
Occupation Employed 116 (50.9) 14.88±3.24 3.94 <0.001

Unemployed 112 (49.1) 13.12±3.52
Monthly family 
   income

<200 111 (48.7) 13.30±3.59 -3.08 0.002

   (10,000 won) ≥200 117 (51.3) 14.69±3.25
Religion Yes 144 (63.2) 14.25±3.62 1.35 0.179

No 84 (36.8) 13.61±3.21
Dialysis <5 75 (32.9) 13.96±3.56 0.40 0.673
   period (y) 5-10 62 (27.2) 14.34±3.50
   (9.03±6.81) ≥10 91 (39.9) 13.84±3.43
Primary Diabetes 40 (17.5) 13.53±3.15 0.51 0.674
   disease Hypertension 64 (28.1) 13.94±3.28

Glomerular 
   disease

71 (31.1) 14.37±3.51

Others or 
   Unknown

53 (23.3) 14.00±3.94

KTPL waiting Yes 103 (45.2) 14.58±3.51 2.26 0.025
No 125 (54.8) 13.54±3.40

SD, standard deviation; KTPL, kidney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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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을 받게 되면서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에서 가장 낮은 2.94점을 보였다. 문항별 평균은 3.50 ± 0.87점으로 100

점 환산 시 62.56점에 해당되었다. 대상자의 우울은 평균 7.31 ± 4.18점

으로 정상 범위에 속하였으나 경증 우울상태를 보이는 대상자가 59명

(25.9%), 중증 이상인 경우는 48명(21.0%)을 차지하였다. 건강상태는 평

균 427.19 ±153.25점으로 100점 기준 시 53.40점에 해당되었다(Table 2). 

의미중심대처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미중심대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직업, 가정의 월수입, 이식대기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여성(t= -3.25, p = 0.001), 직업이 있거나(t=3.94, p< 0.001), 가정의 월

수입이 200만 원 이상(t= -3.08, p= 0.002), 이식대기자(t=2.26, p= 0.025)

에서 유의하게 의미중심대처가 더 높았다(Table 1). 의미중심대처에 영

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이었던 성별, 직업, 가정의 월수입, 이식대기 

여부를 포함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b =1.92, p <  

0.001), 직업이 없는 경우(b = -1.62, p= 0.001), 가정의 월수입이 200만 원 

이상(b = 0.68, p= 0.172), 이식 미대기자(b = -0.45, p= 0.316)로 나타나 성

별과 직업이 유의한 변인이었다(F = 9.11, p< 0.001).  

우울 수준에 따른 의미중심대처 비교 

병원불안우울척도에서 제시한 우울 수준에 따라 정상, 경증 우울, 

중증 이상 우울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의미중심대처 수

준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38.42, p< 0.001). 정상 집단

이 15.40 ± 3.00점, 경증 우울 집단이 13.68 ± 2.93점, 중증 이상 우울 집

단이 10.92 ± 3.18점으로 나타났고, Scheffe 사후분석 결과 정상과 경증 

우울 집단이 중증 이상 우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 0.001)

(Table 3).    

의미중심대처와 우울, 건강상태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의미중심대처와 우울, 건강상태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

와 같다. 단순상관분석에서 의미중심대처는 우울과 유의한 강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 -0.57, p< 0.001), 건강상태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

계를 보였다(r= 0.35, p< 0.001).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인 직

업과 수입,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교육수준, 직업, 수입, 이식

대기여부를 보정한 후 다중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울과 r= -0.53 

(p< 0.001), 건강상태와는 r= 0.29 (p< 0.001)로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는 수정된 스트레스-대처 모형[4]에서 새롭게 제시한 의미중

심대처와 적응과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지속적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ning-focused coping, depression and health status (n=228)

Variables and items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ither 

disagreed 
nor agree

Agree
Strongly 

agree Min Max Mean±SD

n (%)

Meaning-focused coping
   Positive reappraisal
      1) I think there is something to learn from being ill 
           and receiving dialysis.  

13 (5.7) 23 (10.1) 60 (26.3) 84 (36.8) 48 (21.1) 1 5 3.57±1.10

      2) In the process of being ill and receiving dialysis, 
           I think that I can become a stronger person.

35 (15.4) 46 (20.2) 79 (34.6) 33 (14.5) 35 (15.4) 1 5 2.94±1.26

   Putting into perspective
      3) I tell myself that there are worse things in life than 
           receiving dialysis.

11 (4.8) 23 (10.1) 33 (14.5) 94 (41.2) 67 (29.4) 1 5 3.80±1.12

      4) Compared to other things (e.g., terminal cancer), 
           receiving dialysis was not such a bad thing.

12 (5.3) 25 (11.0) 48 (19.7) 85 (37.3) 61 (26.8) 1 5 3.67±1.14

Total score 4 20 14.01±3.48
Depression 0 21 7.31±4.18
Health status 0 800 427.19±153.25

SD, standard deviation.

Table 3. Meaning-focused coping scores according to depression level 
(n=228)

Depression level n (%) Mean±SD F (p)

Normala 121 (53.1) 15.40±3.00 38.42 (<0.001)
Mildb 59 (25.9) 13.68±2.93 a, b>c (<0.001)
Severec 48 (21.0) 10.92±3.18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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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투석치료와 질병관리로 인해 만성적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는 혈

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의미중심대처인 긍정적 재평가와 조

망확대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과 우울 및 건강상태간의 관계를 조사

하였다. 연구결과 의미중심대처는 혈액투석환자의 심리적 안녕과 건강

상태를 위해 유익한 대처전략으로 나타났다.

  먼저 의미중심대처의 정도를 살펴보면 항목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본 연구의 혈액투석환자들 대부분이 ‘반반이다~대체로 동

의한다’에 해당되었다. 그들에게 질병 및 투석과 관련된 경험들이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 재해석과 확대된 

조망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여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의미중심대처는 Moos and Holahan [17]이 만성질병과 장애에 대

한 대처기술에서 다룬 ‘인지적 접근 대처’에서도 제시되었고, Sharpe 

and Curran [10]이 만성질병에 적응하도록 돕는 과정에서 관련요인으

로 밝혔던 ‘의미 찾기’로도 언급된 바 있었다. 구체적인 전략들에는 더 

나빠질 수도 있는 자신을 떠올려보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순

탄한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변화된 현실에 따라 가치와 우선 순

위를 변경하기, 건강문제로 인해 나타난 좋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있다. 의미에 초점을 둔 대처는 비현실적인 낙관으로 역경을 재구

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서 긍정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인식하

는 것으로 현실이 왜곡되지 않고 상황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모두 인정

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18].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바꾸도록 학습하는 과정이 인지요법이나 인

지행동요법과 같은 심리적 중재에서 주요 요소로 다루어져 왔다. 

실제로 암, 심근경색, HIV와 같은 심각한 질병에 대한 반응으로써 

긍정적인 삶의 변화가 보고되고 있다[19-21]. 심근경색과 유방암 환자

를 대상으로 치료 후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60%의 대

상자에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21]. 심근경색환자들은 건강행위의 변

화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유방암 환자들에서는 관계의 변화가 많

았다. 긍정적 변화는 크게 7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었는데, 건강한 생

활습관으로의 변화, 보다 친밀한 관계, 인생과 건강에 대한 이해가 높

아짐, 개인적인 우선 순위에서의 변화, 건강에 대한 지식이 증가, 두 번

째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함, 타인에 대한 공감 순이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삶의 변화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성장’, ‘혜택발견’, ‘외상후 

성장’으로 불리며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언급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8]. 본 연구의 혈액투석환자들 역시 만성질병으로 인한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긍정적 측면을 발견하여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

었다. 하지만, Sears et al. [21]이 보고한 유방암환자들의 긍정적 재평가 

점수가 4점 기준에 3.36점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혈액투

석환자에서 100점 환산점수는 14점 가량 낮아 질병과 치료의 특성으

로 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 수 있었

으므로 모든 사람들의 경험으로 일반화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의미중심대처는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직업, 수입, 이식대기상

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만성질환자의 의미중심대처를 다룬 

선행연구가 제한적이라 이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웠으나 성별의 

경우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긍정적 재평가를 더 많이 보고하였

고, 여성 노인에서 긍정적 재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감소

하는 모습을 보였다[22].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남성들이 노년기에 발

생하는 질병이나 상실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여성에 비해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하였다. 유사

한 맥락에서 남성혈액투석환자의 경우 여성에 비해 투석으로 인한 막

대한 사회경제적 삶의 제약, 역할의 상실을 경험하면서 이를 받아들이

는 것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 밖에 직업, 수입과 같은 사회경제적 

상황이 취약한 경우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안정의 욕구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업재활, 소득보장과 같은 실효성 있는 복지대

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식을 포기한 대상자들이 질병과정에서 

새로운 긍정적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심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의미중심대처와 우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임상

적으로 유의한 우울을 보이는 집단에서 의미중심대처의 수준이 유의

하게 낮았고, 의미중심대처와 우울은 강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meaning-focused coping, depression and health status (n=228)

Variables

Simple correlation Multiple correlation 

Depression Health status Depression Health status

r p r p r p r p

Total 
Meaning-focused coping -0.57 <0.001 0.35 <0.001 -0.53 <0.001 0.29 <0.001
 1) -0.30 <0.001 0.26 <0.001 -0.26 <0.001 0.22 <0.001
 2) -0.46 <0.001 0.30 <0.001 -0.42 <0.001 0.25 <0.001
 3) -0.46 <0.001 0.21 <0.001 -0.40 <0.001 0.12 0.069
 4) -0.50 <0.001 0.28 <0.001 -0.50 <0.001 0.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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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67-97세)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지적 대처전

략을 조사했을 때 긍정적 재평가는 우울증상과 유의한 부적상관(r= -

0.27)을 갖는 유일한 대처전략이었고, 이전의 우울경험과 부정적 생활

사건을 통제하더라도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23]. 연구자들은 긍정적 재

평가가 생애 후반기의 통제할 수 없는 사건, 예를 들면 신체적 쇠퇴, 만

성질병과 사별 등을 다루는데 특히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유방암 환자

의 종단연구에서도 긍정적 재평가는 1년 후의 디스트레스와 유의한 

관련성(r= -0.35)을 보였고[20], 유방암 수술 후 의미를 발견했던 환자

들에서 4-7년 후에 낮은 디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이 예측되기도 하였다

[24]. 즉, 의미 찾기를 통해 사건으로 인해 유발된 일차적인 부정적 정서

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이 가질 수 있는 이차적인 긍정적 함의를 적극

적으로 찾아내거나 상황을 다각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부정적 정서에

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스트레

스 수준이 낮을 때는 인지적 재평가 능력이 우울증상과 관련성이 없었

지만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상 사이를 조절

하는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제시되었으므로[25] 취약한 대상자의 중재 

시 이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하였다.

본 연구결과 혈액투석환자들이 의미중심대처를 많이 할수록 주관

적인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었다. 긍정적 재평가에 관한 22편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한 바에 따르면 긍정적 재평가는 광범위한 이점이 있

는 적응적 대처전략이었고, 신체질병이 있는 노인들에서 향상된 정신

건강과 관련이 있었다[18]. Hall et al. [26]도 심각한 건강문제를 가진 노

인들을 5년 동안 추적관찰 했을 때 긍정적 재평가가 향상된 기능과 신

체건강을 예측함을 발견하였다. 이 밖에 유방암 환자에서도 긍정적 재

평가가 3개월, 12개월 후의 지각된 건강상태(r= -0.22, -0.25)와 유의한 

관련성이 보고되어 의미중심대처가 건강상태를 예측하는 대처전략임

을 뒷받침하였다[20]. 인간은 생각하는 지적인 존재로 자신의 삶 속에

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Frankl은 의미추구를 인간의 가장 기

본적인 동기라고 주장하였다. 의미를 만드는 과정, 즉 의미부여는 삶 

속에서 경험한 사건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이해하는 능동

적 과정으로, 이를 통해 사건을 이해하게 되고, 사건의 가치를 인식하

게 된다[27]. 나아가 인생경험 속에서 긍정적 측면을 발견하게 하는 기

능을 한다. 특히 부정적 사건에서 긍정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심리

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자기정체성 확립과 자기가치감을 증진

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암환자 대상의 리뷰논문에서 의미 찾기

와 적응 사이의 관계가 혼재하였고[28], 유방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실

시한 연구에서 진단 후 1-5년 시점에서의 긍정적 의미발견이 5-10년 후

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는 관련이 없어 추후 연구가 요구되었다[19]. 

Helgeson et al. [29]도 혜택발견과 건강에 관한 메타분석에서 혜택발견

의 효과가 외상사건 후 2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더 커진다고 보고함으

로써, 질병에 대한 의미 찾기의 경우 질병의 진행과정, 즉 질병궤도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혈액투석환자들의 의미중심대처가 심리적 적응뿐

만 아니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한 의미 찾기의 효과를 근거로 하여 삶을 위협하는 암과 같은 외상을 

경험한 대상자의 적응을 돕기 위한 ‘의미 만들기 중재’(meaning-

making intervention)가 실시되고 있는데 현재를 인정하기, 과거를 돌아

보기, 현재와 미래에 전념하기 총 3단계로 구성되었으며 일대일로 자신

의 질병경험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30]. 구체적으로 질병

에 대한 현재의 반응을 평가하고 과거의 의미있는 생활사건과 대처전

략을 탐색하기,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 등을 포함하였다. 

Carver et al. [7]도 대처전략에 대한 연구에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문제중심대처와 같이 적극적 대처전략이 효과적이지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상황을 수용하거나 재평가하는 것이 보

다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단, 억지로 의미를 찾게 하는 경우 방어적으

로 만들고, 개인의 경험을 최소화하여, 슬픔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6,9]. 따라서 대상자에게 먼저 스트레스 경험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지각했는지 물어보고 만약 있다고 한 경우, 그러한 

대처가 기분이나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심도있게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전략은 차이가 있으므

로 절대적인 적용보다는 환자에 따라 유연한 적용이 요구된다. 본 연

구는 자기보고식 도구를 사용하여 주관적인 건강상태만을 조사하였

고, 의미중심대처의 측정도구 문항이 적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앞으

로 다른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건강상태 지표와 함께 보다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결  론 

본 연구는 만성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안녕과 건강 향상을 

위해 의미중심대처가 중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혈액투석환자들이 질병과정에서 겪게 되는 

부정적 사건들 속에서 긍정적 의미를 찾고 보다 넓은 시각에서 조망하

는 것은 적응적 대처전략이었다. 인지행동치료에서 중요한 요소인 왜

곡되고 전반적인 부정적 평가를 찾아서 반박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긍

정적인 평가로 바꾸는 것은 본 연구에서 긍정적 재평가와 조망확대로 

제시한 의미중심대처와 유사하다. 보다 유연하고 균형있는 대처전략인 

이러한 의미중심대처는 디스트레스나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들을 조

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만성질환자의 적응과정에서 중재 

가능한 변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

이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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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상자들의 의미중심대처를 격려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치료

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질병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

를 환자 교육 및 심리·영적 중재에 포함시킨다. 

둘째, 의미중심대처가 만성질환자의 보편적인 적응적 대처전략인지

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만성질환에서 건강결과와의 관련성을 검증해

보고, 다른 대처전략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의미중심대처를 우울과 

건강상태의 영향 요인으로 가정하였으나 횡단적 자료를 사용하였으

므로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며 추후 종단연구를 통

해 검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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