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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용서치료가

인외상경험자의 심리 응에 미치는 효과*

박 효 정† 홍 창 희

동아 학교병원 정신과 임상심리실 부산 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 은 쓰기를 통한 용서치료가 인과 련된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심리 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한 것이다. 인외상을 경험하 고, 동시에 PTSD 증상을 가진 33명의 학생을 용서치료

쓰기 집단, 자기노출 쓰기 집단, 기통제집단의 세 조건에 무선할당 하 다. 두 쓰기 집단은 5회에

걸쳐 20∼30분간 해당 쓰기 과제를 수행하 고, 세 집단 모두에게 용서 정도, 심리 응 정도(상태/특성

분노, 수치심, 희망, 자존감), 증상심각도를 측정하기 한 사 , 직후, 추후검사가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용

서 정도에 있어서는 용서치료 쓰기 집단의 체/정서 용서 정도가 두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

고, 행동 /인지 용서가 기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응 정도에서

는 용서치료 쓰기 집단이 자기노출 쓰기 집단에 비해 특성분노가 유의하게 감소하 으며, 용서치료

쓰기 집단의 상태분노가 직후 시기에 상당히 감소하 다. 한 용서치료 쓰기 집단이 두 비교집단에 비해

수치심이 감소하는 양상이었으며, 두 쓰기 집단이 기통제집단에 비해 희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

자존감에서는 집단 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증상심각도에 있어서는 용서치료 쓰기 집단이 자기노출

쓰기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고 기통제집단에 비해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쓰기 동안의 심

리내 변화를 살피기 한 분석 결과, 용서치료 쓰기 집단에게서 공감 이해, 정 정서 고차원

사고가 진되고, 부 정서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쓰기 용서치료는 인외상경험자의 심리

응에 효과 인 도구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 을 논의하 다.

주요어 : 외상, 용서,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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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스트 스 사건에 노출된 후 재경험,

과다각성, 회피 등의 특징 인 증상이 뒤따르

는 외상 후 스트 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는 특히 사람에 의해 스트

스가 가해졌을 때( . 강간, 고문) 심하고 오

래 가며, 스트 스에 한 신체 근도가

증가할수록 이 장애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

진다(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따라서 인외상 경험자의 심리 응에

한 치료 개입이 실해 보인다.

외상에 한 여러 치료 근에서는 사건

에 직면하는 것을 요시한다. 사건 직후 피

해자들은 직면보다는 억압이나 회피를 처수

단으로 선택하기 쉬운데(Erdelyi & Goldberg,

1978), 회피는 극단 반응을 감소시킨다는

에서 단기 으로는 응 인 기능을 하지만

이를 지속 으로 사용할 경우 외상경험의

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Wegner, 1989;

Wegner, Schneider, Carter, & White, 1987). 자

기노출이 외상경험자들의 신체 ․심리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왔으며

(Pennebaker & Beall, 1986; Largo-Marsh & Spates,

2002), 스트 스 사건에 처하는 요한 방법

의 하나로 문제해결과정에서 필수 인 것으

로 여겨지고 있다(Garfield, 1983). 따라서 외상

경험자들을 해로운 경험으로부터 해방시키기

해 외상경험과 련된 사고와 감정을 효과

으로 노출하도록 돕는 것이 치료 과정에서

요하다(Stiles & Shapiro, 1995; Traux, 1971).

그러나 외상사건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피해

자로 하여 사건에 압도당하게 하거나 부

정서 PTSD 증상들을 증가시킬 수도 있으

며, 카타르시스 치유에 한 환상에 기 한

성 한 자기노출은 피해자의 안 감을 할

수도 있다는 험성을 가진다(Herman, 1997).

따라서 외상경험에 한 자기노출을 진하

는 동시에 단순 노출 이상의 효과를 릴 수

있는 방법으로 용서를 고려할 수 있겠다. 용

서는 인 계의 맥락과 련되어 있기 때문

에(Baskin & Enright, 2004), 특히 인외상 치료

에 보다 효과 일 것이라고 기 된다. 용서란

가해자가 도덕 용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권리침해에

한 분노를 기꺼이 포기하고 가해자를 자비,

동정심, 심지어 사랑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Enright &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1). 재 용서의 개념 정의에

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지만(Kearns

& Fincham, 2004), 심리학에서 거론되는 조작

정의들을 토 로 연구자는 ‘개인 으로 깊고,

부당한 상처를 사람에 해 갖는 부정

태도를 철회하고, 상 방에 한 공감 이해

를 증진시킴으로써 상 방, 나아가 자신에

해 정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용서를 정

의하고자 한다. 용서는 피해자가 옳지만 분

노를 포기하고 가해자가 옳지 않지만 동정

의 선물을 다는 역설 특성(Hope, 1987;

Worthington & DiBlasio, 1990)으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러한 들은 용서에 한

잘못된 이해 때문일 가능성이 있으며(Enright,

Eastin, Golden, Sarinopoulous, & Freedman, 1992),

따라서 단순한 망각이나 묵과, 사면, 화해의

개념과 혼동하여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Freedman & Enright, 1996).

용서에 한 기 임상사례연구자인 Hunter

(1978), Kaufman(1986), Fitzgibbons(1986)와 국내

심리학 문헌에서는 최 로 오 희(1995)가 용

서의 치료 함의를 주장하 으며, 표 인

용서연구자인 Enright의 용서과정모형(Enright



박효정․홍창희 / 쓰기 용서치료가 인외상경험자의 심리 응에 미치는 효과

- 85 -

&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1, 1996)

에 기 한 많은 치료연구들이 용서가 부당한

상처나 외상 경험으로 인한 분노, 불안, 우울

등의 부 정서를 완화시키고, 희망이나 자존

감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시사하고 있다. 용

서치료 역시 사건에 직면하게 하고 부 감정

을 경험하게 한다는 에서는 자기노출의 과

정과 유사하지만, 가해자와 사건에 한 인지

이고 공감 인 이해를 진하여 부 감정을

극 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에서

더욱 치료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 된다.

심리 외상 후 피해자들이 흔히 경험하며

피해자들에게 악 향을 미치는 표 인 부

정서로 분노와 수치심을 들 수 있다. 외상경

험 후 피해자들은 ‘Just World’에 한 가정이

무 지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분노하게 된다.

분노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스트

스 상황에 한 기본 정서반응으로(Gaylin,

1984), 그 강도, 빈도 지속 정도가 지나치

거나 타인 자신을 향하여 괴 공격성을

띠고 부 하게 표 될 때 일상생활의 응

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Deffenbacher,

McNamara, Stark, & Sabadell, 1990). 분노장애라

는 진단명이 새롭게 제안될 정도로 분노는 정

신 병리의 주요 증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Eckhardt & Deffenbacher, 1995), 분노가 모든 정

서장애의 기 감정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분

노의 치료에 한 심도 차 증가하고 있는

데(Abikoff & Klein, 1992; Fernandez & Turk,

1993, 1995), 많은 연구자들이 용서가 분노를

감소하기 한 효과 인 치료법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Coyle & Enright, 1997; Davenport,

1991; Freedman & Enright, 1996; McCullough,

Wothington, & Rachal, 1997).

그 에서도 Coyle과 Enright(1997)는 배우자

의 낙태 결정으로 상처받은 남성에 한 연구

에서 용서치료 후 분노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10년여 간 ‘스

탠퍼드 용서 로젝트’를 진행해온 Luskin

(2001)도 정치 폭력으로 자신의 아들이 희생

된 어머니들을 상으로 한 용서치료 결과 그

들의 분노가 감소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분노 외에 심리 외상 후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정서로 수치심이 있다. Feiring,

Rosenthal과 Taska(2000)는 심리 학 연구에

서 자기비난이나 수치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존감은 더 낮고 우울감과 PTSD 증상이 더

높다고 하 으며, 외상 사건 후 피해자가 가

지고 있는 분노보다 수치심이 PTSD를 보다

유의하게 측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

다(Andrew, Brewin, Rose, & Kirk, 2000). 수치심

은 외상사건을 경험하기 에 가지고 있던

‘나는 가치 있고 유능한 존재’라는 도식이 무

지면서 발생하는 부정 인 정서로(Tangney,

Wagner, & Gramzow, 1992), 사람으로서 결함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외상 경험자는 피해가

부분 으로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믿고, 따

라서 이에 해 비난 받을까 두려워한다

(Enright, 2001).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한 우에 해 항

하지 못한 자신에 한 오가 생길 수 있다.

Patton(1985)은 용서의 과정에서도 분노에 직면

하고 표출하는 동안 수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데, 이를 용서치료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하

다. 따라서 용서치료에서 분노를 다루는 것이

요하지만,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반드

시 수반되어 나타나는 수치심도 반드시 다루

어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 지 못한다면

가해자를 향한 분노와 공격성이 피해자 자신

에게 향하여 극단 인 경우 자살에 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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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따라서 Enright(2001)와 Luskin

(2001)이 제안하 듯이 자기용서의 방식을 통

해 수치심을 다루어주는 것이 필수 이라고

생각된다.

심리 외상은 피해자로 하여 분노, 수치

심을 유발하는 동시에 희망을 앗아가 무기력

감 무망감에 빠지게 하며, 자존감을

하게 된다. 용서치료는 외상경험자의 부 정

서 감소 외에도 피해자가 손상 받은 희망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효과 임이 증명되고

있다. Freedman과 Enright(1996)는 근친상간 생

존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용서를 통해 그

들이 희망을 회복하 음을 발견하 고, 여러

문화들이 분노 해결 희망 회복을 한

요한 방법으로 용서가 필요함을 인지해오고

있다(Enright & Fitzgibbons, 2000).

인 계에서 깊고 부당한 상처를 경험할

때 자존감 역시 큰 과 손상을 경험하게

된다(Finkelhor & Browne, 1986). 자존감이란 특

정 역에서의 자신감이 아닌 자신에 한

반 인 평가를 말하는데(Greenwald & Pratkanis,

1984; Rosenberg, 1965, 1979; Watson, Suls, &

Haig, 2002; Wylie, 1974), 정 인 자존감은

심각한 문제, 상처, 갈등을 방하고 처하도

록 돕는 내 힘이 되기 때문에 사회 ․정서

응에 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Pope,

1988). Orava, McLeod와 Sharpe(1996)는 신체 ․

언어 학 를 받은 여성들이 일반 여성들

보다 자존감이 하되었으며 이것이 용서를

통해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하 고, Johnson,

Feldman과 Lubin(1995)은 PTSD 환자들의 자존

감을 강화시키는 치료기법의 하나로 용서를

제안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용서치료가 외상경험자의 심리

응에 효과 일 수 있음을 증명하는 연구들

이 있다. Witvliet, Phipps, Feldman과 Beckham

(2004)은 PTSD로 진단 받은 퇴역군인을 상

으로 한 연구에서 인용서가 우울과 PTSD

증상심각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Orcutt, Pickett와 Brooke(2005)는 인외상사건

과 PTSD 증상 간 계에서 경험에 한 회피

와 용서가 재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

는데, 낮은 용서와 높은 회피를 보이는 사람

들이 PTSD 증상을 보다 높게 보고하 다.

이 듯 용서치료는 심리 외상에 요한

치료 함의를 가진다. 앞서 언 하 듯 용서

치료를 인외상경험자에게 용하려면 먼

더 이상 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

도록 도와야 한다. 사건에 직면하여 그 부당

성과 심각성을 깨달아야만 진정한 용서에 이

를 수 있다. 용서를 진하기 해 교육, 상담

임상 장면에서 리 사용되고 있는 Enright

등(1991, 1996)의 용서과정모형에서도 자기노

출을 기 단계로 제시한다. 김태연(2006)은

인 계 갈등을 경험한 학생들을 상으로

용서가 분노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하

는데, 자기노출을 어려워한 참가자의 경우

용서를 진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을 지

하 다.

이러한 을 고려하여 용서치료에서 자기노

출을 진하기 한 도구로 쓰기를 활용할

수 있겠다. 쓰기는 자기노출을 진시키는

방법 에서도 실시가 용이하면서 공개의

험이 다는 에서 효과 인 방법으로 꼽힌

다(Esterling, L'Abate, Murray, & Pennebaker,

1999). 특히 외상경험은 타인에게 쉽게 드러낼

수 없는 매우 개인 이며 비 스러운 부분이

기 때문에 쓰기가 유용한 치료도구가 될 수

있다. 표 인 용서 연구자인 Enright(2001)도

그의 서에서 용서치료의 도구로 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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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쓰기를 도구로 사용

하여 용서치료를 실시할 경우, 그 치료효과가

용서가 진되었기 때문인지 단순히 자기노출

이 진되었기 때문인지가 불분명하다. 따라

서 기존의 쓰기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외

상경험에 한 사고 감정을 털어놓음으로

써 자기노출을 진하는 쓰기와 용서를

진하는 쓰기를 비교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지 까지 검증되어온 용서의 효과는 주로

정상집단을 상으로 한 용서교육 로그램의

결과 고, 환자군을 상으로 한 경우에도 집

단치료의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용서 개

념 외에도 집단치료 자체의 효과일 가능성이

있다. 한 심리학 문헌에서 외상생존자(trauma

survivor)에 한 용서치료연구는 Freedman과

Enright(1996)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며, 특히 국

내 심리학 문헌에서는 외상경험자를 상으로

용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 을

가진다.

본 연구의 목 은 인 련 외상경험자들을

상으로 용서치료가 그들의 심리 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며, 나아가 쓰

기를 치료도구로 사용하여 자기노출을 진하

는 동시에 집단 상호작용 효과를 배제한 상태

에서 용서치료 단독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다. 더불어 주로 감정의 노출을 진하는

쓰기 집단과의 비교검증을 통해 노출의 향

한 배제하여 치료효과를 알아보았다.

용서는 주로 분노, 불안, 우울과 같은 부

정서를 완화시키고, 희망과 자존감 같은 정

자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으므로,

먼 비연구(박효정, 홍창희, 김귀애, 2007)

를 통해 용서와 부 정서(분노, 불안, 우울),

희망 자존감 간 련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분노만이 용서와 유의한 련이 있으며,

희망과 자존감은 자기노출과 련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 정서 변인에서 불안과

우울 변인을 제외하 고, 이에 더하여 비연

구에서는 연구자가 미리 고려하지 못해 확인

해보지 못하 으나 인외상 후 흔히 발생하

는 험한 부 정서인 수치심을 포함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 다. 나아가 속에서 드러

나는 인간의 다양한 심리 특성을 분석해내

는 도구인 한국 분석 로그램(Korean

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 이하 KLIWC)

을 통해 쓰기에서 용서를 해나가는 심리내

과정을 탐색하는 동시에 비교집단과 내용

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KLIWC은 Pennebaker와 King(1999)이 개발

한 LIWC(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를

이창환, 심정미, 윤애선(2005)이 한국어 특성을

반 하여 한국 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는

속의 내용단어(심리학 변인)와 기능단어(언

어학 변인)를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다양한

심리 특성을 악해내는 도구인데, 내용단

어를 통해 개인차를 알 수 있는 것은 물론이

거니와 기능단어를 통해 무의식 이고 자동

인 심리 기제를 알도록 한다.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서치료

쓰기 집단은 다른 두 비교집단에 비해 쓰

기 후 분노와 수치심이 보다 효과 으로 감소

할 것이다. 둘째, 자기노출 쓰기 집단은

쓰기 후 희망과 자존감이 향상될 것이나, 용

서치료 쓰기 집단에서 더욱 효과 일 것이

다. 셋째, 용서치료 쓰기 집단과 자기노출

쓰기 집단 간에 자기노출의 정도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넷째, 용서치료 쓰기 집단은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정서 ․인지 공감이

증가할 것이므로, 자기노출 쓰기 집단에 비

해 이인칭 명사를 많이 사용하며 회기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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듭되면서 인지 과정의 단어를 많이 사용할 것

이다.

본 연구는 쓰기를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

에 실시가 용이한 동시에 자가 치료로도 활용

이 가능하다는 , 집단 상호작용 효과를 배

제한 채 개인외상치료를 시도하 다는 , 용

서의 심리내 과정을 탐색으로 살펴 으로써

이 용서연구를 보완하 다는 에서 의의를

가진다.

방 법

실험참가자

부산 학교에 재학 인 학생 232명을

상으로 하여 PDS를 통해 인외상이 있었고,

동시에 이로 인한 PTSD 증상을 경험하고 있

는 학생들을 선발하 다. 인외상경험자 66

명에게 개별 으로 연락을 취하여 실험참가

의사를 물어보았고, 참가 의사를 밝힌 39명을

참가자로 선정하 다. 외상 종류와 증상심각

도에 근거하여 참가자들을 용서치료 쓰기

집단과 자기노출 쓰기 집단, 기통제집단

에 무선할당 하 다. 도탈락한 3명을 제외

하고 36명이 끝까지 실험에 참여하 으나, 외

상이 간 경험이었던 1명과 연구자의 착오로

과제를 잘못 제시한 1명, 학교 상담실에서 상

담을 병행하고 있던 1명을 제외하여 33명만

최종 분석에 포함시켰다. 두 쓰기 집단에

해 5회에 걸쳐 쓰기를 실시하 고,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해당 과목에서 가산 을 부여

하 다.

측정도구

외상 후 스트 스 증상 진단 척도(PDS)

외상 경험 여부와 증상 심각도를 평가하기

해 Foa, Cashman, Jaycox와 Perry(1997)가 개발

한 ‘외상 후 스트 스 증상 진단 척도’를 안

의(2005)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되, 인 련

외상문항만을 발췌하여 사용하 다. PDS는

PTSD 진단뿐 아니라 증상 심각도를 평가하는

데 매우 효과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안 의,

2005). Enright(2001)가 주장했듯이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외상은 용서의 상이 불분

명하기 때문에 용서치료에 하지 않다고

단되어 제외시켰다. 본 연구에서의 내 일

치도 계수(α)는 .90～.92 다. 추후검사에서는

PDS PTSD 증상심각도를 평가하는 PSSI-R

(PTSD Symptom Scale Interview-self report version;

Foa, Riggs, Dancu, & Rothbaum, 1993)만을 사용

하 다. PSSI-R은 DSM-IV 진단 거에 근거하

여 10 이하는 가벼운 정도, 11～20 은 간

정도, 21 이상은 심한 정도로 간주한다.

Enright 용서 검사(EFI)

가해자를 용서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해

Subkoviak, Enright, Gassin, Freedman, Olson과

Sarinopoulos(1995)가 개발한 척도로, 김 수

(1999)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 총 60문항

으로 6 척도로 평정되는데, 가해자에 한

정서, 행동, 인지 태도를 측정한다. 총 이

높을수록 가해자에 해 정 태도를 가지

는, 즉 가해자를 더 많이 용서하는 것으로 해

석한다. EFI에서 거짓용서(사건에 한 부당성

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건을 ‘별 것 아닌 것’으

로 치부해버리는 정도)를 재는 다섯 문항도

추가하여 사용하 으며(김태연(2006)이 번안),

내 일치도 계수(α)는 .9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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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elberger 상태-특성분노검사

Spielberger, Jacobs, Russell과 Crane(1983)이 개

발한 척도로, 4 척도로 평정하며 상태분노

를 측정하는 10문항과 특성분노를 측정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6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체문항의 내 일치도 계수(α)는 .92～.95, 하

척도별 내 일치도 계수(α)는 상태분노 문

항이 .90～.98, 특성분노 문항이 .86～.92로 나

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

Cook(1987)이 개발한 척도의 제5 을 이인숙

과 최해림(200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

이 척도에는 한 방향으로 답하려는 경향을

제어하기 해 Rosenberg 자존감 척도의 6문항

을 포함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

척도 체 10문항을 히 포함하여 실시하

으며, ISS의 내 일치도 계수(α)는 .95～.96이

었다.

Beck 무망감 척도(BHS)

미래에 한 부정 이고 비 인 생각을

측정하는 척도로 Beck(1974)이 개발한 것을 신

민섭, 박 배, 오경자, 김 술(199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 총 20문항에 해 진 형으

로 반응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

는 6 척도로 수정하여 실시하 다. 역코딩

하여 희망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내 일치도 계수(α)는 .93～.94 범

다.

Rosenberg 자존감 척도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검사를 최미례

(2000)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 총 10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 척도로 평정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6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ISS에 문항들을 히 포

함하여 사용하 으며, 체 문항의 내 일치

도 계수(α)는 .90～.92로 나타났다.

자기노출척도(Self-Disclosure Scale)

자신이 경험한 스트 스 사건에 하여 자

기노출한 정도를 측정하기 해 기존 연구들

(한덕웅, 박 호, 김교헌, 2004; 이은숙, 2005)

에서 사용한 척도를 바탕으로 본 연구 목 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

다. 모두 7문항이며, 평소 사건에 해 노출한

정도와 깊이, 솔직성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

에서 노출 정도를 재는 문항들의 내 일치도

계수(α)는 .94로 나타났고, 깊이와 솔직성에

한 문항의 내 일치도 계수(α)는 .84로 나타났

다.

KLIWC

쓰기를 통해 나타나는 용서의 내 과정

을 구체 으로 탐색하기 해 사용하 다.

설계 분석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설정된 것은 집

단유형(용서치료 쓰기 집단, 자기노출 쓰

기 집단, 기통제집단)이고, 이에 따른 종속

변인은 용서, 분노, 수치심, 희망, 자존감, 증

상심각도이다. 세 집단의 결과를 비교분석하

기 해 SPSS 12.0K를 사용하여 반복측정(사

, 직후, 추후검사) MANOVA와 ANCOVA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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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최종 분석에 포함된 33명을 상으로 먼

용서, 거짓용서, 상태분노, 특성분노, 수치심,

희망, 자존감 정도를 재는 척도를 실시하 고,

사 검사가 끝난 후 쓰기 실험을 시작하

다. 쓰기는 회기 당 20～30분 정도로 5회 실

시되었으며, 2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두 쓰

기 집단은 실험실을 방문하여 연구자가 제시

하는 쓰기 과제를 수행하 으며, 매 회기는

외상 경험을 상세히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되

었다.

5회기의 쓰기 실험이 끝난 후 사 검사와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직후검사를 실시하

다. 한 직후검사가 끝나고 약 2주 후에

치료 효과가 지속되는지를 알아보기 해

추후검사(편의상 이 용어를 사용함)를 실시하

다. 사 ․직후검사와 동일한 질문지에 참

가자 선발을 해 사용하 던 PDS에서 증상

정도를 묻는 PSSI-R만을 추가로 실시하 다.

기통제집단은 쓰기 집단의 실험이 진행되

는 시기에 맞춰 사 ․직후․추후검사를 실시

하 다. 두 쓰기 집단의 쓰기 차는 다

음과 같다.

용서치료 쓰기 차

김 수(1999)의 용서 로그램을 1회기 더

추가하여 수정, 보완한 장화수(2002)의 용서

로그램(7회기)을 토 로 하여 쓰기 형식을

구성하 다. 연구자는 장화수(2002)의 용서

로그램에서 각 회기의 과제로 제시된 쓰기

부분을 발췌하여 용서치료의 차로 삼았는데,

용서 로그램 진행에 해 문 지도를 받

지 않은 심자가 할 수 있는 치료방법이라

생각하 기 때문이다. 한 Enright(2001)의

서, ‘Forgiveness is a Choice’에서 용서에 한

자가치료의 방법으로 제시된 ‘Journal Entry’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여기에 자기용서를 한

회기 단계 내 용

1

노출

분노와 수치심 표 하기: 피해사건에 한 생각과 감정 기. 가해자에게 보내지

않는 편지 쓰기(사건 후 겪은 고통에 ).

2

분노와 수치심 다루기: 사건 후 달라진 ( . 처양식)에 해 고, 그것에

한 장․단 기. 한 단 을 극복하기 한 방안에 해 기. HEAL 연습법

희망문과 교육문 작성하기.

3 결정

&

작업

공감 진하기 & 용서 선택하기: 사건 후 가지게 된 부정 감정이나 처양식

이 미치는 향, 복수와 용서의 장단 에 해 생각해보기. 우주 에서 가해

자를 바라보고, 용서 결심하기.

4
용서 실천하기: 용서 결심에 한 확인. 가해자에게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선

물)에 해 어보기. 가해자에게 용서 편지 쓰기.

5 심화

마무리: 용서 실천 후 느끼는 감정에 해 기. 사건의 정 향을 생각해보

기(사건의 재구성). 지 까지 잘 버텨온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 쓰기(자기용서에

). 자신에게 주고 싶은 선물 기.

표 1. 용서치료 쓰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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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Luskin(2001)의 HEAL 연습법의 희망

문과 교육문을 사용하 다. 체 회기 동안

‘용서’라는 직 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용서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서’

라는 말을 언 하는 것은 자칫 참가자들로 하

여 희생을 감수해야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단하 기 때문

이다.

쓰기는 총 5회기로 구성하 는데, 용서를

진하기 한 4단계와 자기용서 작업을 추가

하여 최소한으로 구성한 것이다. 특히 자기노

출 쓰기 집단의 경우 회기마다 동일한 쓰

기 과제를 부여받기 때문에 최소한의 치료 회

기를 구성해야만 했다. 용서치료 쓰기 차

첫 두 회기는 노출 단계로 설정되어 있으

나 자기용서 작업을 동반하고 있다. 연구자가

실시한 용서치료 차를 표 1에 제시하 다.

자기노출 쓰기 차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사용했던 방식과 동

일한 쓰기 과제를 할당하 다. 외상경험을

머릿속에 떠올린 후, 그 사건에 한 당시의

감정과 재의 감정에 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솔직하게 쓰도록 지시하 다.

자기노출의 감정정화 측면에 을 맞춘 차

로, 주로 외상경험에 한 분노나 슬픔, 죄책감

을 인식하고 드러내는 것에 을 두었다.

결 과

실험참가자의 기본정보

최종 실험 참가자 33명에 한 인구통계학

정보는 다음과 같다. 연령 분포는 20～28

세로, 20세가 9명(27.3%), 21세는 7명(21.2%),

22세는 10명(30.3%), 23세는 1명(3.0%), 24세는

3명(9.1%), 27세는 1명(3.0%), 28세는 2명(6.1%)

이었다. 성별 분포는 남자가 9명(27.3%), 여자

가 24명(72.7%)이었다.

인외상 종류와 증상심각도

참가자 33명이 경험한 외상의 종류와 비율

은 다음과 같다. 가족, 친지나 아는 사람으로

부터의 비성 인 폭력( . 강도, 신체 폭행, 총

이나 칼에 맞기, 흉기로 목숨에 당하기

등)은 12명(36.4%),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비

성 인 폭력은 1명(3.0%), 가족, 친지나 아는

사람으로부터의 성 인 폭력( . 강간, 강간

시도 등)은 7명(21.2%),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성 인 폭력은 4명(12.1%), 18세 이 에 당신

보다 어도 5살 많은 사람과 성 인 을

한 경험( . 성기 , 가슴 등)은 4명

(12.1%), 강제로 감 된 경험( . 수감, 쟁 포

로, 인질 경험, 어딘가에 강제로 갇 있었던

경험 등)은 1명(3.0%), 기타 타인으로 인해 깊

고 부당하게 상처받은 경험은 4명(12.1%)으로

나타났다. 가족, 친지나 아는 사람으로부터의

비성 인 폭력이 있다고 응답한 참가자 2

명은 성 인 폭력을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드

러났다. 한 참가자들 4명은 아버지의 알

코올 독으로 인한 신체 폭력과 성폭력을

포함하고 있었다.

참가자 33명의 인외상경험에 한 증상심

각도를 살펴본 결과, 가벼운 정도 19명(57.6%),

간 정도 8명(24.2%), 심한 정도 6명(18.2%)으

로 나타났다.

참가자 표본수의 한계, 참가자들이 PDS에

작성한 내용과 실제 쓰기를 통해 드러난 외

상 종류가 다르거나 여러 외상이 첩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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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도 탈락한 경우 때문에 외상 종류와 증

상심각도를 동일하게 배치하는 데에는 어려움

이 있었다. 그러나 비성 인 폭력, 성 인 폭

력, 기타 외상사건의 세 범주로 나 었을 때

각 범주에 속한 참가자 비율은 집단 간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외상사건에 한 노출 정도, 거짓용서

정도

용서치료 쓰기 집단과 자기노출 쓰기

집단 모두 매 회기가 끝난 후, 작성한 내용에

해 평소에 어느 정도 노출하 는지, 그리고

을 쓰는 동안 얼마나 깊이 있고 솔직하게

표 하 는지를 척도에 보고하 다. 노출 정

도와 깊이, 솔직성을 종속변인으로 한 변량분

석 결과, 자기노출 쓰기 집단이 평소 사건

에 해 유의하게 더 많이 털어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F(1,20)=7.24, p<.05. 깊이와 솔직성

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노출 정도에 있어 자기노출 쓰기 집단이

체로 꾸 히 증가함에 비해 용서치료 쓰

기 집단은 3회기에서 수가 확연히 감소하

는데, F(4,80)=3.70, p<.01, 가해자에 한 공감

을 진하고 용서를 선택하는 과제 던 만큼

억압이 많이 일어났을 것으로 여겨진다. 깊이

와 솔직성에서는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그 정

도가 증가하는 패턴이었다, 각각 F(4,80)=5.58,

p=.001; F(4,80)=2.99, p<.05.

거짓용서에 있어 집단 간 유의한 차이 없이

세 집단 모두 사건에 해 꽤 부당하다고 여

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후에는 치료 개

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통제집단의 수가

상승하는 경향이었다, F(4,60)=2.09, p=.093.

용서치료 쓰기의 효과

용서에 미치는 향

쓰기 후 체 용서 정도와 용서의 하

차원인 정서, 행동, 인지 용서 정도를 측정

하 다. 이를 재기 한 동일한 척도를 쓰

기 (사 검사), 쓰기 후(직후검사), 쓰기

가 끝난 2주 후(추후검사)에 각각 실시하 다.

사 검사 수 분석 결과, 체 용서 수

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용서치

료 쓰기가 측정시기에 따라 용서의 정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반복측정 다변

량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체 용서에

서 측정시기의 주효과가 있었으나, F(2,60)=

5.40, p<.01, 측정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4,60)=1.04, ns. 사후

검증 결과, 용서치료 쓰기 집단이 자기노출

쓰기 집단과 기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체 용서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 척도별로 살펴보면, 정서 역에서

측정시기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F(2,60)=7.32, p=.001, 측정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4,60)=

1.04, ns. 사후검증 결과에서 용서치료 쓰기

집단이 자기노출 쓰기 집단과 기통제집단

에 비해 유의하게 정서 용서 수가 증가하

다.

행동 역에서도 측정시기의 주효과가 나타

났으며, F(2,60)=3.59, p<.05, 측정시기와 집

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4,60)=1.09, ns. 사후검증 결과, 용서치료

쓰기 집단이 기통제집단에 비해 행동 용

서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역에서는 측정시기의 주효과가 나타

나지 않았고, F(2,60)=2.52, p=.089, 측정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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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았

다, F(4,60)=0.49, ns. 사후검증 결과, 행동 용

서와 마찬가지로 용서치료 쓰기 집단이

기통제집단에 비해 인지 용서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 측정시기에 따른 용서 정도의 집

단별 평균, 표 편차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 다.

심리 응에 미치는 향

인외상경험자의 심리 응을 측정하기

한 변인으로 분노, 수치심, 희망, 자존감을

사용하 다. 이 변인들을 재는 동일한 척도를

쓰기 (사 검사), 쓰기 후(직후검사),

쓰기가 끝난 2주 후(추후검사)에 각각 실시하

다.

사 검사 수 분석 결과, 집단 간에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용서치료 쓰기가 측정시

기에 따라 심리 응에 미치는 향의 정도

를 알아보기 해 반복측정 다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분노의 하 차원인

상태분노에서 측정시기의 주효과가 있었고,

F(2,60)=19.08, p=.000, 측정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4,60)=3.35, p<.05. 용서치료 쓰기 집단의

경우 직후에 매우 큰 폭으로 상태분노가 감소

함을 살펴볼 수 있다. 특성분노에서도 측정시

기의 주효과, 측정시기와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 모두 유의하 으며, 각각 F(2,60)=3.36,

p<.05; F(4,60)=3.56, p<.05, 사후검증 결과에서

용서치료 쓰기 집단이 자기노출 쓰기 집

단에 비해 특성분노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수치심에서 측정시기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F(2,60)=1.19, ns, 측정시기와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 다, F(4,60)=4.59,

p<.01. 용서치료 쓰기 집단의 경우 나머지

용서치료 쓰기 집단

(N=11)

자기노출 쓰기 집단

(N=11)

기통제집단

(N=11)
시기

F값

시기

×집단

F값

사후

비교
사 직후 추후 사 직후 추후 사 직후 추후

정서

용서

57.18

(21.33)

70.00

(14.35)

64.82

(16.33)

42.18

(9.26)

47.64

(15.42)

50.91

(15.48)

41.55

(10.30)

42.00

(20.69)

45.82

(22.93)
7.32** 1.96

A>B*

A>C**

행동

용서

60.00

(18.00)

68.09

(16.86)

66.18

(19.72)

45.73

(12.31)

50.09

(21.34)

52.00

(18.04)

45.82

(20.01)

46.18

(19.62)

45.73

(21.97)
1.09* 1.09 A>C*

인지

용서

69.36

(22.88)

75.64

(15.02)

70.91

(19.21)

54.82

(18.73)

56.73

(21.10)

58.73

(18.60)

43.91

(24.39)

49.73

(20.73)

46.82

(23.13)
2.52+ 0.49 A>C**

체

용서

186.55

(59.18)

213.73

(42.97)

201.91

(53.42)

142.73

(34.75)

154.45

(55.24)

161.64

(50.20)

131.27

(62.91)

137.91

(60.01)

138.36

(66.82)
5.40* 1.04

A>B*

A>C**

주 1. F a은 직후 수에 한 F값. +p<.10, *p<.05, **p<.01

주 2. A=용서치료 쓰기 집단, B=자기노출 쓰기 집단, C= 기통제집단. 유의한 사후검증 결과만 제

시하 음.

표 2. 측정시기에 따른 용서 정도의 집단별 평균(표 편차)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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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에 비해 직후, 추후에 수치심이 감소

하는 양상이었다.

희망에서 측정시기의 주효과는 유의한 경향

을 보 고, F(2,60)=2.80, p<.10, 측정시기와 집

단 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 다, F(4,60)=

3.58, p<.05. 두 쓰기 집단의 경우 기통제

집단에 비해 희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존감에서는 측정시기의 주효과, 측정시기

와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

았다, 각각 F(2,60)=2.10, ns; F(4,60)=1.47, ns.

집단에 따른 분노, 수치심, 희망, 자존감의 측

정시기별 평균, 표 편차, 변량분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 다.

증상심각도에 미치는 향

용서치료 쓰기가 인외상경험자의 증상

심각도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쓰기를 실시하기 과 쓰기가 끝나고 2주

후에 PSSI-R을 실시하 다. 집단 간 사 증상

심각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오차변량을

이기 해 사 수를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조정된

추후 수에서 집단 간 차이 경향이 시사되고

있는데, F(2,29)=2.62, p=.09, 용서치료 쓰기

집단이 자기노출 쓰기 집단에 비해 조정된

추후 수가 유의하게 낮고, 기통제집단에

비해서는 낮은 경향이었다. 증상심각도의 사

, 추후 수와 공변량분석 결과를 표 4에 제

시하 다.

용서치료 쓰기 집단

(N=11)

자기노출 쓰기 집단

(N=11)

기통제집단

(N=11)
시기

F값

시기

×집단

F값

사후

비교
사 직후 추후 사 직후 추후 사 직후 추후

상태

분노

40.73

(17.33)

18.64

(3.20)

24.09

(13.23)

43.09

(13.44)

40.36

(15.57)

27.64

(9.05)

45.18

(27.81)

38.00

(24.81)

32.00

(19.58)
19.08** 3.35*

특성

분노

45.55

(5.73)

42.73

(8.26)

37.27

(8.56)

51.82

(12.87)

53.00

(12.10)

52.55

(11.30)

49.64

(18.98)

46.09

(12.50)

48.18

(16.27)
3.36* 3.56* A<B*

수치심
81.45

(27.16)

65.73

(24.63)

66.00

(25.30)

73.64

(14.79)

79.27

(16.81)

75.18

(15.84)

74.36

(33.69)

77.27

(28.85)

77.18

(32.32)
1.19 4.59**

희망
86.91

(17.13)

95.09

(13.42)

92.27

(14.85)

92.73

(12.03)

93.82

(14.72)

97.09

(12.11)

87.55

(20.53)

86.27

(20.55)

85.27

(21.21)
2.80+ 3.58*

자존감
38.91

(11.93)

43.00

(10.38)

40.45

(12.32)

38.45

(7.73)

41.36

(4.32)

41.45

(5.70)

38.09

(13.77)

37.18

(13.08)

37.09

(12.72)
2.10 1.47

주 1. +p<.10, *p<.05, **p<.01

주 2. A=용서치료 쓰기 집단, B=자기노출 쓰기 집단, C= 기통제집단. 유의한 사후검증 결과만 제

시하 음.

표 3. 집단에 따른 심리 응 정도의 측정시기별 평균(표 편차)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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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용서치료

쓰기가 심리 응에 정 인 향을 미친

데 반해 자기노출 쓰기는 다소 부정 인 결

과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해서

는 논의 부분에 언 하겠다.

용서치료 쓰기를 통한 심리내 변화

5회기의 쓰기가 진행되는 동안의 심리내

변화를 알아보기 해 참가자들이 직 쓴

을 KLIWC를 통해 분석하 다.

KLIWC가 분석해주는 100여 개의 언어․심

리학 변인들 본 연구에 의미 있다고

단되는 몇 가지 변인들에 해 살펴보았다.

KLIWC가 제공하는 변인들에 한 자세한 이

해를 원한다면 이창환 등(2005)의 연구를 참고

하기 바란다.

언어학 변인

언어학 변인은 기능 단어를 의미한다. 감

정 단어, 욕구 성취 련 단어와 같이 특

정한 심리 의미를 가지는 단어(심리학 변

인)의 부분은 무의식 이고 자동 인 기제

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용을

반 하는 기능어(언어학 변인)를 살필 필요

가 있다(이창환 등, 2005). 따라서 두 쓰기

집단에서 언어학 변인의 회기에 따른 변화

를 알아보기 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

하 다.

분석 결과, 문장, 문장 당 어 , 문장 당 형

태소에 있어 회기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각각 F(4,80)=109.01, p=.000; F(4,80)=101.20,

p=.000; F(4,80)=88.82, p=.000, 회기와 집단 간

의 상호작용도 나타났다, 각각 F(4,80)=14.54,

p=.000; F(4,80)=14.33, p=.000; F(4,80)=8.99,

p=.000. 일인칭, 이인칭 명사에서도 회기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각각 F(4,80)=113.22,

p=.000, F(4,80)=80.62, p=.000, 회기와 집단 간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각각 F(4,80)=7.83, p=

.000, F(4,80)=5.05, p=.001. 선어말어미에서 역

시 회기의 주효과가 있었으며, F(4,80)=22.71,

p=.000, 회기와 집단 간 상호작용을 보 다,

F(4,80)=3.98, p<.01.

정리하면, 용서치료 쓰기 집단이 자기노출

쓰기 집단에 비해 각 회기 동안 유의하게

더 많은 문장과 어 , 형태소를 사용하고,

을 더 복잡하게 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용서치료 쓰기가 보다 극 인 인

지 처리를 요구하는 과제를 요구했기 때문

인 것으로 여겨진다. 일인칭 명사와 이인칭

용서치료 쓰기 집단

(N=11)

자기노출 쓰기 집단

(N=11)

기통제집단

(N=11)

사 추후 사 추후 사 추후 F 사후비교

증상

심각도

14.00

(10.02)

10.45

(7.89)

8.91

(8.40)

13.64

(8.52)

13.64

(13.58)

15.45

(12.60)
2.62+

A<B*

A<C+

주 1. *p<.05, +p<.10

주 2. A=용서치료 쓰기 집단, B=자기노출 쓰기 집단. C= 기통제집단.

표 4. 증상심각도의 집단별 평균(표 편차) 공변량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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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선어말어미도 용서치료 쓰기 집단이

자기노출 쓰기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자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용서치료 쓰기

집단은 회기 동안 자기용서와 상 방에 한

공감 이해를 진하기 때문에 일인칭/이인칭

명사의 사용이 보다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한 용서치료 쓰기 집단은 회기 동안 과거

회상 이외에도 미래에 한 다짐문을 사용하

기 때문에 주로 과거에 해서만 회상을

진한 자기노출 쓰기 집단에 비해 선어말어

미를 보다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기노출 쓰기 집단은 회기에 따라

큰 변화가 없었음에 반해, 용서치료 쓰기

집단은 회기에 따라 일 성 없이 변화하는 양

상이었는데, 이는 회기별 제시된 과제 차이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가해자에 한 공감

을 유도하여 용서를 선택하게 한 3회기보다

실제 용서를 실천하는 4회기에서 반 으로

단어 사용이 감소한 반면 상 으로 이인칭

명사 사용이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이는

공감의 증가와 련되어 보인다. 그림 1을 통

해 집단별 회기에 따른 주요 언어학 변인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심리학 변인

심리학 변인에서 두 쓰기 집단에서의

회기별 변화도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통해 알

아보 다. 연구자는 심리학 변인 에서도

상 방에 한 인지 ․정서 공감과 련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정서, 인지, 사회 과정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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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회기에 따른 심리내 변화(언어학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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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용서치료

쓰기 집단에서 정 정서가 증가하는 양상

이었다, 주효과 F(4,80)=8.57, p=.000; 상호작용

효과 F(4,80)=9.88, p=.000. 용서치료 쓰기

집단에 있어 부 정서는 회기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 다, 주효과 F(4,80)=8.36, p=.000; 상호

작용 효과 F(4,80)=5.28, p=.001. 용서치료

쓰기 집단이 자기노출 쓰기 집단에 비해

체 회기에서 정 정서(정 느낌, 낙천성

는 활동성), 부 정서(불안, 화, 슬픔 는 우

울)와 련된 단어를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

는데, 자기노출 쓰기 집단의 경우 정 정

서에 비해 부 정서 단어 사용이 2배 이상으

로 많았다. 정서와 련된 부분이 용서치료

쓰기 집단과 자기노출 쓰기 집단을 구별

해주는 결과라 생각되는데, 자기노출의 기제

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은 자기노출이 일차

으로 부 정서를 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고 보았다(Greenberg & Stone, 1992; Pennebaker,

1993). 자기노출 쓰기 집단의 경우 두드러지

지는 않지만 부 정서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는 반면, 용서치료 쓰기 집단은 마지막

회기에서도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용서치료 쓰기 집단의 경우 마지막 회기에

정 정서 단어가 두 배 이상 증가하 다는

것에서 의의를 가진다.

인지 과정을 나타내는 원인, 사고, 기 , 제

한, 추측, 확신과 련된 단어 사용도 용서치

료 쓰기 집단이 자기노출 쓰기 집단에 비

해 유의하게 많았으며, 용서치료 쓰기 집단

에서 4회기를 제외하고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주효과 F(4,80)=4.64, p<.01; 상호작용 효과

F(4,80)=10.45, p=.000. 사회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 의사소통, 타인참조, 래와 련된

단어 사용 빈도도 용서치료 쓰기 집단이 자

기노출 쓰기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

며, 주효과 F(4,80)=4.81, p<.01; 상호작용효과

F(4,80)=4.98, p<.01, 사회 과정 단어는 부

정서 단어와 유사하게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

이었다.

심리학 변인 자기 역 차원에 해당하

는 자기활동, 신체 상태와 기능, 형이상학

이슈와 련된 단어 사용에서도 용서치료

쓰기 집단이 자기노출 쓰기 집단에 비해 빈

도가 높았다. 용서치료 쓰기 집단이 자기노

출 쓰기 집단에 학교, 직장․일, 성취를 포

함하는 자기활동과 련된 단어를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 으며, F(1,20)=5.34, p<.05, 신

체 상태와 기능을 나타내는 단어와 죽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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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회기에 따른 심리내 변화(심리학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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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교를 포함하는 형이상학 이슈와 련

된 단어 역시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 다, 각

각 F(1,20)=9.02, p<.01; F(1,20)=6.67, p<.05.

그림 2를 통해 집단별 회기에 따른 주요 심

리학 변인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

자기노출 쓰기 집단은 회기에 따라 단어 사

용 빈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데 반해, 용서치

료 쓰기 집단은 회기에 따른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언어학 변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기별 과제 특성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

가 한다.

의 내용을 질 으로 살펴보면, 용서치료

쓰기 과제에 ‘용서’라는 직 인 단어를 언

하지 않았으나 참가자들은 ‘용서’라는 단어

를 사용하 다. 용서치료 쓰기 집단에서 ‘용

서’라는 단어를 언 하지 않은 참가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주로 1～2회기에 언 되는

단어의 의미는 부정 이었고 4～5회기에 언

되는 단어는 정 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자기노출 쓰기 집단의 경우에도 4명을 제외

하고 나머지 7명이 ‘용서’라는 단어를 어도

한 번 언 하 는데, 주로 ‘ 용서할 수 없

다’라는 부정 의미나 립 인 의미로 언

하 고 ‘용서하겠다’라는 등의 정 의미를

가진 경우는 없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 은 쓰기 용서치료가 인

외상경험자의 심리 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용서해나가는 심리내 과정을 살

피는 것이다. 쓰기를 통한 자기노출 효과를

통제하기 해 자기노출을 진하는 쓰기

집단과 기통제집단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집

단별 효과 차이를 검증하 다.

먼 실험참가자들의 인외상경험에 해

살펴본 결과, 체 33명 45.5%가 성 인

폭력을 가장 충격 이고 스트 스가 심했던

사건으로 꼽았다. 성 인 폭력을 동반한 기타

외상을 합하면 그 비율은 51.5%로 증가하

다. 인외상에 한 개입에 있어 성폭력을

비 있게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참가자

원이 유의한 PTSD 증상을 가진 것으로 나

타났으며, 42.4%의 참가자들은 간 이상의

심각도를 보이는 바 치료 개입이 실해 보

인다.

둘째, 두 쓰기 집단에 해 자기노출 정

도와 거짓용서 정도를 알아보았다. 두 집단

모두 쓰기 회기 동안 충분히 깊고 솔직하게

외상사건에 해 털어놓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기노출 쓰기 집단은 회기 동안 쓴 의

내용에 해 평소 더 많이 노출했던 것으로

시사되었다. 이는 용서치료 쓰기 집단이 평

소 타인에게 털어놓기 힘든 내용을 회기 동안

털어놓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 세 집단

모두 자신이 겪은 외상사건을 부당하다고 여

기고 있어 측정된 용서 정도가 거짓용서는 아

님을 시사한다.

셋째, 용서치료 쓰기가 용서 정도에 미치

는 향을 살펴보았는데, 용서치료 쓰기 집

단의 체/정서 용서가 비교집단들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행동 /인지 용서는

기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용서의 세 하 차원 인

지 용서의 사 수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

이를 보 는데, 이는 본 연구의 한계로 남으

며 이를 엄격히 통제한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

인다. 한 세 집단 모두에서 처치 이후에도

Subkoviak 등(1995)의 연구에서 시사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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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상 성인 집의 평균인 256 이하의 용서

수를 보이는 바, 용서를 비롯한 외상치료에

있어 단기효과는 기 하기 어려워 보인다.

넷째, 용서치료 쓰기가 심리 응에 미

치는 향에 해 알아보았는데, 용서치료

쓰기 직후 상태분노가 상당히 감소하는 양상

이었고, 추후에는 특성분노가 두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용

서치료가 단기 으로는 사건에 한 상태분노

를 감소시키고 장기 으로는 특성분노까지 감

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용서를 많이 할

수록 분노가 낮아질 것이라는 비연구 결과

(박효정 등, 2007)를 지지한다. 한편 사 검사

에서 상태분노는 낮은 반면 특성분노가 높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가해자에

한 부당함을 깨닫지 못하고 피상 으로 정

인 태도를 유지하는, 즉 거짓용서를 하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혹은 가해자에 한

분노가 자신이나 무고한 타인에게 향하고 있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해서는

수치심과 련하여 추후연구가 요망된다.

수치심은 용서치료 쓰기 집단에서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직후, 추후에 감소하는 양상

이었으며, 이는 용서치료 쓰기에서 자기용

서를 진한 것과 련되어 보인다. 데이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용서치료 쓰기 후

수치심이 유의하게 감소하면서 동시에 용서

정도 역시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쓰기 과정

을 통해 가해자의 행동이 부당하 음을 깨닫

고 그에 한 부정 감정을 노출함으로써 거

짓용서가 감소하고 반 인 용서의 정도 역

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용서와 분노, 수치

심 간의 상호작용에 해서는 추후연구가 요

구된다.

희망에서는 두 쓰기 집단이 기통제집단

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추세 다. 연구자의

비연구 결과에서 자기노출이 희망을 높게

측하 고 용서가 희망을 측하는 정도는 미

미하 으나, 실험연구 결과는 자기노출만을

진하는 것보다 용서를 함께 진하는 것이 희

망 회복에 효과 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존감에 있어서는 용서치료 쓰기의 효과

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자존감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인 만큼 단기간에 변화를 기

하기란 어려운 것 같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용서치료

쓰기가 인외상경험자들의 심리 응을 돕

는 데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ennebaker와 Beall(1986)은 쓰기 직후에

는 부정 정서가 증가하지만, 쓰기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나면 그 치료 효과가 보다 분

명하게 나타남을 발견하 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그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이는

PTSD 환자들에게 인지 혹은 처기술훈련

이 포함되지 않은 쓰기는 효과 이지 않다

는 Gidron, Peri, Connolly와 Shalev(1996)의 주장

과 련 있어 보인다. Gidron 등(1996)이 시사

한 이유 외에도 평가 시기가 기말고사를 앞둔

시 인 만큼 상황 스트 스 역시 결과에

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 번째로 용서치료 쓰기가 증상심각도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용서치료 쓰

기 집단이 자기노출 쓰기 집단에 비해 증상

심각도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통제집단에 비해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자기노출 쓰기 집단이 기통제집단

에 비해서도 증상심각도가 증가한 것은 쓰

기를 통해 외상경험에 많이 노출되었으나 그

로 인한 부 정서를 극 으로 처리하지 못

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쓰기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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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지지해주지

못하는 본 연구결과는 Gidron 등(1996)이 제시

한 바처럼 참가자 특성 때문인 것 같다. 연구

자들은 감정정화 쓰기가 진행되면서 부정

사건과 감정에 직면하는 동시에 합리 인

인지 해석이 차 증가한다고 상하고 있

지만(Pennebaker, 1997; Pennebaker & Graybeal,

2001), PTSD 진단 거를 만족시킬 정도의 외

상경험자들에게 훈련 없이 자발 인 인지기능

향상을 기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외상경험

에 한 만성 인 억압은 효율 인 인지 처

리를 방해하며, 직면을 통해 오히려 부정 인

감정에 압도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

진다.

마지막으로 용서치료 쓰기를 통한 심리내

변화를 알아보기 해 KLIWC을 통해 5회

기의 을 분석한 결과, 용서치료 쓰기 집

단이 자기노출 쓰기 집단에 비해 보다 극

인 인지 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용서 실천 과정이 공감을 진한 것으로

시사되었는데, 이는 연구가설을 지지하고 있

다. McCullough, Exline과 Baumeister(1998)는 공

감이 용서와 련됨을 발견하 고, Enright와

Fitzgibbons(2000), McCullough(2000)는 공감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부당함에 해 용서하

도록 돕는 가장 요한 심리변인이라고 하

다. McCullough, Wothington과 Rachal(1997)은 인

지 이해보다 공감을 바탕으로 한 용서 로

그램이 더 효과 임을 밝혔다. 박종효(2003)의

연구결과에서는 공감이 용서와 건강을 매개하

는 변인인 생체 응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김기범과 임효진(2006)은 인간

용서나 개인내용서 모두에서 용서를 진하는

기제로 공감을 제안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

들은 공감이 용서의 요한 치료기제임을 시

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감의 정도를

수량화하지 못했는데, 후속연구에서는 공감의

정도를 직 으로 검증하는 차가 요구된다

하겠다.

속 심리학 변인에 한 분석 결과, 용

서치료 쓰기 집단에서 회기 동안 부 /정

정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시 으로 부 향이 증가한 것으로 여겨

지나 이후 특성분노가 감소한 을 고려할 때

오히려 감정 정화가 더욱 효과 으로 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용서치료 쓰기 집단

에서 사회 과정과 련된 단어를 유의하게 많

이 사용한 것은 이인칭 명사를 유의하게 많

이 사용한 결과와 부합한다. 한 자기용서를

진하는 과정에서 자기 련 단어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용서와 같은 보다 고차원 인 사고

가 진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용서치료 쓰기의 4회기는 Enright 등

(1991, 1996)이 제시한 용서과정 작업 단계

로 체 인 단어 사용이 감소하 는데, 다른

회기에 비해 힘든 회기가 될 것이라 단되어

다른 회기에 비해 과제의 양을 던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 실제 과제 수행시

간은 다른 회기와 차이가 없었으나, 과제의

양 ․질 수 에 따라 참가자들의 이 길

거나 짧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회기별 과제의

양과 질을 균등하게 맞출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인 련 외상경험자에게 유익하

고 용이한 자가 치료 방식을 도입, 효과성을

검증하고 향후 치료 개입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한다는 에서 첫 번째 의의가 있다.

재까지 국내 심리학 문헌에서는 외상경험자를

상으로 용서치료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로 집단상담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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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용서치료 집단 로

그램에서 회기의 한 부분이나 과제로 활용되

던 쓰기만을 도구로 사용하여 외상경험자들

을 상 로 개인회기를 진행하 다는 에서

기존 연구들과 구별된다 할 수 있겠다. 집단

로그램은 집단 간의 상호작용으로 기 이

상의 치료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로그

램 자체의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단 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혼입을 고,

쓰기를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치료자 요인을

최소한으로 하 다. 이은숙(2005)이 제안한 바

로 쓰기는 심리치료의 보조수단으로써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쓰기

비교집단을 둠으로써 용서 자체의 효과를 검

증할 수 있었다. 셋째, 연구자는 인외상 후

발생하는 여러 부 정서 흔히 나타나며

매우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로

분노와 수치심을 꼽았다. 용서가 분노에 미치

는 효과에 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

는 반면 수치심에 을 맞춘 연구가 부족하

다는 에서 본 연구가 함의를 가진다. 한편

용서치료 쓰기 집단의 경우 무단으로 불참

하거나 회기를 미루는 일이 거의 없었으나,

자기노출 쓰기 집단이나 기통제집단의 경

우에는 그러한 일이 잦았다는 도 주목해볼

만하다.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가자 선발 과정에서 PDS에 보고한 외

상 경험과 실제 쓰기를 통해 드러낸 외상의

종류가 다르거나 도 탈락한 참가자들 때문

에 외상 종류와 증상심각도를 집단 간 동일하

게 유지할 수 없었다는 제한 을 가진다.

한 남자 학생의 경우 을 쓴다는 것에 거

부감을 보여 실제 쓰기에 참여한 인원이 3

명뿐이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한 보

완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용서의 사 수에

서 체 용서 수의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용서의 세 하 차원 인지 용

서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이는

본 연구의 맹 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차이가

연구 결과에 다소 향을 미쳤을 것으로 상

되며, 이에 한 보완된 연구가 요구된다. 셋

째, 연구에 사용된 표본 수가 무 었다.

학생 표본에서 인 련 외상경험이 있으면서

PTSD 증상을 보이는 참가자만을 선발하고자

했기 때문에 표집에 한계가 있었다. 넷째, 연

구자의 상황 한계로 장기 효과를 살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용서가 공격성의 승

화를 포함하는 매우 복합 인 과정인 만큼 다

양한 양가감정이 유발되고 변화 가능성이 많

아 보이므로 이에 한 보다 체계 이고 장기

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PDS를 사

용하여 PTSD 증상을 보이는 참가자들을 선발

하 으나 실제 PTSD로 진단받은 환자군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치료 효과를 일반화하

기 해서는 PTSD 집단을 상으로 후속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단기간에 용서를 진해야 했기

때문에 용서교육이 선행되지 못했다는 제한

을 지닌다. 따라서 용서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양가감정을 드러내곤 했는데, 단

기치료에서도 용서를 더욱 효과 으로 교육하

면서 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인외

상경험자들에게 보다 유익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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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orgiveness intervention through writing on

psychological adjustment in individuals who had previously experienced interpersonal trauma. Thirty-three

undergraduate students who had experienced interpersonal trauma and had exhibited PTSD symptom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ey were randomly assigned to three groups: forgiveness therapy (FT) writing group,

self-disclosure (SD) writing group, and waiting-list control group. Each of two writing groups wrote about their

traumatic experience five times, each lasting 20～30 minutes. Dependent variables included forgiveness toward

offender, trait-state anger, shame, hope, self-esteem, and symptom severity and were measured three times:

before, after, and a couple of weeks after writing sessions. Further, internal psychological changes over the five

writing sessions examined using the Korean 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 Results indicated that the FT

writing group gained significantly more than both the SD writing group and the control group in terms of

total/emotional forgiveness. The FT writing group also exhibited a significantly increased level of

behavioral/cognitive forgiveness a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FT writing group decreased significantly

more than the SD writing group with respect to trait anger, and the FT writing group also showed

considerable reductions in state anger at a post-test, as well as a reduction in shame as compared with the

other groups. Both writing groups exhibited a trend toward improvement in hope compared with controls.

With respect to self-esteem,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ny group. Further, the FT writing

group decreased significantly more than the SD writing group in terms of PTSD symptoms. Additionally,

writing samples from the FT writing group included significantly more words related to empathy,

positive/negative emotion, and metaphysical issues than those from the SD writing group. In conclusion, the

forgiveness therapy through writing considers as an effective method in term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of

sufferers of interpersonal trauma.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have been discussed.

Key words : trauma, forgiveness, wri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