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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돌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

챙김의 자기자비 긍정요인과, 자기비난, 고립, 과잉동일시의 자기자비 부정요인의 2요인이 각각 독립적임을 검증하고, 

2요인의 차별적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돌봄 

스트레스, 자기자비 척도를 이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472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으로 

분석결과 발달장애 자녀 어머니의 돌봄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 2요인은 각각 차별적으

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돌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자비 긍정요인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부정요인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돌봄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삶의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기자비 부정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과 발달장애 자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돌봄 스트레스, 발달장애, 어머니, 자기자비, 삶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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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발달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21만명이 등록되어 있다(장애인개발

원, 2017). 발달장애인은 영·유아기부터 특수교육을 통해 언어, 심리, 행동발달을 위한 치료적 접근

이 필요하며, 성인이 되어도 삶 전반에 지원이 필요하다(송진성, 2017). 발달장애인 스스로 세면,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등 일상생활이 완전히 가능한 경우는 10.2%에 불과하고, 68.8%가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장애인개발원, 2017). 2014년 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지적장애인의 76.1%, 자폐성장애인 전체가 미혼으로 조사되었고, 발달단계상 노년기에 접어든 부모

들이 성인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Heller & Factor, 1993; 

Minnes & Woodford, 2005). 이는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교육, 돌봄의 책임이 부모와 가족에게 집

중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지적능력과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의 제한을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가족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부담이 평생 

지속된다(유영준, 이명희, 백은령, 최복천, 2011). 최근연구 결과에서도 발달장애인의 돌봄의 부담은 

여전히 부모에게 전가되어 있다고 나타났다(이보미, 20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에 의하면 발

달장애인 보호자 중 52%가 우울증이 의심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부모들은 사후 장애자녀의 삶에 

대한 불안요인이 크며 부모 개인의 취약성과 연결되어 정서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 

부모들은 “불안이 일상이 된 삶”, “우울함”, “죽고 싶음”, “상처”, “실망” 같은 극단적인 심리적 위축

을 유발하며 자녀의 성장과 함께 감당하기 힘든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박종철, 

2016). 발달장애인을 평생 돌봐야하는 돌봄 부담은 부모에겐 ‘자살’ 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최근까지도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관련하여 부모와 형제자매

의 비극적 선택에 대한 뉴스를 드물지 않게 접할 수 있다(웰페어뉴스, 2015.03.09.), 70대 노인아버

지가 40대 지적장애아들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헤럴드경제, 2015.08.27.).

장애자녀에 대한 돌봄은 영﹡유아기부터 시작되는데, 아동들의 신체적, 인지적 장애로 인해 자기관

리를 할 수 없거나 이러한 기술을 배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장애 영﹡유아의 부모가 경

험하는 스트레스는 많은 부분이 자녀에 대한 보살핌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Beckman-Bell, 1981). 최근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아동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 생

애를 거쳐 필요함이 인식되면서 성인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원남, 김경신, 2017; 이영미, 2014). 또한, 초기 장애인가족에 대한 연구는 심리적 부적응과 부정

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 연구는 강점과 긍정적인 측면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부모의 삶의 만족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이원남, 김경신, 2017; 강경숙, 2016; 

이현숙, 하규수, 2015). 장애인 부모의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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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의 낙관성이나 인지적 경향성이 발견되었다(원두리, 김교현, 2006;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Ekas, Liskenbrock, & Whitman, 2010; Greenberg, Seltzer, Krauss, Chou, & Hong 2004). 

또한 자녀에게 장애가 있더라도 어머니의 인식이나 수용태도에 따라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유의

하게 다르다는 결과가 나타났다(박재국, 정계숙, 서보순, 김은라, 2013; 박지윤, 장재윤, 2014; 

Hastings & Taunt, 2002). 이렇게 장애인 부모들의 강점과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가 다루어지는 

것은 긍정정서가 정신건강에 효과적으로 기여 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관련하여 자기자비(self-compassion: Neff, 2003a)가 많이 다루

어지고 있다. 자기자비는 인생이 나쁘게 흘러갈 때도 긍정적인 자기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태도

를 말한다. 자신을 무한히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를 대하는 것을 말하며, 강한 수용

을 통해 긍정적 자기감을 갖고 부정적인 사건들에 대해, 자신의 단점이나 취약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아위협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김경의, 이금단, 조용래, 채숙희, 이우경, 2008; 김미선, 홍

혜영, 2015). 자기자비는 자기친절-자기비난, 보편적 인간성-고립, 마음챙김-과잉동일시의 세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로 대립되는 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다(Neff, 2003b). 또한 자기자비

는 긍정, 부정의 대립되는 두 개념이 하나의 신경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자기자비 요인 중 하나의 신경체계가 활성화되면 다른 신경계는 비활성화 되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자기자비가 자기친절-자기비난, 보편적 인간성-고립, 마음챙김-과잉동일시의 세가

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졌으나 각 하위요인이 서로 관계하는 단일 구조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Neff(2003a)는 2요인, 3요인 등, 경쟁모형 없이 6요인 단일구조 모형만 적합도를 검증하였

기에, 자기자비 척도의 요인구조 적합성에 대한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구도연, 정민철, 

2016). López, Sanderman, Smink, Zhang, van Sonderen, Ranchor, & Schroevers(2015)이 네덜란

드에서 1,6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연구에서는 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챙김의 긍정요인

과, 자기비난, 고립, 과잉동일시의 부정요인이 각각 심리적 증상이 다르다고 하였다. 반추와 신경증은 

자기자비의 부정요인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고, 긍정요인은 신경증과 반추와 낮은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긍정요인과 긍정적 정서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 자기친절의 영향은 보호적이고 탄력적인 

요인임을 암시한다고 했다. 선주연, 신희천(2013)에 의하면 자기자비의 하위요인들이 인과관계에서 

어떤 차별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하위요인 중 어느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탐색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한편 Costa, Marco, Pinto-Gouveia,  Ferreira & Paula Castilho(2016)이 361명을 대상으로 일

반군과 임상군을 나누어 실시한 연구에서도 자기자비의 긍정요인과 부정요인이 대립되는 2요인 연

구가 확인되었고, 2요인들은 심리적 유효성이 높고 정신건강의 요인을 명확하게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부정요인인 자기비난이 감정에 관여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는 개인의 취약성이라는 위험요인이 스트레스와 상호작용(Laza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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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kman, 1984)을 통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거나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지

행동 모델에서는 스트레스와 같은 맥락적 요인이 정서조절에 결정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

하였다(Rodriguez & Richardson, 2007). 이런 결과는 정서조절 전략자체가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

을 받고 다시 부적응적 심리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자기자

비의 부정요인이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가능

하다. 그러나 최근 개인의 취약성 뿐 아니라 강점자원과 스트레스 간 상호작용을 밝히는 연구도 이

루어지는데, 이는 스트레스-저항모델(stress-resistance model)의 관점을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

다(Holahan & Moos, 1991). 스트레스 저항연구에서는 심리적 자원이나 사회적 자원이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거나 정서를 보호한다고 가정한다. 정서조절 전략 중 적응적 정서조절은 정

신병리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주관적 안녕감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Garnefski, Legerstee, 

Kraaij, Kommer, & Teerds, 2002). 이는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이 정신건강 및 주관적 안녕감과 밀

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최우경, 김진숙, 2012). 또한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적응적 인지적 

전략을 사용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고 보고하여(김소희, 2004), 적

응적 정서조절전략이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고 예측이 가능하다. 결국 자

기자비의 긍정요인은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으로서(Bishop, Shapiro, Carlson, Anderson, Carmody, 

Segal, Abbey, Speca, & Devins, 2004), 긍정적인 심리적 기능과 강점을 예측(Neff, 2004)하고, 부

정적 사건의 충격을 완화할 것으로 가정 할 수 있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자기자비는 국가와 

연구 참여대상에 따라 Neff(2003a)가 제시한 것과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이런 결과로 본 연구에서

는 자기자비의 긍정요인과 부정요인이 각각 영향이 다를 것으로 가정하여 2요인으로 검증할 것이다. 

더불어 연구결과를 통해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고 심리적 안녕과 정신건

강의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Ⅱ.� 이론적�배경

1.� 자기자비�

자기자비는, 첫째, 고통이나 실패의 상황에서 자신을 엄격하게 비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친절

하게 이해하고, 둘째, 자신의 경험을 따로 분리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인간의 조건의 일부로 인식하여 

받아들이며, 셋째,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들로 과잉동일시 하기 보다는 이러한 경험과 감정에서 

한발 물러나 자신을 바라봄으로 균형 잡힌 알아차림이라고 하였다(Neff, 2003b). 또한 자기자비는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완충역할을 하며 우울, 불안, 자기비난, 수치심, 열등감을 낮추는



발달장애�자녀�어머니의�돌봄�스트레스가�삶의�만족도에�미치는�영향� � 275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Gilbert & Procter, 2006). 자기자비는 스트레스와 정서적 안녕감

에 미치는 영향에서 마음챙김의 매개 역할이 확인되었고, 특히 자기비난이 높은 집단의 심리적 안녕

감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개념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우경, 방희정 2008). Neff와 Vonk(2009)는 자기

자비가 통계적으로 행복이나 낙관주의, 그리고 긍정적 정서를 예측해 주고, 실패나 성공과 같은 결

과에 덜 의존한다고 하였다(선주연, 2013). 뇌를 진화적 이득과 관련된 정서체계로 바라보는 관점에

서(Goetz, Keltner, & Simon-Thomas, 2010)는 자기자비가 자기를 위로하는 체계를 활성화시키며, 

위협 체계가 활성화될 때 몸의 감각에 기반한 심리적 과정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진정시키고 안정감

을 느끼도록 자기자비의 만족 위로체계를 가동시켜 심리적 안정을 꾀한다고 하였다. 

자기자비에 관한 연구는 자기친절-자기비난, 보편적 인간성-고립, 마음챙김-과잉동일시의 세 가

지 구조와 6요인 단일구조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박찬미, 설경옥 2017; 이수민, 

양난미 2016; 임채원, 2017). 성인 435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의 요인 타당성연구

(구도연, 정민철, 2016)에서도 김경의 외(2008)와 Neff(2003a)의 6요인 구조를 확인하는 결과가 나

타났다. 그러나 Lopez et al.(2015)은 자기자비 척도가 자기자비 하나의 구조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

니라, 자기자비(self-compassion)와 자기비난(self-criticism)이라는 두 가지의 다른 영역을 측정하

는 것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Muris, Otgaar & Petrocchi(2016)도 자기자비 척도

에서 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챙김 긍정요인만이 진정한 자기자비 요소이므로 역채점 문항을 

자기자비 척도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하며, 부정요인이 긍정요인보다 정신 병리와 더 강한 관련성이 

있어, 부정요인을 포함한 자기자비 척도가 정신 병리에 강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렇듯 자기자비를 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챙김의 긍정요인과 자기비난, 고립, 

과잉동일시의 부정요인을 나누어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어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2.� 자기자비와� 돌봄� 스트레스

발달장애인 부모의 돌봄 스트레스란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부모 자신의 자원과 능력을 초과하

여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부정적 정서로 정의된다(이원남, 2017). 돌봄 스트레스는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되는 것이고, 일상적이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이다. 자기자비는 일상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에 있어 부정적 감정들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고, 부정적 생활사건에 대한 자신의 책임

을 인정하면서도 부정적 감정에 압도되지 않도록 한다. 실패나 부적절감이 유발되는 상황에서도 스

스로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보편적인 경험으로 이해함으로 긍정과 부

정적 사건 모두에 대한 정서반응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Leary, Tate, Adams, Allen,  & Hancock, 

2007). 이현주와 조성호(2011)는 자기자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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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자기자비가 낮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수용 및 긍정적 재해석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심리적 건강과 관련하여 자기자비와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

기자비가 높은 사람들은 실패사건 전이나 스트레스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실패사건에 직면하여서

도 기분변화가 크지 않은 특성을 보임으로써, 자기자비가 평정심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세

란, 이훈진, 2013). Neff와 Tirch(2013)의 연구에서는 자기자비가 자폐아동 부모의 수용과 .65로 높

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최근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일상스트레스에서 자기자비가 완충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있다(송혜현, 2017).

3.� 자기자비와� 삶의� 만족도

건강한 형태의 자기수용 방식으로 주목받는 자기자비는 자기비난, 불안정 애착, 방어성과 관련 

있는 위협을 비활성화 시키고 안정애착, 안전감, 자기위로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안녕감을 강화시킨

다(Gilbert & Irons, 2005). 이외에도 자기자비를 낮게 보고한 사람들보다 높게 보고한 사람들이 행

복, 삶의 만족, 대처기술, 지혜, 탄력성 등 개인적 안녕감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Neff, 

2003; Neff, Rude & Kirkpatrick, 2007). 또한 자기자비는 웰빙, 행복감 등과 같은 긍정정서와 정적

상관이 있으며(Leary et al., 2007; Neff & Vonk, 2009), 긍정적 성취동기, 호기심, 성실성, 사회적 

유대감, 호의성 등과도 정적상관이 있었다(Neff, 2003a; Neff et al., 2007). 부정사건의 영향에서 

자기자비는 심리적 안녕감(박세란, 이훈진, 2013)의 긍정적 영향이 확인되었고, 자기자비가 높은 사

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부정적 사건에 대한 평정심이 더 컸다(Leary et al., 2007). 선

행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자기자비는 긍정적 측면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과 정서를 조절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는 사회 구성원들의 특성과 사회적인 상황의 상호작용이 반영되

는 것으로 개인의 삶을 가치 있고 풍요롭게 하는 총량으로서의 만족감이다. 심리적 변인으로 삶의 

만족도는 ‘행복한 삶’ 혹은‘ 좋은 상태의 삶‘ 행복’이라는 의미로 파악되면서 삶의 경험과 관심영역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느끼는 정서적, 심리적 측면이 중요하게 되었다(한영란, 1997). 임낭연, 이

화령과 서은국(2010)에 의하면 삶의 만족도 개념은 개인들이 생활 속에서 각자 느끼는 주관적인 경

험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김상균, 1996). 그러한 맥

락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도 각자 처한 환경과 상황, 일어나는 사건, 경험하는 정서 등의 순간적이면

서 일시적 상태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고통스럽거나 부정적 사건과 경험할 

때 부딪쳐 해결하거나 회피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대처하며 살아간다. 이런 방법들은 자

신의 삶을 조절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개인의 노력이다. 본 연구는 자기자비 변인연구를 통해 

삶의 의미 조망에 도움이 되고, 돌봄 스트레스에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발달장애 자녀 어머니의 삶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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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모형과�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돌봄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긍정과 부정 

2요인의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긍정정서와 부정정서가 유발되는 심리

적 과정과 신경학적 기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에 대한 측정을 고려할 때,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모두 다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Diener, 2000). 최근 편안, 행복, 긍정정서의 

fMRI 뇌영상 연구의 결과(김광수, 한미라, 박병기, 2017)에서도 부정정서와 다른 부분의 뇌 활성화 

반응을 확인되었다. 생리심리학에서도 fMRI 연구결과를 통해 자기자비의 긍정요인과 부정요인이 

각각 뇌의 다른 피질부분이 활성화 되어 부분적으로 독립적임을 확인한 연구결과들이 확인되고 있

다(Falconer, King, & Brewin, 2015). 또한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는 독립적인 개념(Hills & Argyle, 

2001)이며, 부정정서의 축소와 긍정정서의 확대는 서로 다른 독립적인 과정이라고 했다(권석만, 

2009).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을 바탕으로 자기자비의 긍정요인과 부정요인의 2요인이 각각 매개하

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기자비 요인구조는 긍정요인, 부정요인의 2요인 구조가 적합한가?

연구문제 2. 돌봄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자비 긍정과 부정의 2요

인은 각각 차별적으로 매개할 것인가?  

  가설 1. 자기자비 긍정요인은 돌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매개할 것이다.

  가설 2. 자기자비 부정요인은 돌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매개할 것이다.

[그림� 1]� 매개효과�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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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자녀 어머니 7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국장애부모연대를 

인터넷으로 주소를 검색하여 활동하는 시, 군, 구지회로 10부씩 배부하였고, 연구목적에 동의하여 

우편으로 회신하여 준 472부는 응답이 성실하게 기재되어 전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회수율은 

68%이다. 연구대상자들의 연령은 최저연령 27세, 최고연령은 74세였으며, 전체 연령평균은 48.26

세(SD=6.46)였다. 연구대상자 자녀의 기본 특성은 남자 323명(68.4%), 여자 149명(31.6%)로 나타

났으며, 발달장애인은 지적, 자폐성장애인을 지칭하지만 뇌병변, 지체장애, 뇌전증 장애 등 다른 유

형의 장애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다른 유형의 장애를 동반한 경우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표 1>에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표� 1>�연구대상자와�자녀의�일반적�특성

연구대상자 특성 연구대상자 자녀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구분
빈도
(명)

비율
(%)

성별
여 472 100.0

성별
남 323 68.4

여 149 31.6

연령*

40세 미만 40 8.5

연령*

10세 미만 39 8.3

40~50세 미만 269 57.0 10~20세 미만 247 52.3

50세 이상 163 34.5 20세 이상 186 39.4

월
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43 9.1

장애
유형

지적장애 249 52.8

100-200만원 미만 88 18.6 자폐성장애 178 37.7

200-300만원 미만 93 19.7 지체장애 6 1.3

300-400만원 미만 103 21.8 과잉행동 1 .2

400-500만원 미만 67 14.2 뇌병변장애 25 5.3

500만원 이상 78 16.5 언어장애 5 1.1

기타 8 1.7

월 
활동
횟수

없다. 105 22.2

장애
정도

1급 209 44.3

1-2회 활동 238 50.4 2급 181 38.3

3-4회 활동 85 18.0 3급 71 15.0

5회 이상  활동 44 9.3 4~6급 6 1.3

기타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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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삶의 만족도

주관적 안녕의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척도는 삶의 만족도 척도(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Diener, Emmons, & Griffin, 1985)이다. Diener et al.(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 척도는 개

인이 자신의 총체적인 삶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 지에 대한 인지적인 판단을 측정한

다. 척도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아니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까지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한다. 이 척도는 다섯 

문항으로 구성된 간단한 자기보고형 검사이지만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 연구개관(임낭연, 이화령, 서은국, 2010)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번안되어 사용되는 삶의 만족척도는 문항 간 신뢰도가 높고, 시간적 안정성을 지니며, 적절한 문항, 

총점 상관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신뢰도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는 권석만(2017)이 번안한 척도를 수정해서 사용하였다. 임영진(2014)에 의하면 신뢰도(Cronbach's 

⍺) 값은 .9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91로 나타났다.

2) 자기자비

자기자비 척도(Self-Compassions Scale: SCS)는 Neff(2003b)가 개발하고 김경의 외(2008)이 번

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26문항으로 자기친절, 자기판단, 보편적 인간성, 고

건강

매우 나쁘다 10 2.1

일상
생활

전혀 할 수 없다 40 8.5

나쁘다 157 33.3 대부분 도움 필요 187 39.6

좋은 편이다 298 63.1 일부도움 필요 229 48.5

매우 좋다. 7 1.5 도움 필요없다 16 3.4

자녀
독립
생활

전혀 가능하지 않다  132 28.0

이용
기관

특수학교 124 26.3

일반학교 특수학급 120 25.4가능하지  않다 219 46.4

일반학교 일반학급 19 4.0가능하다 114 24.2

유치원, 어린이집 21 4.4매우  가능하다 7 1.5

장애인복지관 56 11.9

학력

중졸이하 16 3.4
보호작업장 26 5.5

고졸 169 35.8
주간보호소 43 9.1

대학졸 272 57.6 회사 9 1.9

대학원이상 15 3.2 기타 54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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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마음챙김, 과잉 동일시, 여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1점(전

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로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자기비난, 고립, 과잉동일

시 문항은 역채점으로 총점을 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자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

는 자기자비의 단일요인 구조 연구가 아닌 2요인 구조의 효과를 탐색할 것이므로 역채점 하지 않고 

각각 측정하여 총점을 분석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긍정요인이 높거나 부정요인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구도연, 정민철(2016)의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 .8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는 .78이었고,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자기친절 .71, 자기비난 .81, 보편적인간성 .75, 고립 .77, 마

음챙김 .74, 과잉동일시 .72이었다. 

3) 돌봄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돌봄 보호자가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Greene(1982)가 개발한 RSS(The Relatives′Stress Scale)를 사용하였다. RSS는 현재 성인 지적장

애인 가족이나 자녀를 둔 가족들의 돌봄 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고 있다(심석순, 남

정휘, 2016). 본 연구에서는 양숙미(2000)가 사용한 RSS를 재구성 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1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된다. 이 척도의 1에서 6번까지의 '개인적 스트

레스' 6문항, 7에서 13번까지의 '생활혼란' 7문항, 14, 15번의 '장애자녀에 대한 부정적 감정' 2문항으

로 나누어진다. 각 문항의 빈도는 Likert 5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로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 스트레스의 심각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

다. 김소덕(2017)의 연구에선 신뢰도 값이 .95로 나타났고, 본 연구의 신뢰도 값은 .94이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조사한 자료의 분석은 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 SPSS WIN 24.0 version과 AMOS 

24.0 version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우선 발달장애 자녀 어머니의 돌봄 스트레스, 자기자비,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반적인 기초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변인 간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변인을 표준화하여 처리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검증 

시 AMOS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은 결측값이 없어야 하므로 모형 검증에 앞서 23개의 결

측값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방법인 회귀대체방법(regression imputation)을 선택하여 결측값의 

대체값으로 사용하였다. 연구문제인 자기자비의 긍정, 부정의 2요인 연구의 이론적 모형의 구성타당

성(construct validity)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절대적합지수인 검증, RMSEA와 증분적합지수인 CFI, IFI, TLI를 사용하였다(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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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홍세희(2000)에 의하면, 적합도의 해석 기준은 CFI, IFI, TLI는 .90 이상을 좋은 적합도이며,  

RMSEA는 .05 미만이면 좋은 적합도, .08 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 .10 미만이면 보통 적합도 .10보

다 크면 나쁜 적합도이다.

구조방정식에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먼저 측정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최대

우도 추정법(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

막으로 모형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을 

수행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랩은 2,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분석하고 표

본별로 분석을 진행한 후 다시 결합하여 최종 통계량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

지 않으면 .05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의미한다(Shrout & Bolger, 2002).

Ⅳ.� 연구�결과

1.� 연구결과

발달장애 자녀 어머니의 돌봄 스트레스, 자기자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첨도, 왜도를 조사하였다. 보통 왜도의 절대값이 3.0보다 크고 

첨도의 절대값이 8.0보다 크면 자료의 정규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Kline, 2010). 왜도와 

첨도는 돌봄 스트레스 –0.125, –0.519, 자기자비 긍정 요인 0.060, 0.522, 부정 요인 0.144, 0.244, 

삶의 만족도 0.225, -0.226로 나타나 모두 정규성의 가정을 충족하였다. 

<표� 2>�기술통계

변인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a) 첨도b)

돌봄
스트
레스

개인적 스트레스 20.70 4.64 8.00 30.00 -0.004 -0.689

생활혼란 23.68 6.70 7.00 35.00 -0.280 -0.480

장애자녀에 대한 부정적 감정 6.26 2.16 2.00 10.00 -0.094 -0.605

돌봄스트레스 전체 50.64 12.49 18.00 75.00 -0.125 -0.519

자기
자비

긍정 요인 37.24 6.42 16.00 59.00 0.060 0.522

부정 요인 36.23 8.15 13.00 63.00 0.144 0.244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16.46 6.21 5.00 35.00 0.225 -0.226

주. 왜도a)와 첨도b)는 최대우도추정에 의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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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주요�변인들의�상관분석�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돌봄스트레스전체  1

2 개인적 스트레스 .92** 1

3 생활혼란 .96** .79** 1

4 장애자녀부정감정 .83** .72** .74** 1

5 자기친절 -.22** -.22** -.18** -.25** 1

6 보편적 인간성 .01 -.00 .02 -.00 .53** 1

7 마음챙김 -.05 -.06 -.03 -.09* .60** .59** 1

8 자기비난 .40** .40** .33** .42** -.34** -.04 -.25** 1

9 고립 .44** .47** .36** .43** -.27** -.13** -.26** .72** 1

10 과잉동일시 .36** .40** .26** .38** -.33** -.06 -.30** .77** .76** 1

11 자기자비긍정합계 -.10* -.11* -.07 -.14** .84** .84** .86** -.25** -.26** -.27** 1

12 자기자비부정합계 .44** .46** .35** .45** -.34** -.08 -.30** .92** .90** .92** -.28** 1

13 자기자비 총합 -.36** -.38** -.29** -.39** .70** .52** .68** -.77** -.77** -.79** .75** -.85** 1

14 삶의 만족도 -.54** -.53** -.48** -.48** .37** .20** .25** -.44** -.51** -.40** .32** -.49** .52** 1

**p<.01 

1) 주요변인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검증 시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

하였다. 우선 돌봄 스트레스의 경우, 자기자비 부정 요인 합계와 정적 상관이 있고 유의하였다

(r=.44, <.001). 돌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경우도(r=-.54, <.001)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고, 

자기자비 긍정 요인과 삶의 만족도(r=.32, <.001)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자기자비 부정 요인은 

삶의 만족도와(r=-.49, <.001) 부적 상관이 있고 모두 유의하였다. 자기자비 부정요인과 돌봄 스트

레스는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긍정요인은 돌봄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유의하게 나타내고 있어 자

기자비의 2요인의 구성개념임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2요인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의 검증을 위하여 자기자비 2요인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먼저 설정하였

다. 1요인 구조보다 2요인 구조가 적합하다는 본 연구 가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를 보면 위반추정치가 나타나

지 않고 측정항목들과 구성개념들을 연결하는 표준화 요인 적재치가 통계적으로 95% 신뢰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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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였고(t>1.96), 전반적으로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요인 구조모형과 2요인 구조모형을 이론적 배경에 따라 모형을 평가하기 위해 측정모형을 검증

한 결과, 2요인 구조의 CFI=.958, TLI=.921, IFI=.958, RMSEA=.126(90% 신뢰구간: .099-.154)로 

나타나, 1요인 구조(CFI=.695, TLI=.491, IFI=.696, RMSEA=.319, 90% 신뢰구간: .294-.345)보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Hu & Bentler, 1999). 

3) 돌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에 자기자비 긍정요인의 매개효과 검증

(1)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2요인 구조의 측정모형이 양호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측

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CFI=.983, TLI=.972, IFI=.983, RMSEA=.068(90% 신뢰구간: .048-.088)

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

인 돌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 긍정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모형은 적합

하다고 판단된다.<표 4>

[그림� 2]� 긍정요인�부분매개모형�표준화된�경로계수

<표� 4>�긍정요인�연구모형과�경쟁모형의�적합도�지수

   IFI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연구모형
(부분매개)

53.519 17 3.148 .983 .972 .983
.068

(.048~.088)

경쟁모형
(완전매개)

205.487 18 11.416 .912 .863 .912
.149

(.131~.167)

  
  

  151.968***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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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의 모수치 추정 분석, 총 효과 분해 및 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 검증 결과 돌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고(β=-.56, <.001), 자기자비 

긍정요인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β=.31, <.001), 돌봄 스트레스와 자기자비 긍정요인

의 경우, 돌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기자비 긍정요인이 낮았다(β=-.13, <.05).

자기자비 긍정요인이 돌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에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는 지 유의성 검증

을 위해 부트스트랩핑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돌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에서 자기자비 긍정의 매개효과는 95%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어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긍정요인�매개모형�모수치�추정,�총효과�분해�및�매개효과�검증

구조경로 β b(SE) t
직접
효과

간접효과
(95%신뢰수준)

총 
효과

돌봄 스트레스 → 
자기자비 긍정

-.13 -.12(.05) -2.46* -.13 - -.13

돌봄 스트레스 → 
삶의 만족도

-.56 -2.36(.20) -11.82*** -.56
-.041

( -.09~.00 )
-.59

자기자비 긍정  → 
삶의 만족도

.31 1.42(.21) 6.70*** .31 - .31

주. 경로계수는 표준화계수임 *p<.05, ***p<.001

4) 돌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에 자기자비 부정요인의 매개효과 검증

(1)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CFI=.977, 

TLI=.961, IFI=.977, RMSEA=.089(90% 신뢰구간: .070-.109)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인 돌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간 관계에

서 자기자비 부정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인 경쟁

모형을 다시 설정하여 검증해보았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

에서 연구모형이 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은 경쟁모형에 비해 자유

도가 1만큼 감소하였으나 값의 감소폭이 자유도 감소를 상쇄시킬 만큼 충분히 감소하였으므로 

경쟁모형인 완전매개모형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자비 부정요인의 매개효과에서 

돌봄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로 직접효과가 있을 때 그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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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부정요인�부분매개모형�표준화된�경로계수

<표� 6>�부정요인�연구모형과�경쟁모형의�적합도�지수

   IFI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연구모형

(부분매개)
79.83 17 4.696 0.977 0.961 0.977

0.089
(0.07-0.109)

경쟁모형
(완전매개)

150.147 18 8.342 0.951 0.923 0.951
0.125

(0.107-0.144)

  
  

  70.317*** (    )

***p<.001

(2) 선택 모형의 모수치 추정 분석, 총 효과 분해 및 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 검증 결과 돌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기자비 부정 요인이 높고(β=.50, <.001) 돌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았으며(β=-.43, <.001), 자기자비 부정요인이 높을수록 삶

의 만족도가 낮았다(β=-.34, <.001). 

자기자비 부정요인이 돌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에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는 지 유의성 검증

을 위해 부트스트랩핑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표 7>와 같이 돌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에서 자기자비 부정의 매개효과는 95%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p< .001 수준에서 유의

하였다(β=.-.17).

<표� 7>�부정요인�매개효과�잠재변인�모수추정치�

구조경로 β b(SE) t
직접
효과

간접효과
(95%신뢰수준

총 
효과

돌봄 스트레스 → 
자기자비 부정 

.50 .53(.05) 10.07*** .50 - .50

돌봄 스트레스 → 
삶의 만족도

-.43 -1.78(.21) -8.30*** -.43
-.17

( -.23~-.10)
-.60

자기자비 부정 → 
삶의 만족도

-.34 -1.35(.20) -6.76*** -.34 - -.3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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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 자녀 어머니의 돌봄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

자비의 긍정, 부정의 2요인이 각각 차별적인 영향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2요인 구조의 적합도를 확인하였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각 요인별 매개효과를 확인

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자비의 긍정, 부정의 2요인 구조가 단일구조인 1요인보다 적합함이 확인되었다. 자기자

비의 긍정과 부정의 2요인 연구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지만, 자기자비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자기친절과 자기비난의 신경 상관관계가 다르고, 독립된 프로세스로 기능한다는 결과

(Gilbert, Holbrook, Zwieniecki, Sadok, & Sinclair, 2011; Lopez et al., 2015; Muris et al., 2016)

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자기비난과 자기친절이 각각 독립적임을 밝힌 연구결과(Falconer et al., 

2015)와 일치하는 것이며, Longe et al.(2010)은 자기공명영상(fMRI)을 통해 자기자비를 간접적으

로 확인한 결과, 자기비난과 자기친절에 대해 뇌가 최소한 부분적으로 독립적이며 주관적이라고 밝

힌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윤미연(2018)의 외상 후 성장과정의 자기자비 영향연구에서도 부정요인

에서만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 2개의 독립된 차원이라는 제안을 하고 있어 자기자비의 긍정, 부

정의 2요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기자비 구성요소가 2요인으로 확인되고 각각 독

립된 차원으로 측정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향후 자기자비 변인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정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돌봄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 긍정요인의 매개효과는 유의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 자녀 어머니의 돌봄 스트레스에 자기자비 긍정요인이 보호요인

으로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자비 긍정요인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

이다. 즉, 돌봄 스트레스가 높으면 자기자비 긍정요인이 높아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다는 뜻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자기자비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자기자비 긍정요인의 매개효과만 

나타난 연구결과를 찾는 데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기자비 단일구조의 일부 연구들에서 집단의 특

성이나 변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청소년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자기자비 매개효과가 다르게 확인되었고(김미선, 홍혜영, 2015), 여대생들의 자기자비 점수가 남자 

대학생들의 자기자비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진현정, 이기학, 2009). 최근 Neff(2016)의 연

구에서도 인구집단별 단일구조와 2요인구조가 다르게 나타기도 하였다. 이렇듯 자기자비 요인의 정

서조절이나 완충효과가 일관적이지 않은 이유는 단일구조로 자기자비를 개념화하여 연구가 진행된 

결과일 수도 있고, 자기자비의 부정요인이 긍정요인보다 심리부적응을 더 잘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

는 결과(Muris et al., 2016)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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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돌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기자비 부정요인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자기

자비 부정요인은 개인적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생활혼란과 삶의 만족도, 장애자녀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 대한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 있어서 하위요인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고, 완전매개모형보다 

부분 매개효과가 더 유의하였다. 아직까지 자기자비 부정요인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가 없어서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자기자비 부정요인이 자기비난과 정신 

병리학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Gilbert & Irons, 2005;  Neff, 2003a, 2003b)와 맥락을 같

이 하고 있다. 또한 자기비난, 고립, 과잉동일시의 부정적인 심리 증상이 더 낮은 수준으로 이끄는 

매카니즘이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Neff, 2016), 중년 여성의 스트레

스가 자기-자비 수준을 약화시켜서 심리적인 증상에 취약할 수 있다(이우경, 2008)는 결과와도 맥

을 같이한다. 단일구조 차원의 연구이긴 하지만, 자기자비의 매개효과가 나타난 선행 연구들과도 일

치되는 결과이다(김송이, 2012; 윤미연, 2018). 

돌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 부정요인이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돌봄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요인의 악화가 심리적 증상에 대한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자비 부정요인이 낮아지지 않는다면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자기자비 부정요인을 심리적으로 다룬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자기자비 2요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 외상 후 성장과정에서 자기자비의 

영향연구(윤미연, 2018)에서 자기자비의 적용은 자기비난, 고립, 과잉동일시에 대한 반응을 낮추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결과와 같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매개변인의 치료적 개입을 제

시할 수 있는 것이다(Baron & Kenny, 1986). 돌봄 스트레스-자기자비 부정 요인-삶의 만족도에 

매개영향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발달장애 자녀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을 위해 자기자비의 긍정

요인을 높이는 것보다는 부정요인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것이 적절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론이 가

능하다.

이러한 결과에서 예측이 가능한 것은 자기자비의 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과잉동일시의 긍정요

인들은 추상적이며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장애자녀가 

돌발적 행동이나 과격한 태도, 타인에 대한 해를 입혔을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우선 

모색할 것이다. 그 순간 자기자비의 긍정요인이 작동하여, 자신에게 친절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오히

려 사전에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이나 조치, 환경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자신을 가혹하게 

평가하면서 고립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Brown, 1999).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는 위로가 ‘매

일 수차례 반복되는 행위’ 로서의 돌봄 스트레스에선 효용이 낮다는 것이며, 자기비난을 줄인다고 

자기에게 친절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발달장애인 자녀 어머

니들의 돌봄 스트레스가 심리적 취약과 매개하여 심리적 부정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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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부정정서 감소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자기자비

의 부정요인, 자기비난, 고립, 과잉동일시를 적극적으로 줄여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발달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과중한 돌봄 부담의 해소가 가장 우선 지원되어야 함을 제안하면서 

자기자비 부정요인 감소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자기비난’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 생겨 심리적 부담이 클 때, 자기비난을 차단

해야 한다. 장애자녀로 인해 발생되는 부정적 감정에 대해 다시 자신을 비난하는 경우 마음은 더 

힘들어진다(박진영, 2018). 자기비난을 멈추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가져야하는데, 이것은 현재에 집중하여 초점과 유연성을 갖고 현재 환경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도연, 2017). 발달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과 성장, 발달에 대한 인식, 양육방법,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도움이 될 것이다. 어머니들에게 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장애를 개인 기능의 결손이나 능력저하로 바라보면서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여기거나, 재활치료를 통해 증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특수교육이나 

양육태도, 의사소통의 변화를 통해 장애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것으로 초점을 두도록 해야 

한다. 이런 교육을 통해 어머니들이 자녀의 독특한 행동특성에 대해 이해해야 돌봄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자녀의 성장단계에 따라 나타나고, 해결해야 할 과업에 대해 사전 교육이나 

정확한 인식은 돌봄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비난을 감소시키는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사람들은 ‘내 삶이 엉망’인 것 같고, 유독 ‘나에게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면 매우 고통스럽

고 외로워진다(박진영, 2018). 자기자비에서 ‘고립’ 은 보편적 인간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기혼자 

외톨이로 있으며, 타인과 분리되어 있다는 심리적 부적상태이다(Vincenzi & Grabosky, 1987). 사람

들과 떨어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황은 분명히 불행하고 고통스럽다. 사회적 고립은 더 외롭고 심

리적 부적응을 일으켜 우울과 자살을 불러올 수 있다(정병렬, 2010). 이러한 심리적 부적응이 심화

되면 결국 자기파국을 일으킬 요인이 될 수도 있어,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정신건강에 중

요한 요인이다. 고립이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결과를 악화시키고 우울증, 뇌기능 손상, 수명 저하 등 

정신병리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유한종, 2010). 고립예방을 위해선 사회적 네트워크

를 만들고 참여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 부모단체 같은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함께 준비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도연(2017)은 마음챙김 훈련만으로는 

자기자비가 증진되기 어렵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치료자와 치료관계가 중요하다고 하고 치료관

계에서만 나타나는 위로와 공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고립이라는 부적응적 심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심리상담사, 동료상담 등, 타인과 관계를 친밀하게 형성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

하고 있다. Diener et al.(1985)는 여가활동이 긍정정서 경험이고 즐거움을 유발하는 중요한 변인이

라고 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월1회의 활동도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05명(22.2%)에 달

하고 있어 많은 어머니들이 고립될 우려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 결과는 부정요인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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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대해 적극적 지원이 더 필요함을 시사하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고통감을 줄여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과중한 돌봄 부담에서 해방되어야 부모들은 여가활동 참여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돌봄의 사회적 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 

마지막으로 ‘과잉동일시’를 낮게 유지하여 자기연민, 자기합리화로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과

잉동일시는 마음챙김의 반대개념으로 자신의 고통에 압도되어 고통을 선명하게 인식하여 자기동정

이나 자기합리화로 간다는 것이다. 고통스런 감정이 ‘나’인 것처럼 느끼거나 고통에 압도되어 피해

의식과 자신을 동정한다면, 부정적인 심리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경우 결국 개인

의 심리를 직접 다루고 자신의 취약성과 맞물려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상담지

원이 필요하다. 발달장애 자녀 어머니들에게 기본적으로 상담은 중요한 심리적 지원이며, 정신건강

에 유익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정확한 자기지각, 완벽하기 위해 애쓰는 시간을 줄이도

록, 모든 잘못의 중심이‘나’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등, 새롭고 효과적인 감정에 대처하는 

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자비 척도나 요인의 검증이 

다양한 대상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Cleare, Gumley, Cleare, & O’Connor(2018)는 

스트레스가 많은 집단이나 삶이 고통스러운 집단에 대해 부정요인인 자기비난과 실패의 감정을 증

가시키는 존재에 대한 정밀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인구집단별 요인분석 연구결과에서도 

단일구조와 2요인의 차이가 확인(Neff & Germer, 2017) 되었고, 국내 자기자비 척도 타당화 연구

(구도연, 정민철, 2016)에선 6요인 구조가 확인되는 등 자기자비 척도와 요인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듯 연구결과가 비일관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 

Neff(2016)는 자기자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의 문제라기보다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하

면서 자기자비를 측정하는 문항을 더 적절하게 나타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따라

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자비 문항을 구성할 필요성과 자기자비의 요인 타당성에 대한 

연구는 추후 좀 더 적절하게 구성하여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구대상이 특정 장애인 부모단체에 제한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

다. 또한 돌봄 스트레스에 매개하여 자기자비의 부정요인 즉, 자기비난, 고립, 과잉동일시를 낮추거

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에 대한 정보와 교육, 심리적지지, 여가활동 지원, 자조모임지원, 

인지적응 정서조절을 위한 적극적 상담과 질적 연구 등을 실시한 후 유의하게 경감되는지를 확인 

해봄으로 본 연구의 임상적 의의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영유

아기부터 성인기까지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실시되었다는 점이며, 

특히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자기자비를 단일구조가 아닌 자기친절, 보편적 인간화, 마음챙김의 

긍정요인과 자기비난, 과잉동일시, 고립의 부정요인의 2요인으로 구성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기능한

다는 점을 밝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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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of�Caregiving�Stress�on�Life�Satisfaction�of�Mothers�

of� Children�with�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Differential�Mediating�Effects�of�Bi-factorial�Self-compassion*

3)4)5)

Kim,� Sin� Ae**

Koh,�Eun�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differential mediating effects of bi-factorial of 

self-compassion on relations between caregiving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of mo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r this purpose, the investigator first checked the fitness of a 

bi-factorial structure, which consisted of and tested if the  bi-factorial of positive and negative 

bi-factorial would be independent from each other. A Research was conducted of mo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ased on inventories on life satisfaction, caregiving stress, 

and self-compassion. Total 472 questionnaires were used in analysis. Analysis result : the 

bi-factorial of self-compassion factor had differential effects on the influence of caregiving stress 

on life satisfaction of mo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negative 

self-compassion factors ha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on relations between caregiving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Finally,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and implications for counseling 

were proposed. 

Key words: caregiving stress, mother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lf-compassion, life satisfaction.

  * This work is a modification of the kim sin ae doctoral dissertation (2018,8) 
 ** First author, Chairman of the Gyeongbuk Disabled Par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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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별첨

※ 다음 문항들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관한 문항입니다. 읽고 느끼는 정도를 해당 번호에 체크(√)
해 주십시오

질 문 내 용
전혀 

아니다
보통

매우 
그렇다

1)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1 –  2 –  3 –  4 –  5 –  6 –  7

2) 내 삶의 조건은 아주 좋은 편이다.  1 –  2 –  3 –  4 –  5 –  6 –  7

3)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1 –  2 –  3 –  4 –  5 –  6 –  7
4) 지금까지 나는 내 삶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1 –  2 –  3 –  4 –  5 –  6 –  7

5)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  1 –  2 –  3 –  4 –  5 –  6 –  7

※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보는 질문입
니다. 자신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칸에 √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내 자신의 결점과 부족한 부분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난하는 편이다.

2. 나는 기분이 처질 때, 잘못된 모든 일을 강박적으로 떠올
리며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3. 나는 상황이 나에게 좋지 않게 돌아갈 때, 그러한 어려움
은 모든 사람이 겪는 인생의 한부분이라고 여긴다.

4. 나는 내 부족한 점을 생각하면 세상과 단절되고 동떨어진 
기분이 든다.

5. 나는 마음이 아플 때, 내 자신을 사랑하려고 애를 쓴다.
6. 나는 나에게 중요한 어떤 일에서 실패를 하면,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힌다.
7. 나는 기분이 축 처지고 마음이 갈팡질팡 할 때, 세상에는 

나처럼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다. 
8. 나는 정말로 힘들 때는 내 자신을 모질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9. 나는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화가 날 때 는, 감

정의 평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10. 나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러

한 부족감을 느낄 거라는 생각을 떠올리려고 애를 쓴다.
11. 나는 내 성격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견디거나 

참기 어렵다
12. 나는 정말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내게 필요한 돌봄과 

부드러움으로 나를 대한다.
13. 나는 기분이 처져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행

복할 거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14. 나는 뭔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상황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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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자녀를 돌보면서 느끼는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보는 질
문입니다. 문항에 기술되어 있는 아래 다섯 가지 대답가운데 자신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정
도의 칸에 √표 해주십시오.

장애자녀를 돌보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장애자녀를 돌보는 상황에 더 이상 대처할 수 없다고 느
낀다.

2. 휴식이 필요하다고 자주 느낀다.
3. 장애자녀를 돌보는 상황 때문에 우울하다.
4. 내 건강문제 때문에 장애자녀를 돌보는 것이 고통스럽다
5. 앞으로 발생될 일에 대해 걱정이 된다.
6. 장애자녀를 돌보는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느낀다
7. 장애자녀 때문에 휴가를 떠나기가 어렵다.
8. 장애자녀로 인해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9. 장애자녀를 돌보면서 일상적인 가사일로 몸과 마음이 어

지럽다.
10. 장애자녀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은 적이 있다.
11. 장애자녀에게 드는 비용 지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 장애자녀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당혹스러움을 느낀다.
13. 장애자녀로 인해 집에 손님을 초대하기가 어렵다
14. 장애자녀로 인해 자주 화가 난다.
15. 장애자녀로 인해 자주 좌절을 느낀다.

15. 나는 내가 겪은 실패들에 대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로 보려고 노력한다.

16.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나 자신의 어떤 면들을 보면, 스
스로를 비난한다.

17. 나는 나에게 중요한 어떤 일에서 실패를 하면, 그 상황을 
가급적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려고 한다.

18. 내가 정말로 힘들게 애를 쓰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틀림없이 나보다 더 마음 편하게 지내고있을 거라고 느
끼는 경향이 있다. 

19. 나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20. 나는 어떤 일로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 날 때 내 감정에 

휩싸이는 경향이 있다
21. 나는 고통을 겪을 때는 나 자신에게 약간 냉담하게 대하

는 경향이 있다
22. 나는 기분이 처질 때면 호기심과 열린 마음을 갖고 내 

감정에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23. 나는 내 자신의 결점과 부족함에 관대하다.
24. 나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크게 부풀려서(확

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25. 나는 중요한 어떤 일에서 실패하면, 나 혼자만 실패한 기

분이 든다.
26. 내 성격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견디어 내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