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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기자비가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기자비를 측정
하는 척도들의 요인구조에 대해서는 비일관적인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
자비척도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한국판 자기자비척도의 요인구조를 검증하고, 자기자비와 자
기냉담의 차별적인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 1에서는 대학생 457명을 대상으로 한국판
자기자비척도의 8개 요인구조 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개의 일반요인
(자기자비, 자기냉담)과 6개의 영역특성요인(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챙김, 자기판단, 고립, 과잉
동일시)으로 구성된 second-order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 2에서는 자기
자비와 자기냉담이 각각 정적정서와 부적정서를 매개로 정신적 웰빙과 우울을 예측하는지 살펴보았
다. 그 결과, 자기자비는 정적정서를 매개로 정신적 웰빙과 관련이 있는 반면 자기냉담은 부적정서
를 매개로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자비척도의 활용
방안, 상담에 대한 시사점 및 후속 연구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기자비척도, 자기자비, 자기냉담, 요인구조, 정적정서, 부적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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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및 개념화하였다-1)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도

서 론

자기 자신을 친절과 이해로 보살피는 ‘자기친절
최근 한국 사회에서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관

(self-kindness)’, 2) 고통을 개인적인 것으로 인식

심이 높아지면서 자기 관련 개념, 예를 들어, 자

하기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

존감, 자존감 안정성, 자기자비 등에 대한 연구가

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보편적 인간성(common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자존감 열풍이

humanity)’, 3) 고통으로부터 비롯된 사고 및 정서

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존감 향상에 대한

경험과 자신을 동일시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수용

연구가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스스로에게 ‘그래

하는 ‘마음챙김(mindfulness)’.

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즉 자기자비에 대한 연구

그동안 국내외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자기

가 늘어나고 있다(김민경, 2017; 조효석, 2018). 이

자비가 심리건강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이 보고되

러한 변화는 자존감이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었다. 예를 들어, 높은 자기자비는 심리적 안녕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에도 불구하고(Rosenberg,

감(박세란, 이훈진, 2013; Baer, Lykins, & Peters,

1965) 실패나 성공 경험에 따라 변할 수 있고, 과

2012), 대학생활 적응(정영숙, 김수빈, 2014)과 같

도하게 높으면 폭력성, 자기애성 성격으로 이어지

은 긍정적 심리적 지표와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

는 등 몇 가지 역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이

는 반면, 섭식장애(이신혜, 조용래, 2014; Braun,

수민, 양난미, 2016; Baumeister, Smart, & Boden,

Park, & Gorin, 2016), 우울(오혜진, 최희철, 2018;

1996; Raskin, Novacek, & Hogan, 1991). 이와 같이

Krieger et al., 2013), 불안(Pauley & McPherson,

자존감의 문제점이 보고되고 자기자비의 임상

2010; Werner et al., 2012), 자살사고(노상선, 조용

적 유용성이 알려지면서(박세란, 이훈진, 2013,

래, 최미경, 2014) 등의 부정적 심리적 지표와는

2015a), 자존감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심리 내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적 특성인 자기자비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한 자기자비의 임상적 효과성이 밝혀지면서 자기
자비 프로그램도 개발되었다. 가령, 노상선과 조
용래(2013)가 개발한 자기자비 함양 프로그램은

자기자비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대학생들의 정서조
자기자비(Self-compassion)는 Neff(2003a, 2003b)에

절곤란, 우울, 불안,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등을

의해 처음 소개된 이후 건강하고 안정적인 자기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박세란과

관련 변인으로써 관심을 받고 있다. 불교심리학에

이훈진(2015b)이 개발한 자기자비 프로그램은 참

서 출발한 개념인 자비(compassion)는 인간의 주요

여자들의 경계선 성격 수준을 유의하게 감소시

덕목 중 ‘비(悲)’에 해당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이

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사하게, 김유진과 장

나 생명의 고통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

문선(2016)은 자기자비를 촉진하는 글쓰기가 정

며(김완석, 이성준, 유연재, 2013), 한국에서는 ‘자

서조절곤란과 우울 수준의 감소 및 유지에 효과

비’ 혹은 ‘연민’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자

적임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이, 자기자비가 심리

비의 여러 유형 중 자기자비는 자비의 대상을 자

적 부적응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훈련을 통해

신에게 향했을 때를 뜻하며(Neff, 2003b), Neff는

향상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자기자

자기자비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차원으로 정

비는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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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받게 되었다.

인간성’, ‘마음챙김’, ‘자기판단’, ‘고립’, ‘과잉동일
시’), 2요인 상관 모형(‘자기자비’, ‘자기비판’), 3요
인 상관 모형(‘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

자기자비척도의 요인구조에 대한 선행연구

챙김’), 1요인 모형(‘자기자비’) 등이 적합한 것으
자기자비를 측정하는 도구로 가장 널리 사용되

로 나타났다(Tóth-Király, Bőthe, & Orosz, 2017). 또

고 있는 Neff(2003b)의 자기자비척도(Self-Compassion

한 몇몇 연구자들은 Neff(2003b)의 척도 개발 과정

Scale; SCS)는 긍정적, 부정적 요소가 대립쌍을 이

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는데(구도연, 정민철,

루는 3가지 차원(총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2016; Brenner et al., 2017; Muris & Petrocchi, 2017;

있다. 첫 번째 차원은 ‘자기친절(self-kindness) 대

Williams et al., 2014), 가령, 모형적합도로 NNFI

자기판단(self-judgment)’ 차원으로, 고통을 마주했

와 CFI만 확인하였고, 상위 1요인-하위 6요인의

을 때 자신을 판단하고 자책하기보다는 관대하

second-order 모형과 6요인 상관 모형 이외에 다른

게 이해하는 태도 혹은 그 반대를 의미한다. 두

요인구조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들이

번째 차원은 ‘보편적 인간성(common humanity) 대

한계점으로 제기되었다.

고립(isolation)’ 차원으로, 자신의 고통을 개인적

이에, Williams 등(2014)은 다양한 집단(표본 1=

인 것으로 받아들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을

명상 경험이 없고 임상군으로 평가되지 않는 성

경험하는 대신 보편적인 경험으로 인식해 연결

인집단, 표본 2=명상가로 구성된 성인집단, 표본

감을 느끼는 것 혹은 그 반대를 의미한다. 세 번

3=재발성 우울증(recurrent depression) 임상 성인 집

째 차원은 ‘마음챙김(mindfulness) 대 과잉동일시

단)을 대상으로 Neff(2003b)의 SCS의 요인구조를

(over-identification)’ 차원으로, 고통을 이끄는 생각

재확인하였다. 특히, SCS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및 감정들에 몰두하여 과도하게 억제하거나 과장

위해, 1요인 모형, 6요인 상관 모형, 상위 1요인-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며 수용하는 것

하위 6요인의 second-order 모형을 대안적 모형으

혹은 그 반대를 의미한다(Neff, 2003b). 이러한 3가

로 설정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지 차원, 6개 하위요인을 바탕으로 Neff(2003b)는

표본에서 1요인 모형과 상위 1요인-하위 6요인

SCS를 개발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하위

모형의 적합도는 수용 가능하지 않고, 6요인 모형

6요인(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챙김’, ‘자

의 경우 표본 1에서만 수용 기준에 가까운 것으

기판단’, ‘고립’, ‘과잉동일시’) 그리고 상위 1요인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표본 및 모형

(‘자기자비’)으로 구성된 second-order 모형이 가장

에서 수용 가능하지 않은 적합도를 보여, Williams

바람직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등(2014)은 자기자비를 심리측정적으로 더 잘 구

하지만, SCS를 사용한 연구들이 늘어나면서 SCS

인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의 요인구조에 대한 다른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국내에서도 SCS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한

20여개 국가에서 SCS의 번안 및 타당화가 이루어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해외와 유사하게 그 결과

졌는데, 그 결과, 일부 연구들에서는 Neff(2003b)가

는 일관적이지 않았다. 먼저, 김경의 등(2008)이

제안했던 상위 1요인-하위 6요인의 second-order 모

대학생을 대상으로 SCS를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

형 이외에도 상위요인 없이 6개의 하위요인으로

화한 한국판 자기자비척도(K-SCS)의 경우, 6요인

만 구성된 6요인 상관 모형(‘자기친절’, ‘보편적

상관 모형은 수용 가능한 반면 3요인 모형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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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요인-하위 6요인 sencond-order 모형은 수용 가

의 6요인 상관 모형, 상위 1요인-하위 6요인

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이

second-order 모형, 2요인 상관 모형을 비교한 결과,

우경과 이경민(2010)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2요인 상관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K-SCS의 요인 구조, 특히 3요인 상관 모형, 6요인

나타났다. 더 나아가, Muris와 Petrocchi(2017)는 자

상관 모형, 상위 1요인-하위 6요인 second-order 모

기자비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에 대한 연

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6요인 상

구 결과를 보고한 18개 연구에 대해 메타분석을

관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 요인들이 긍정적 요

진현정과 이기학(2009)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SCS

인들에 비해 정신병리와 더 유의한 관련이 있는

의 또 다른 한국판 버전인 ‘한국 번역판 자기자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SCS의 2요인 구조가

비심 척도(K-SCS)’를 타당화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보고되자, 일부 연구자들은 SCS의 부정적 요인들

는 김경의 등(2008)의 연구와는 달리 6요인 상관

이 자기자비와 정신건강 문제 간의 관련성 정도

모형뿐 아니라 상위 1요인-하위 6요인 second-order

를 과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정적 요인을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역채점하여 SCS의 총점을 사용하던 기존의 척도

진현정과 이기학(2009)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

사용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를 초등학생에게 적합하게 수정 및 타당화한 심

관련하여, 한국에서도 구도연과 정민철(2016)이

우엽(2013)의 연구와, 박민정(2013)의 연구에서 공

다양한 연령대로 표본을 확대하여 3요인, 6요인과

통되게 20번 문항과 23번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함께 2요인 상관 모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

.40이하로 나타나면서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

과, 3요인 상관 모형과 2요인 상관 모형의 적합도

다(구도연, 정민철, 2016).

는 수용 가능하지 않고, 6요인 상관 모형만 수용

더불어, 최근에는 SCS의 2요인 구조를 지지하

가능한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

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가령, López 등

도연과 정민철(2016)은 김경의 등(2008)의 연구와

(2015)은 네덜란드 성인을 대상으로 SCS의 타당화

동일하게, 6요인 상관 모형을 수정하였고(22번 문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6개

항이 ‘마음챙김’과 ‘자기친절’에 동시에 부하되도

의 하위요인 중 긍정적 요인(‘자기친절’, ‘보편적

록 수정, 20번 문항과 26번 문항, 24번 문항과 25

인간성’, ‘마음챙김’)과 부정적 요인(‘자기판단’,

번 문항의 오차항 간 상관 허용), 2요인 상관 모

‘고립’, ‘과잉동일시’)이 각각 묶여 구성된 2요

형 또한 수정하여 재분석하였다(3번 문항과 10번

인 구조가 확인되었고, 긍정적 요인은 ‘자기자

문항, 14번 문항과 17번 문항의 오차항 간 상관

비(self-compassion)’로 부정적 요인은 ‘자기비판

허용). 그 결과, 수정된 6요인 상관 모형과 수정된

(self-criticism)’으로 명명되었다. 또한, 이렇게 분류

2요인 상관 모형의 적합도가 모두 수용 가능한

된 자기자비와 자기비판은 개인에게 상이한 영향

것으로 나타났고, 최종적으로 더 우수한 적합도를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자비는 정적

보인 수정된 6요인 구조가 채택되었다.

정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자기비

이와 같이 SCS의 요인구조에 관한 혼재된 결과

판은 반추, 신경증과 같은 부정적 심리적 지표와

들이 보고되고 자기자비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 요인이 구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와 유사하게, Costa 등(2016)의 연구에서도 SCS

Brenner 등(2017)은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6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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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구조 모형(1요인 모형, 2요인 상관 모형, 3요

연구 결과, 6개의 영역특성요인에 2개의 일반요인

인 상관 모형, 6요인 상관 모형, 상위 1요인-하위

으로 이루어진 2-bifactor 모형이 가장 우수한 것으

6요인 second-order 모형, 상위 2요인-하위 6요인

로 나타났고, 연구자들은 2개의 일반요인을 각각

second-order 모형), 그리고 상위 수준에서 일반요

‘자기자비(self-compassion)’와 ‘자기냉담(self-coldness)’

인(general factor)이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선

으로 명명하였다. 이후, Brenner 등(2018)은 자기자

행연구에서 살펴보지 않은 쌍요인(bifactor) 모형 2

비와 자기냉담이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디스트레

가지(1-bifactor 모형, 2-bifactor 모형)를 추가하여 총

스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

8개의 요인구조 모형을 분석하였다.

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 자기냉담

Bifactor 모형은 다차원 요인구조를 검증하는 방

은 심리적 안녕감, 디스트레스 모두와 유의한 상

법 중 하나로, 문항들의 공통성을 설명하는 일반

관을 보이는 반면, 자기자비는 심리적 안녕감과만

요인(general factor)과 일반요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

고유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하나 이상의 영역

기자비와 자기냉담으로 구성된 2요인 구조를 재

특성요인(domain-specific factor)으로 구성되고, 요인

확인하는 결과로, 자기자비와 자기냉담이 긍정적

들 간 상관이 없다고 가정하는 요인분석 모형이

심리적 지표와 부정적 심리적 지표에 상이한 영

다(서은철, 2015; Holzinger & Swineford, 1937).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Bifactor 모형은 한 모형 내에서 일반요인과 영역

반면에, Brenner 등(2017)의 주장을 반박하는 연

특성요인의 효과를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

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는데, Neff 등(2018)은

서 second-order 모형과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20개 국가에서 표집한 20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이유로 최근 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다. 먼저,

실시한 연구에서 5개의 모형(1요인 모형, 2요인

second-order 모형에서 측정변수는 영역특성요인에

상관 모형, 6요인 상관 모형, 1-bifactor 모형,

만 부하되고 일반요인에는 부하되지 않는 반면,

2-bifactor 모형)을 상정해 SCS의 요인구조를 검

bifactor 모형에서는 측정변수가 일반요인과 영역

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CFA) 및 탐색적 구

특성요인에 함께 부하된다. 즉, bifactor 모형은 측

조방정식 모형(ESEM) 분석 결과, 6요인 상관 모

정변수를 설명하는 일반요인과 영역특성요인의

형, 1-bifactor 모형, 2-bifactor 모형의 적합도가 우

분산을 각각 분리시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요인부하량을 고려할

장점을 갖는다. 둘째, second-order 모형은 bifactor

때, 2-bifactor 모형에 비해 6요인 상관 모형과

모형에 비해 제약이 큰 모형이라고 보고된다(서은

1-bifactor 모형이 더 우수한 것으로 드러나, Neff

철, 2015). 다시 말해, second-order 모형은 간명성

등(2018)은 SCS를 사용할 때 6개 하위요인 점수를

이 높으나 설명력이 떨어지는 반면, bifactor 모형

따로 계산하거나, 전체 점수를 계산하는 것이 바

은 설명력이 우수한 편이지만 간명성이 떨어진다

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는 특징이 있다. second-order 모형이 실제 존재하

이와 같이 SCS의 요인구조가 여전히 명확하지

는 경로의 효과를 기각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고

않다는 점 그리고 SCS의 요인구조가 한국인을 대

려할 때, bifactor 모형이 다차원 요인구조 검증 시

상으로 했을 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갖는 장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서은철, 2015).

고려할 때(구도연, 정민철, 2016; 김경의 외, 2008),

SCS의 요인 구조를 살펴본 Brenner 등(2017)의

SCS의 요인구조를 재탐색하는 국내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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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미 국내에서 SCS의 요인구

이러한 연구들과 더불어, 최근에는 자기자비

조를 확인하고자 한 노력이 있었으나(구도연, 정

및 자기냉담과 심리적 지표 간의 관련성을 살펴

민철, 2016; 김경의 외, 2008; 박민정, 2013; 심우

본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가령, Neff 등

엽, 2013; 이우경, 이경민, 2010), 이 연구들은 SCS

(2018)은 자기자비 및 자기냉담, 정신병리와 웰빙

의 2요인 구조를 second-order 모형과 bifactor 모형

을 포함한 8개의 심리적 지표 간 관계를 살펴보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지닌

았는데, 그 결과, 자기자비 및 자기냉담과 대부분

다. 이러한 국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 심리적 지표들 간에 중간에서 큰 정도의 효과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한국판 SCS의 요인구

크기가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자기자

조를 검증하는 것으로, second-order 모형과 bifactor

비와 자기냉담이 각각 심리적 지표에 지대한 영

모형을 포함하여 Brenner 등(2017)의 연구에서 상

향을 미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결과라고 설명하였

정한 8개의 요인구조 모형을 비교하였다.

다. 이에 반해, Muris, Otgaar, & Pfattheicher(2019)는

이와 더불어, 자기자비가 단일 상위요인이 아

자기자비와 자기냉담 간의 높은 상관(r=.70)과 자

닌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라는 두 가지 요

기냉담과 정신병리 간 정의의 혼란 및 중첩을 문

인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여러 연구자들의 주장

제점으로 지적하면서 Neff 등(2018)의 데이터를 편

을 토대로(Brenner et al., 2017; Costa et al., 2016;

상관(partial correlation) 분석을 통해 재검증하였다.

López et al., 2015, Muris & Petrocchi, 2017), 본 연

그 결과, 자기냉담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기자비는

구에서는 자기자비와 자기냉담이 각각 긍정적 심

정신병리와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리적 지표(정신적 웰빙)와 부정적 심리적 지표(우

난 반면, 자기냉담은 자기자비를 통제한 상태에서

울)에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정신병리와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적정서와 부적정서가 이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

이와 같이, 최근 자기자비의 2요인 구조와 심

펴보았다. 정적정서와 부적정서는 서로 관련이 있

리적 지표 간의 관계에 대해 검증하려는 노력이

지만 독립적인 요인으로(강혜자, 한덕웅, 전겸구,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관련 연구는 초기단계에

2000; 박홍석, 이정미, 2016에서 재인용), 정적정

불과하며 합의된 결과도 도출되지 않고 있다. 이

서는 주로 심리적 안녕감(Lyubomirsky, King, &

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비 및

Diener, 2005), 부적정서는 정신병리 및 문제행동

자기냉담이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와 갖는 관련성,

(Watson, Gamez, & Simms, 2005)의 측면에서 연구

그리고 정신적 웰빙에 대한 정적정서의 영향력,

되어 왔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자기자비와 자기

우울에 대한 부적정서의 영향력에 주목하여, 자기

냉담은 각각 정적정서, 부적정서와 유의한 상관을

자비 및 자기냉담과 정신적 웰빙 간 관계에서 정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자비에 비해 자기

적정서의 매개효과와, 자기자비 및 자기냉담과

냉담이 부적정서와 더 강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

우울 간 관계에서 부적정서의 매개효과에 대해

로 확인되었다(López 외, 2018). 이와 유사하게, 자

살펴보았다. 자기자비와 자기냉담이 어떤 기제를

기자비 및 자기냉담과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 간

통해 정신적 웰빙과 우울과 같은 심리적 결과로

의 관계를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López,

이어지는지에 대해 밝히는 것은 심리치료 장면에

Sanderman, & Schroevers(2016)의 연구에서는 자기냉

서 긍정적 증상을 향상시키고 부정적 증상을 경

담만이 부적정서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감시키기 위한 개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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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후 설문

것이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두 개의 세부 연구로

에 참여하였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이

구성되었다. 먼저, 연구 1에서는 한국판 SCS의 요

었고 참여자들은 소정의 보상을 받았다. 수집된

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최근 second-order 모형과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457명의 자료

비교해 여러 면에서 장점(예. 측정변인에 대한 영

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의 평균연령

역특성요인과 일반요인의 영향력을 구분하여 확

은 21.78세(SD=2.42)였고 범위는 18-38세였다. 또

인할 수 있음)이 있다고 알려진 bifactor 모형을 포

한, 성별은 남성 218명(47.7%), 여성 237명(51.9%)

함하여, 8개의 대안적 모형(1요인 모형, 2요인 상

이었고, 학년은 1학년 72명(15.8%), 2학년 137명

관 모형, 3요인 상관 모형, 6요인 상관 모형, 상위

(30.0%), 3학년 134명(29.3%), 4학년 110명(24.1%),

1요인-하위 6요인으로 구성된 1-second-order 모형,

5학년 2명(.4%)이었다.

상위 2요인-하위 6요인으로 구성된 2-second-order
모형, 1개의 일반요인과 6개의 영역특성요인으로

측정도구

구성된 1-bifactor 모형, 2개의 일반요인과 6개의
영역특성요인으로 구성된 2-bifactor 모형)을 비교

한국판 자기자비척도

하였다. 또한, 연구 2에서는 정적정서가 자기자비

자기자비를 측정하기 위해 Neff(2003b)가 개발

및 자기냉담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그

하고, 김경의 등(2008)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

리고 부적정서가 자기자비 및 자기냉담이 우울에

화한 한국판 자기자비척도(The Korean Version of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Self-Compassion Scale; K-SCS)를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총 26문항, 3가지 차원의 6개 하위요인(‘자
기친절’ 대 ‘자기판단’, ‘보편적 인간성’ 대 ‘고립’,

연구 1

‘마음챙김’ 대 ‘과잉동일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거의 아니다, 5=거의 항상
연구 1에서는 대학생 49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총점이 높을수

실시하여 한국판 자기자비척도의 요인구조를 살

록 해당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 자

펴보았다.

기친절은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울 때라도 나는
나 자신에게 애정을 가지고 대하려고 노력한다”,
자기판단은 “나는 내 자신의 결점과 부족한 부분

방 법

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난하는 편이다”, 보편적
인간성은 “일이 정말 안 좋게 돌아가더라도 나는
그런 어려움은 모든 사람이 겪는 인생의 한 부분

참여자

이라고 생각한다”, 고립은 “나는 내 부족한 점을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심리학 강의를 수강하는

생각하면, 세상과 단절되고 동떨어진 기분이 든

대학생 49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

다”, 마음챙김은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때 나는

문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은 연구 설문 첫 페이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과잉동일시는

지의 연구 목적 및 비밀 보장에 대한 안내를 읽

“나는 나에게 중요한 어떤 일에서 실패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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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힌다”가

부적정서가 .83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적정서가

있다. 김경의 등(2008)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90, 부적정서가 .90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α는 .87,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간이정신진단검사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Derogatis와 Cleary(1977)

정신적 웰빙 척도
정신적 웰빙을 측정하기 위해 Keyes(2002, 2003)

가 개발하고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한

가 개발하고 임영진 등(2012)이 한국어로 번안 및

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간이정신진단검사-90-R

타당화한 한국판 정신적 웰빙 척도(Korean version

(Symptom Checklist-90-Revision)을 사용하였다. 이 척

of the Mental Health Continuum Short Form;

도는 총 90문항, 9개 하위요인(신체화, 강박증, 대

K-MHC-SF)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4문항, 3

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개 하위요인(‘정서적 웰빙’, ‘심리적 웰빙’, ‘사회

정신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우

적 웰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6점 척

울 증상을 측정하는 13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도(0=전혀 없음, 5=매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

문항은 5점 척도(0=전혀 없다, 4=아주 심하다)로

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적 웰빙이 높음을 의미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

한다. 문항의 예로는 “행복감을 느꼈다”, “나는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 문항의 예로는 “기운

내 성격의 대부분을 좋아하고 있다고 느꼈다” 등

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가 있다. 김은하 등

이 있다. 임영진 등(2012)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2017)의 연구에서 우울 척도의 Cronbach's α는 .91

Cronbach's α는 .93으로,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

으로,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났다.
자료분석

한국판 PANAS
정적정서와 부적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Watson,

먼저,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SCS

Clark와 Tellegen(1988)이 개발하고, 이현희, 김은정,

의 요인구조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이민규(2003)가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하고, 박

시하였다. 이때, SCS가 리커트 척도인 점을 고려

홍석과 이정미(2016)가 재번역 및 타당화를 실시

하여 범주형 변수를 연속형 변수로 가정해 모수

한 한국판 PANAS(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를 추정하는 WLSMV(Weighted Least Squares Mea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 2개 하

and Variance-adjusted Estimator) 방식을 사용하였다.

위요인(‘정적정서’, ‘부적정서’)으로 구성되어 있다.

SCS의 요인구조를 검증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최

각 문항은 5점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혹은 WLSMV 등을

많이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

사용해 모수를 추정하였는데, 리커트 5점 이하인

을수록 정적정서 혹은 부적정서가 높음을 의미한

순위범주형 척도에는 최대우도법보다 WLSMV가

다. 문항의 예로는 정적정서는 “흥미로웠다”, “맑

더 적합하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Bandalos,

은 정신이었다”, 부적정서는 “화가 났다”, “죄책감

2014, Finney & DiStefano, 2006; Neff et al., 2018에

이 들었다”가 있다. 박홍석, 이정미(2016)의 연구

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WLSMV를 사용하였다.

에서 이 척도의 Cronbach’s α는 정적정서가 .86,

특히,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SCS의 8개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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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CS에 대한 8가지 요인 모형
모형
1요인 모형

2요인 상관 모형

3요인 상관 모형

이론적 배경
Brenner 등(2017), Neff 등(2018)의 연구
에서 살펴본 모형

López 등(2015)과 Costa 등(2016)의 연구
에서 지지된 모형

자기자비의 이론적 개념화를 반영한
모형(Neff, 2003b)

한국판 자기자비척도의 타당화 당시
6요인 상관 모형

지지되었던 모형이며(김경의 등, 2008),
Neff 등(2018)의 연구에서 살펴본 모형

1-second-order 모형

Neff(2003b)가 개발한 자기자비척도의
SCS의 모형

Pfattheicher 등(2017)의 연구에서 지지된
2-second-order 모형

모형이며, Brenner 등(2017)의 연구에서
살펴본 모형

Neff 등(2018)의 연구에서 지지된 모형.
1-bifactor 모형

일반요인과 영역특성요인 간 상관을
가정하지 않음

Brenner 등(2017)의 연구에서 지지된 모
2-bifactor 모형

형. 일반요인과 영역특성요인 간 상관
을 가정하지 않지만, 일반요인 간에는
상관을 가정함(Neff et al., 2018)

각 모형의 그림에서 제시한 숫자는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의 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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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대해 CFI, TL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를

챙김)과 자기냉담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자기판단,

살펴보았다. 이 중 CFI와 TLI의 값은 .90 이상이

고립, 과잉동일시)들이 서로 부적 상관을 보이는

면 모형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주하며(홍

것으로 나타났다.

세희, 2000), RMSEA의 경우 .05 이하면 아주 좋은
적합도, .05~.08이면 좋은 적합도, .08~.10이면 보

요인구조 검증

통 적합도로 해석한다(Browne & Cudeck, 1993). 또
한, 수용할 만한 적합도 수준을 보인 모형들에 대

SCS의 요인구조를 검증하기 위해 8개 모형의

2

해 χ 차이검증을 실시하여 간명성과 설명량을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비교하였다.

6요인 상관 모형, 2-second-order 모형, 2-bifactor 모

형이 CFI와 TLI가 .90 이상, RMSEA가 .08 이하로
수용할 만한 적합도 수준을 보였으며, 2-bifactor

결 과

모형, 2-second-order 모형, 6요인 상관 모형 순으로
우수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수용 가능한 모형 적합도를 보인 세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가지 모형(6요인 상관 모형, 2-second-order 모형,
자기자비 총점과 하위요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

2-bifactor 모형)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을 확인하

관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였다. 그 결과, 6요인 상관 모형의 경우 표준화된

를 살펴보면, 자기자비와 자기냉담이 유의한 부적

요인부하량이 .60~.90으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이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자비를

잠재요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하는 하위요인(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

유사하게, 2-second-order 모형도 일반요인에 해당

표 2.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 결과(N=457)
1
1. 자기자비 총점
2. 자기자비
2.1. 자기친절
2.2. 보편적 인간성
2.3. 마음챙김
3. 자기냉담
3.1. 자기판단
3.2. 고립

2

2.1

2.2

2.3

3

3.1

3.2

3.3

.74**

-

**

.87**

**

**

.56**

**

**

.49**

**

**

-.23**

**

**

.91**

**

**

.72**

**

**

.70
.55

**

.60

**

-.86

**

-.77

**

-.78

.82

**

-.29

**

-.25

**

-.29

**

.60

-.33

**

-.34

**

-.26

**

-.17
-.13

**

-.21

**

-.13
-.24

.90

-

-.26

-.29

-.12

-.26

.89

.71

.71**

-

M

3.08

2.80

2.58

2.92

2.95

2.63

2.58

2.38

2.95

SD

.59

.63

.71

.81

.76

.84

.89

.98

.93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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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3.3. 과잉동일시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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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8개 요인 모형의 모형 적합도 결과(N=457)
Model

x2

df

CFI

TLI

RMSEA

90% C.I.

***

299

.64

.61

.18

.17-.18

2요인 상관 모형

***

1447.23

298

.91

.90

.09

.09-.10

3요인 상관 모형

4399.98***

296

.66

.63

.17

.17-.18

6요인 상관 모형

***

284

.93

.92

.08

.08-.08

1-second-order 모형

***

3051.96

293

.77

.75

.14

.14-.15

2-second-order 모형

1085.47***

292

.93

.93

.08

.07-.08

***

273

.78

.74

.15

.14-.15

272

.96

.95

.07

.06-.07

1요인 모형

1-bifactor 모형
2-bifactor 모형

4651.58

1102.64

2923.79

***

815.19

***

p<.001.

하는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74~.99로 나타났고,

났는데, 이는 해당 문항들이 일반요인에 의해서는

영역특성요인에 해당하는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설명되지만 영역특성요인에 의해서는 설명되지

또한 .55~.91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영역특성요인에 해

반면, 2-bifactor 모형의 경우, 자기친절 영역특

당하는 요인계수가 유의하지 않을 시 해당 영역

성요인에 부하되는 23번(“나는 내 자신의 결점과

특성요인은 문항에 대한 독립적인 설명력을 갖지

부족함에 대해 관대하다”; λ=-.26, p<.01), 26번

못하므로 해당 문항이 일반요인에 의해서만 설명

(“내 성격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

되도록 모형을 수정하라는 서은철(2015)의 제안대

이해하고 견디어내려고 한다”; λ=-.16, p<.05) 문

로, 22번, 11번, 4번, 6번 문항을 일반요인에 의해

항과 과잉동일시 영역특성요인에 부하되는 6번

서만 설명되고 영역특성요인에 의해서는 설명되

(“나는 나에게 중요한 어떤 일에서 실패를 하면,

지 못하도록 모형을 수정하였다. 즉, 22번 문항이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힌다”; λ

자기자비 일반요인에 부하되는 반면 마음챙김 영

=-.03, p=.65) 문항은 동일 요인에 부하되는 다른

역특성요인에는 부하되지 않도록 하였고, 11번, 4

문항과 반대로 일반요인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번, 6번 문항이 자기냉담 일반요인에 부하되는 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역특성요인과 문항 간

면 각각 자기판단, 고립, 과잉동일시 영역특성요

상관의 경우, 22번(“나는 기분이 처질 때면 호기

인에는 부하되지 않도록 수정하였다.

심과 열린 마음을 갖고 내 감정에 다가가려고 노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정된 bifactor 모형에 대

력한다”; λ=.08, p=.15), 11번(“나는 내 성격 중에

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재실시한 결과, 자기자비

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견디거나 참기 어렵

일반요인에 해당하는 10번 문항이 .37(p<.001)로

다”; λ=.05, p=.30), 4번(“나는 내 부족한 점을 생

낮은 요인부하량을 보였다. 영역특성요인의 경우,

각하면, 세상과 단절되고 동떨어진 기분이 든다”;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λ=.07, p=.13), 6번(λ=-.03, p=.65) 문항의 표준화

지만, 자기친절 영역특성요인에 부하되는 23번(λ

된 요인부하량 값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25, p<.01), 26번(λ=-.15, p<.05) 문항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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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 상관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23번, 26번 문항

고 오히려 증가하였으므로, 2-second-order 모형을

이 자기친절 영역특성요인으로 설명되지 않을 가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그림 1).

능성을 확인하고자 두 문항이 일반요인에만 부하
되도록 모형을 한 번 더 수정하였다. 그 결과, 자

연구 2

기친절에 해당하는 모든 문항(5번, 12번, 19번)의
요인부하량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23번,
26번 문항은 자기친절 영역특성요인을 유의하게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밝힌 자기자비와 자

설명하는 문항이지만, 자기친절 요인에 해당하는

기냉담의 차별적 영향력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른 문항들과 달리 부정적 의미로 해석될 가능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1에서 수집한 대학생 457

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

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정적정서가 자기자비, 자기

과를 종합할 때, 2-bifactor 모형과 수정된 2-bifactor

냉담과 정신적 웰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그

모형은 모두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리고 부적정서가 자기자비, 자기냉담과 우울 간의

마지막으로, 6요인 상관 모형과 2-second-order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모형을 비교하였는데, 이 두 모형이 서로 포함
(nested)관계라는 점을 고려하여(서은철, 2015;

방 법

2

Brenner et al., 2017) x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second-order 모형이 6요인 상관 모형에 비
해 더 간명하면서 설명량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

자료분석

2

다(∆x =-17.17, ∆df=8, p=1.000). 즉, 6요인 상관
연구 2에서는 자기자비, 자기냉담, 정신적 웰빙,

모형은 2-second-order 모형에 비해 자유도를 8 만
2

큼 상실하였음에도 x 값이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

우울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자기자비와 자기

그림 1. 최종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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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담이 정신적 웰빙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 자기냉담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

향에서 정적정서의 매개효과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Anderson &
Gerbing, 1988). 이때, 자기자비, 자기냉담, 정신

구조(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변인들이

적 웰빙의 경우 하위요인에 따라 문항묶음(item

해당하는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지 측정

parcel) 하였고, 정적정서, 부적정서, 우울의 경우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측정모형

고유분산 분배전략 중 요인알고리즘 방식을 사용

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x =175.70,

하여 3개의 측정변수로 문항묶음 하였다(이지현,

p<.001, df=48, CFI=.96, TLI=.95, RMSEA=.08). 또

김수영, 2016). 또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한,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측정변인들의 표

위해 연구 1과 동일하게 CFI, TLI, RMSEA 등의

준화된 요인부하량은 .65에서 .94 사이로 모두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고, 매개효과가 통계적으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측

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

정변수들이 해당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하였다.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다음으로, 구조(연구)모형 검증을 실시한 결과,
구조(연구)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결 과

2

다(x =175.70, p<.001, df=48, CFI=.96, TLI=.95,
RMSEA=.08).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구조모

형 내 직접경로들의 계수를 살펴보면, 먼저, 자기

상관분석

자비에서 정적정서로 가는 직접경로는 유의하게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자기자

정적인 반면, 자기냉담에서 정적정서로 가는 직접

비는 정적정서와 정신적 웰빙 등의 긍정적 심리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

적 지표와는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에 부적정

자비와 자기냉담은 서로의 영향력을 통제하면 전

서와 우울 등의 부정적 심리적 지표와는 부적 상

자는 정적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후자

관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자기냉담은 정적정서

는 정적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와 정신적 웰빙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부적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서정서가 정신적 웰빙으로

정서와 우울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

향하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타났다.

또한, 자기자비에서 정적정서를 거쳐 정신적

표 4. 상관분석 결과(N=457)
정적정서
**

부적정서
**

정신적 웰빙

우울

자기자비 총점

.46

-.56

.56

-.66**

자기자비

.52**

-.25**

.53**

-.32**

자기냉담

-.26**

.60**

-.40**

.70**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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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인

자기자비

자기냉담

정적정서

정신적 웰빙

B

S.E

β

C.R.

→ 자기친절

1.00

-

.83

-

→ 보편적 인간성

.89

.07

.65

13.26***

→ 마음챙김

.95

.06

.74

14.83***

→ 자기판단

1.00

-

.85

-

→ 고립

1.11

.05

.86

20.84***

→ 과잉동일시

1.03

.05

.84

20.43***

→ PA1

1.00

-

.94

-

→ PA2

.94

.04

.86

27.04***

→ PA3

.92

.04

.85

26.55***

→ 정서적 웰빙

1.00

-

.77

-

→ 심리적 웰빙

1.26

.06

.90

19.69***

→ 사회적 웰빙

1.09

.06

.79

17.43***

측정변인

***

p<.001.

같이, 정적정서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이 .27
에서 .43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자비에서 정신적 웰
빙으로 이어지는 직접경로가 유의하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정적정서가 자기자비와 정신적 웰빙 간
의 관계를 부분매개 함을 시사한다. 이와 반대로,
그림 2. 연구모형 검증결과

자기냉담에서 정적정서를 거쳐 정신적 웰빙으로
향하는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본 결과,

웰빙으로 향하는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알

95% 신뢰구간이 -.09에서 .02로 0을 포함하여 유

아보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Bootstrapping을 이용한 연구모형의 간접효과 유의미성 검증결과

***

경로

간접효과

S.E

BC 95% CI

자기자비 → 정적정서 → 정신적 웰빙

.34***

.04

.27∼.43

자기냉담 → 정적정서 → 정신적 웰빙

-.04

.03

-.09∼.02

p<.001,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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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비, 자기냉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적정서의 매개효과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한 결과, 측정 모형이 자
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x2=172.76, p<.001,
df=48, CFI=.97, TLI=.96, RMSEA=.08). 또한, 표 7
그림 3. 연구모형 검증결과

에 제시된 대로 측정변인들의 표준화된 요인부하
량은 .67에서 .91 사이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변수들이 해당 잠재변수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기자비와 자기냉담은 서로의 영향력을 통제하

다음으로 구조(연구) 모형 검증을 실시한 결과,

면 전자는 부적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구조(연구)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만 후자는 부적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2

(x =172.76, p<.001, df=48, CFI=.97, TLI=.96,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부적정서가 우울로

RMSEA=.08). 그림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구조모

향하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형 내 직접경로들의 계수를 살펴보면, 자기자비에

또한, 자기자비에서 부적정서를 거쳐 우울로

서 부적정서로 가는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향하는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

반면, 자기냉담에서 부적정서로 가는 직접경로는

해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표 8과 같이, 부적

표 7.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
B

S.E

β

C.R.

→ 자기친절

1.00

-

.84

-

→ 보편적 인간성

.90

.072

.67

12.48***

→ 마음챙김

.91

.070

.72

13.03***

→ 자기판단

1.00

-

.84

-

→ 고립

1.12

.052

.86

21.58***

→ 과잉동일시

1.04

.049

.84

21.20***

→ NA1

1.00

-

.88

-

→ NA2

1.06

.038

.91

28.06

→ NA3

1.02

.037

.90

27.35***

→ 우울1

1.00

-

.87

-

→ 우울2

1.09

.040

.91

27.29***

→ 우울3

1.10

.040

.91

27.40***

잠재변인

자기자비

자기냉담

부적정서

우울

측정변인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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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Bootstrapping을 이용한 연구모형의 간접효과 유의미성 검증결과

**

경로

간접효과

SE

BC 95% CI

자기자비 → 부적정서 → 우울

-.02

.03

-.08∼.03

자기냉담 → 부적정서 → 우울

**

.04

.30∼.44

.36

p<.01,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계수임.

정서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Neff(2003b), Neff 등

다. 이에 반해, 자기냉담에서 부적정서를 거쳐 우

(2018), 김경의 등(2008), 이우경과 이경민(2010)이

울로 이어지는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이 .30에

주장한 6요인 구조와는 상이한 결과이지만, SCS의

서 .44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

2요인 구조를 지지했던 최근 연구자들의 주장과

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냉담에서 우울로 이어지

그 맥을 같이 한다(Brenner et al., 2017; Brenner et

는 직접경로가 유의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적

al., 2018; Costa et al., 2016; López et al., 2015,

정서가 자기냉담과 우울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함

Muris & Petrocchi, 2017). 특히, 최종 모형으로 2요

을 시사한다.

인 구조가 확인된 연구가 다수 존재하고(Brenner
et al., 2017; Costa et al., 2016; López et al., 2015)

최종모형으로 선택되진 않았지만 2-second-order 모

논 의

형의 적합도가 우수했던 연구도 있으며(Brenner et
al., 2017) 2-second-order 모형이 최종 모형으로 선

본 연구에서는 SCS의 요인구조에 대한 논쟁이

택된 연구도 있었으나(Pfattheicher et al., 2017), 국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관련 국내 연구가 부족한

내에서 2-second-order 모형이 최종 모형으로 채택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판 자기자비척도

된 것은 본 연구가 처음이다. SCS의 2요인 구조,

(K-SCS)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고, 자기자비와 자기

즉, 자기자비와 자기냉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냉담이 각각 정적정서와 부적정서를 매개로 정신

것이 비교적 최근이고 선행연구 중 2-second-order

적 웰빙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모형을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

특히, 연구 1에서는 K-SCS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려할 때 (Arimitsu, 2014; Brenner et al., 2017;

위해 8개의 모형(1요인 모형, 2요인 상관 모형, 3

Montero-Marín et al., 2016; Pfattheicher et al.,

요인 상관 모형, 6요인 상관 모형, 1-second-order

2017),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재검증될 필요가

모형, 2-second-order 모형, 1-bifactor 모형, 2-bifactor

있으나 국내에서 처음으로 SCS의 요인구조가

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연

2-second-order 모형으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구 2에서는 정적정서와 부적정서를 매개변인으로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설정한 매개모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2-second-order 모형에
비해 2-bifactor 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Brenner 등

먼저, 연구 1에서 8개의 요인 모형을 검증한

(201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지만, 20개 국가

결과, 2-second-order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에서 표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SCS의 요인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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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한 Neff 등(2018)의 연구에서 한국인 표본의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특히,

경우 2-bifactor 모형이 식별에 실패하여 적합하지

자기자비의 경우 불교 철학에서 출발해 종교와

않은 모형으로 확인된 것과는 일맥상통한다. 본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토착 종

연구에서 2-bifactor가 아닌 2-second-order 모형이

교 및 문화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먼저, 2-bifactor

지하는 연구 결과로, 태국, 대만, 미국 대학생들을

모형에서 측정변인의 분산을 일반요인과 영역특

대상으로 한 Neff, Pisitsungkagarn와 Hsieh(2008)의

성요인이 함께 공유하도록 했을 때, 일부 문항이

연구에 따르면, 자기자비는 동서양이 아닌 특정

일반요인에 의해서는 잘 설명되지만 영역특성요

문화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

인에 의해서는 잘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

다(자기자비 수준: 태국>미국>대만). 이에 대해,

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11번 문항(“나는 내 성격

Neff 등(2008)은 태국은 인구 95%가 자비를 주요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견디거나 참기 어

교리로 하는 불교를 종교로 하는 반면, 대만은 겸

렵다”)의 경우, ‘자기냉담’ 일반요인에 의해서는

손, 자기개발, 자기통제, 우수한 수행을 미덕으로

설명되지만(λ=.77, p<.001) ‘자기판단’ 영역특성요

하는 유교철학에 기반을 둔 문화권이기 때문에

인에 의해서는 잘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낮은 자기자비 수준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

고(λ=.05, p=.30), 1번 문항(“나는 내 자신의 결점

다. 한국의 경우도 대만과 비슷하게 유교사상이

과 부족한 부분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난하는

지배적인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

편이다”)의 경우에도 자기냉담 일반요인에 의해서

할 때, 서양 및 불교 문화권에서 이루어진 자기자

는 설명되지만(λ=.79, p<.001) 자기판단 영역특성

비 연구와 다른 양상의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요인에서는 .40 이하의 낮은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본

것으로 나타났다(λ=.16, p<.01). 이는 일반요인의

연구에서는 ‘자기친절’ 영역특성요인에 해당하는

분산을 통제했을 때, 영역특성요인이 일반요인으

문항인 23번(“나는 내 자신의 결점과 부족함에

로 설명하지 못하는 문항 간 공분산에 영향력을

관대하다”), 26번(“내 성격 중에서 마음에 들지

갖지 못하거나(예. 11번 문항) 너무 적은 영향력을

않는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견뎌내려고 한다”)은

가짐(예. 1번 문항)을 의미한다. 둘째, 연구 참여자

2-bifactor 모형에서 ‘자기친절’ 영역특성요인에 부

들이 해당 문항들을 영역특성요인보다는 일반요

하되는 다른 문항(5번, 12번, 19번)과 달리 부적

인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이 두

는데, 가령, 11번 문항을 ‘자기판단’ 영역특성요인

문항들이 긍정적인 측면의 자기자비를 포함하고

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자기냉담’ 일반요인에 해당

있지만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한국인에게는

하는 내용으로 지각했을 수 있다.

다소 무책임한 태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

더불어, SCS의 요인구조가 Brenner 등(2017)의

문이다. 특히, 많은 한국인들은 성공이나 실패 상

연구 결과와 다른 패턴을 보인 또 다른 이유는

황을 노력과 같은 자기조절 요인으로 귀인하고(박

문화적 차이, 즉, 본 연구의 참여자가 Brenner 등

영신, 2000), 자신에게 자비적 태도를 갖는 것이

(2017) 연구의 참여자와 달리 한국인이기 때문일

오히려 자기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수 있다. 관련하여, 최상진(1993)과 박영신(2000)은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결함이나 실패에

국내 심리학 연구가 한국의 토착심리 및 문화를

대해 ‘친절한’ 태도를 갖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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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할 수 있다. 더욱이, 서양인은 긍정적 자

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에게 자비적인

기를 유지하기 위해 부정적인 피드백보다 긍정적

사람은 높은 수준의 정적정서를 보이며, 이로 인

인 피드백을 더 많이 찾는 반면, 동아시아인은

해 높은 수준의 정신적 웰빙을 경험한다는 것을

부정적인 피드백에 더 민감하고 반응적이며, 이

의미한다. 이에 반해, 자기냉담에서 정신적 웰빙

를 통해 동기 부여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Heine,

으로 이어지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만 자기냉담

Kitayama, & Lehman, 2001; Macdonald, Brown, &

에서 정적정서로 이어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아

Sulsky, 2008)를 고려할 때, 자기친절이 의미하는

정적정서는 자기냉담과 정신적 웰빙을 매개하지

바는 서양인과 동양인에게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낮은 자기냉담적 태

보인다.

도를 갖는 것이 결과적으로 정신적 웰빙 수준을

다음으로, 연구 2의 결과를 살펴보면, 상관분석

높일 수는 있지만, 그 기저인 정적정서 자체를 높

결과, 자기자비와 자기냉담 간에 유의한 부적 상

이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울을 종속변인

관이 나타났고, 자기자비는 정신적 웰빙, 정적정

으로 설정한 매개모형을 분석한 결과, 부적정서는

서와, 자기냉담은 우울, 부적정서와 더 큰 상관을

자기냉담과 우울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기자비의 긍정

나타난 반면, 자기자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적 요인(자기자비)보다 부정적 요인(자기냉담)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기에게 냉담할수록 부적정서

정신병리와 더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

수준이 높고 이로 인해 우울에 취약할 수 있음을

는 결과이다(Brenner et al., 2017; Costa et al., 2016;

의미하며, 높은 자기자비적 태도를 갖는 것이 결

López et al., 2015; Muris & Petrocchi, 2017). 한편,

과적으로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부적정서

본 연구의 상관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Neff

자체를 감소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등(2018)의 연구에서도 정신병리에 대한 자기자비

이러한 자기자비와 자기냉담의 상이한 영향력

와 자기냉담의 영향력에는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

은 긍정심리학 관점과 결부시켜 해석해 볼 수 있

난 반면, 긍정적인 정서적 안녕감 지표에 대해서

다. 긍정심리학에 따르면, 심리학의 긍정적 요인

는 자기자비와 자기냉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과 부정적 요인은 서로 관련이 있지만 구분되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자기자

개념화되어야 한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비와 자기냉담을 구분해 심리적 안녕감과 같은

2000; Snyder & McCullough, 2000). 가령, 긍정심리

긍정적인 심리적 지표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

학의 대표적인 학자인 Keyes(2002)는 정신건강의

가 거의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이원론을 주장하였는데, 즉, 낮은 수준의 우울이

자기자비와 자기냉담 연구에 있어 서로의 영향력

높은 수준의 행복이나 정신적 웰빙을 의미하는

을 통제한 상태에서 각각이 어떤 심리적 지표와

것은 아니며 반대로 낮은 수준의 행복이나 정신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적 웰빙이 높은 수준의 우울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에, 연구 2에서는 자기자비와 자기냉담을 독

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심리학 관점을 자기자비와

립변인으로, 정적정서와 부적정서를 매개변인으

자기냉담에 적용해보면, 자기자비의 부재는 자기

로, 정신적 웰빙과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냉담이 아니며 자기냉담의 부재가 자기자비로 직

매개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먼저, 자기자비

결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자기자비와 정신병

가 정적정서를 매개로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

리,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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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자기자비를 긍정적 측면의 자기자비

적일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자기자비를 높이

와 부정적 측면의 자기냉담으로 구분할 필요가

는 데 효과적인 개입방법으로는 자기자비 글쓰기

있다.

를 활용할 수 있는데, 유애영(2017)의 연구에 의하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면 사회적 배제 경험 이후 주의분산 글쓰기를 실

본 연구에서 한국판 SCS에 가장 적합한 요인 모

시한 집단에 비해 자기자비 글쓰기를 실시한 집

형이 2-second-order 모형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

단의 행복감이 유의하게 더 많이 증가하였지만,

할 때, SCS의 2요인 구조를 검증했던 Brenner 등

우울감의 감소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나

(2017), Coroiu 등(2018), Kumlander 등(2018)의 제안

타나지 않았다. 즉, 행복감을 높이고자 하는 개입

과 마찬가지로 자기자비와 자기냉담을 구분하여

방법으로 자기자비 글쓰기를 활용할 수 있을 것

사용하고, 하위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이다.

영역특성요인 6요인을 각각 사용하는 것이 중요

마지막으로, 부적정서가 자기냉담과 우울 간의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판 SCS 사용 시 자

관계를 매개하지만 자기자비와는 관련이 없다는

기자비에 해당하는 13문항(자기친절, 보편적 인간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우울증상을 호소하

성, 마음챙김)만을 사용하고, 자기냉담을 측정할

는 내담자와의 상담 시, 자기냉담적 태도를 줄일

때는 자기냉담에 해당하는 13문항(자기판단, 고립,

수 있는 개입을 활용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낮출

과잉동일시)만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

필요가 있겠다. 자기냉담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료된다.

는 마음챙김 명상을 활용할 수 있는데, 왕인순과

둘째, 자기냉담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

조옥경(2011)의 연구에 의하면 자애명상을 더 많

기자비는 정신적 웰빙과 관련이 있고 자기자비를

이 실시한 집단에서 부적정서가 유의하게 감소하

통제한 상태에서 자기냉담은 우울과 관련이 있다

였으며, 우울, 불안, 스트레스에 대한 명상 개입의

는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자

효과성을 살펴본 Van der Gucht 등(2018)의 연구에

기자비와 자기냉담을 구분하여 탐색하고 그에 맞

서 자기자비는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자기냉담은

는 상담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유의한 매개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이를 위해, 상담자는 한국판 SCS의 자기자비와 자

결과를 살펴볼 때, 명상이 자기냉담을 줄임으로써

기냉담의 문항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자기자비 및

부적정서 및 증상 감소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자기냉담 수준을 살펴보고 낮은 자기자비가 정신

있다. 또한, 자기비판적인 자동적 사고의 내용을

적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혹은

탐색하고 이를 수정하는 인지치료 기법 또한 자

높은 자기냉담이 우울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지

기냉담을 감소시키는 개입으로 활용할 수 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정적정서가 자기자비와

본 연구의 제한점와 이에 따른 후속연구에

정신적 웰빙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만 자기냉담과

대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정신적 웰빙

2-second-order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

수준을 높임으로써 더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하고

타났지만, RMSEA의 경우 .08로 아주 우수한 수준

자 하는 내담자와 상담할 때는 자기냉담에 대한

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Montero-Marín et al.(2016)의

개입보다는 자기자비를 향상시키는 개입이 효과

연구에서 자기자비와 자기냉담을 동일 요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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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포함시킨 모형보다 긍정적 문항을 분리하고

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정적 문항으로만 구성한 1-negative-second-order
모형(일반요인-자기냉담,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bifactor

영역특성요인-자기판단,

모형을 포함한 8가지 모형을 상정하여 비교 분석

고립, 과잉동일시)이 가장 우수한 적합도를 보였

함으로써, 한국판 SCS의 요인구조를 심층적으로

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후속연구를 통

탐색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인을

해 자기자비와 자기냉담을 별개의 요인구조로 분

대상으로 자기자비와 자기냉담이 부정적 심리적

리한 새로운 모형 검증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

지표뿐만 아니라 긍정적 심리적 지표에도 상이한

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후속 연구에서도 자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향후 연구와

자비와 자기냉담을 측정하는 문항을 구분하여 사

상담 현장에서 두 요인을 구분하여 측정하고 탐

용할 것이 제안되고 자기자비 26문항의 총합을

색할 필요가 있음을 검증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재확인된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자기자비와 자기냉

다면, 현재 자기자비 요인만이 반영되어 있는 SCS

담의 다른 역할과 기능을 밝히는 데 심리측정적

의 척도명을 ‘자기자비와 자기냉담 척도’로 수정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정적정서와 부적정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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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adays, Self-Compassion is widely discussed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studies. Nevertheless, inconsistent
results have been reported on the factor structure of the Self-Compassion Scal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 structure of the Korean version Self-Compassion Scale and observe the distinctive influence of
self-compassion and self-coldness. For this, in Study 1, we conducte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o evaluate 8
models in a sample of 457 undergraduate students. The results showed that a second-order structure consisting of
2 general factors(Self-Compassion and Self-Coldness) and 6 domain-specific factors(Self-Kindness, Common
humanity, Mindfulness, Self-judgment, Isolation, Over-identification) was the most suitable. In Study 2, the
researchers investigated whether Self-Compassion and Self-Coldness respectively predict the mental well-being and
depression through the media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The results indicated that Self-Compassion
was related to mental well-being mediating by positive emotions but Self-Coldness was related to depression
mediating by negative emotions.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of counseling practices and the directions
for further studies were discussed with suggestion for using the K-SCS.
Key words : Self-Compassion Scale, Self-Compassion, Self-Coldness, factor structure,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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