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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were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mothers' parenting stress, mindfulness and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by correlation analysis and to examine whether mothers'
mindfulness accounts for variance i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fter controlling for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ress by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addition, the present study also investigates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four facets of mindfulness on both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by
simultaneous regression analysis. Ninety one mothers whose children are in counseling completed measures of the
Parenting Stress Index, Mindfulness and CBCL(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The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that parenting stres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mindfulnes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both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Mindfulness
predicted significant variance in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after controlling for parenting
stress. Only de-centered attention of mindfulness four facet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a negative direction.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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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들어, 아동 및 청소년의 상담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아동 및 청소년 연
간 상담건수는 전년에 비해 48.1% 증가하였고, 이중 초등학생이 전년에 비해 85.9%의 증가
를 보여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보건복지부, 2009). 이러한 수치는 아동 및 청소년의 관련
상담센터 방문 증가는 물론 상담센터 방문 원인에 따른 적절한 개입을 위한 실증적인 연구
의 필요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상담센터에 방문한 부모가 호소하는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자녀의 문제행동이다. 문
제행동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Achenbach와 Edelbrock(1983)은 문제행동을 크게
내재화문제(internalizing problems)와 외현화문제(externalizing problems)로 나누었다. 내재화문제
란 자신의 욕구를 지나치게 억제하고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여 생기는 문제행동으로 주로
외로움이나 우울, 위축이나 두려움 등이 해당된다. 반면, 외현화문제는 행동을 적절히 통제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로, 공격성이나 과잉행동, 충동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공격성이
나 불복종 같은 파괴적인 행동들은 미국의 경우, 상담센터 내원의 약 75%에 이를 정도로
빈번한 심리적 문제이며(Feinfield & Baker, 2004), 이러한 외현적 문제행동은 아동의 미래 행
동문제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 중 하나로, 시간이 경과해도 지속되고 성공적인 또
래관계를 방해하는 요인이다(Hinshaw & Melnick, 1995). 또한 내재화 문제의 경우, 외현화 문
제에 비해 쉽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간과되기 쉽지만(Coyle, Pine, Charney, Lewis, Nemeroff,
Carlson, Joshi, David, Richard, & Martha, 2003), 아동기의 우울 같은 내재화 문제는 성인기의
우울이나 불안 같은 부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므로(Aronen, & Soininen, 2000), 이 두
가지 문제 행동은 초기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러한 아동의 문제행동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요인을 밝히려 노력해 왔고,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거나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부모자신에 관
련된 변인, 아동과 관련된 변인,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나누어진다(Morgan,
Robinson, & Aldridge, 2002).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주로 양육 스트레스, 양육
행동, 그리고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박진아, 이경숙, 신의진
(2009)은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 스트레스가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Rodriguez(2011)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으면 자녀의 내재화문제의 가능성도 높아짐
을, 그리고 Kwon(2007)은 유치원생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 부모의 지능, 아
동의 문제행동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밝혔는데, 특히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보고 한 바 있다. 이는 유아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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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도 일치한다(Anthony, Anthony, Gilanville, Naiman, Waanders, & Shaffer, 2005). 또한 몇몇 연구
들은 양육 스트레스 증가와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스트레스 혹은 양육에 괴로움을 느끼는 부모일수록 자녀의 공격적인 문제행동을 자주 보고
하였고(Barry, Dunlap, Cotten, Lochman, & Wells, 2005), 부모의 양육 고통과 중요한 스트레스
사건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Crnic, Gaze, & Hoffman, 2005), 아동의 외현
화문제와 전반적인 양육 스트레스간의 연관성이 있음도 지적되었다(Blader, 2006).
특히 자녀의 문제로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부모의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자녀가
장애 혹은 문제행동을 가진 부모는 일반아동의 부모에 비해 2배∼3배 높은 스트레스를 받
고 있으며(Bae & Song, 1986, 김영미, 장미경, 김민경, 김진경, 2012에서 재인용), ADHD 집단
의 아동과 정서장애 아동의 어머니의 경우, 일반 아동의 어머니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연구결과(서민정, 장은진, 정철호, 최상용, 2003)도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이
임숙(2006)은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능력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은 자녀가 상담을 받는 어
머니들을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와 자녀의 문제행동감소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탐색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마음챙김
(mindfulness)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마음챙김이란 특별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
로, 의도적으로 현재의 순간순간에 주의를 집중하되, 좋고 나쁨 등의 판단을 하지 않고 있
는 그대로를 비판단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라 하였다(Kabat-Zinn, 1994). 또한 Baer(2003)는
자신에게 생각이나 감정들이 생길 때 바로바로 의도적으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되,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아프거나 건강함 등의 평가를 내리지 않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국내에
서는 박성현(2006)이 마음챙김 척도를 개발하면서 마음챙김을 현재자각, 주의집중, 비판단적
수용, 탈중심적 주의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렇듯 현재에 대한 판단을 하
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는 과거에 관한 생각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부정적 느낌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Baer, 2003). 따라서 마음챙김은 융통성을
증대시켜주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 및 감정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
며,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마음챙김이 삶의 만족
도, 자존감, 자율성, 긍정적 마음가짐, 그리고 즐거운 정서 등의 웰빙과 관련된 요인과 높은
상관이 있는 반면 우울(Brown & Ryan, 2003) 반추적 사고, 불안, 정서조절의 어려움(Baer,
Smith, Hopkins, Krietemeyer, & Toney, 2006)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와는 부적
상관을 보임이 밝혀졌으며, 마음챙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에 비해 사회적 불안
수준도 낮고 우울감도 낮으며, 스트레스도 덜 받고, 기쁨이 넘치고 희망차며 생활에 만족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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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낀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Rasmussen

& Pidgeon, 2011; Brown & Ryan, 2003, Greeson,

2009).

이렇게 마음챙김과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들이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마음챙김의 개념
이 자녀양육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Bögels, Lehtonen, & Restifo, 2010; Duncan, Coatsworth, &
Greenberg, 2009; Parent, Garai, Forehand, Roland, Potts, Haker, Champion, & Compas, 2010;

등(2009)은 마음챙김 양육태도에는 온전
하게 주의를 기울여 듣기, 자신과 자녀에 대해 비판단적으로 수용하기, 자신과 자녀의 정서
를 알아차리기, 양육의 관계에서 자신을 조절하기, 자신과 자녀에게 동정심 가지기의 5가지
차원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마음챙김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지금 이 순간 일
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가치판단 없이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아동의 욕구를 잘 파악하
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되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마음챙김 양육태도가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한 연구도 있다. 예를 들
어, 한 마음챙김적 양육 기제에 관한 문헌 연구(Bögel, 2010)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겪고 있
는 부모들은 아동을 거절하거나 통제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반응하게 되는데, 마음챙김적 양육태도를 가지게 되면 비판단적이고 수
용적인 태도로 인하여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마음챙김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편견을 감소시킴으로써 양육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내 자
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식의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한 채 불안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때 마음챙김은 이런 반복적인 부정적 사고의 고
리를 깨고 부모가 자녀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자녀
가 장애가 있을 때, 자녀에 대해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예상하며 자
녀에게 ‘이름붙이기(labeling)’ 등의 행동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마음챙김 명상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용홍출(2007)의 연구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다른 연구자들은 부모의 마음챙김이 자녀의 행동에도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에 관심
을 두었다. 예를 들어, Coatsworth(2010) 등은 65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강화 프로그램(the
Strengthening Families Program: For Parent and Youth 10-14)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부모가
아동을 대해는 데 능숙해지고 부모자녀 관계가 향상되었다. 또한 Singh, Lancioni, Winton,
Singh, Adkins와 Wahler(2010)는 장애를 가진 아동의 양육자 세 명에게 마음챙김기법을 훈련
시킨 결과, 자녀들이 엄마에게 순종하는 태도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양육자의
마음챙김 교육이 부모-자녀상호작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Coatsworth, Duncan, Greenberg, & Lix, 2010). Dun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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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주되어 질 수 있으며, 마음챙김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줌과 동시
에 마음챙김적 양육태도를 통하여 자녀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
특히 두 변인간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을 제외하고 마음챙김이 독립적인 기여를
하는 변인임을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선행연구들이 마음챙김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고유효과를 밝히기 보다는 마음챙김적 양육태도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고유효과를 밝힌 연구(전현숙, 손정락, 2010)라 하더라도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모-자녀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상담센터 내원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함께 연구되지 않았던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마음챙김 그리고 자녀의 내
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각각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양육 스트레
스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도 마음챙김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독자적
으로 기여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녀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스트레
스에 마음챙김의 어떤 하위요인의 기여도가 높은지를 검증함으로써 향후 치료 프로그램에
중요한 요인을 밝히고, 마음챙김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양육자와 자녀관계를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를 규명하여 자녀문제로 상담을 받고 있는 어머니들의
상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에 위치한 아동관련 상담소 3곳(서초구, 마포구, 성북구)을 선정하여 그 곳에 자녀문
제로 내원하여 상담중인 어머니 중 본 연구의 취지를 듣고 설문지 작성에 동의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98명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이중 7명은 설문지를 완성하지 못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어, 91명의 자료만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어머니들의 평균연령은 40.51
(SD=3.23)세였고 자녀의 평균 나이는 8.60(SD=2.76)세로, 남아가 65명 그리고 여아가 26명이
었다.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보다 부모가 느끼는 증상정도가
얼마나 심한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김자윤, 안동현, 고복자, 이영교, 이효경, 황혜순,
2002)에 따라 자녀의 문제에 따른 구분 없이 자녀문제로 상담을 받는 어머니는 모두 대상
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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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양육 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PSI)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를 신숙재(1997)가 수정하여 재구
성한 3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범주로는 일상적 스트레스(‘내 생활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꽤 많이 있다’ 등의 10문항),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아이는 변덕스럽
고 기분이 쉽게 변한다’ 등의 8문항),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나는 우리아이한테
좋은 부모라 생각한다’ 등의 9문항), 그리고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아이는 내 기대보
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가 느린 것 같다’등의 3문항)의 4개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을 나타낸다. 도구의 전체적인 신뢰도 계수는 .90
이었고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63∼.74 이었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신뢰도 계수는
.87이었고, 하위 요인별로는 일상적 스트레스 .80,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80, 자녀
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75, 그리고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63이었다.
1)

마음챙김 측정도구
마음챙김 측정도구로는 박성현(2006)이 개발한 마음챙김 척도(Mindfulness scale)를 이용하였
다. 이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마음챙김수준을 다음의 4가지 하위요인에 따
라 측정한다; 주의집중(concentration)-현재경험이나 과업에 주의를 유지하고 집중하는 것,
비판단적 수용(non-judgemental acceptance)-자신의 내적 경험에 대해 사유작용을 통한 평가
나 판단을 멈추고 발생한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태도, 탈중심적 주의
(de-centered attention)-마음의 현상에 휩싸이지 않고 관찰자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 현재자
각(present awareness)-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경험에 의한 즉각적이고 명료한 알
아차림. 4가지 하위요인 당 5개의 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에서 5점까지
의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전체문항이 ‘한 가지 과제나 일에 정신을 집중하기 어렵다’처
럼 부정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역채점한다. 총점의 점수가 높을수록 정도가 강한 것으로 해
석한다. 박성현의 연구에서 전체적인 신뢰도 계수는 .92였고 하위요인별로 .76∼.83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92로, 하위요인별로는 탈중심적 주의 .87, 비판단적
수용 .82, 현재자각 .75, 주의집중 .70이었다.
2)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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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본래 Achenbach(1991)가 부모가
4-18세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를 평가하도록 고안한 도구를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
은혜(1997)가 번안하여 표준화한 도구로, 아동 청소년기의 사회적 적응 및 정서 행동문제를
부모가 평가하도록 고안된 도구이다. 전체는 1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우울
-불안, 신체적 증상, 위축에 해당하는 31문항으로 내재화 문제를, 비행 및 공격에 해당하는
33문항으로 외현화 문제를 측정한다. 각 문항에 0점(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 1점(약간 혹은
때때로 그렇다), 2점(자주 그렇다)으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의 정도가 심한 것으
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문제의 신뢰도계수는 각각 .87, .84
였다.
Child Behavioral Checklist: K-CBCL)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마음챙김 그리고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마음챙김 하위요인들이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
하여 동시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마음챙김 하위요인 4가지를 독립변인
으로 투입하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자녀의 내재화문제 및 외현화문제를 각각 종속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문제행동과 상관이 있음이 밝혀져 온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도 마음챙김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고유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녀의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고 첫 단계에서는 어머
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마음챙김을 독립변
수로 투입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에는 SPSS 20 프로그램이 사용
되었다.
4. 연구절차

상담센터에 자녀의 문제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있는 어머니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
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참여를 동의한 어머니에 한해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
다. 설문지 작성은 상담센터에서 이루어졌으며, 설문지 작성에 걸리는 시간은 약 15분∼
30분이었다. 원하는 어머니에 한하여 추후 방문시 자녀 문제행동에 관한 결과를 설명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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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마음챙김, 자녀의 문제행동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1>과 같다. 먼저 양육 스트레스와 문제행동간의 관계
를 보면, 양육 스트레스와 내재화 문제 및 양육 스트레스와 외현화 문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하위영역별로는 일상적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 스트레스, 자녀의 기질과
관련한 스트레스 모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학습관련
스트레스는 문제행동 모두와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마음챙김과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마음챙김과 양육스트레스는 부적으
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마음챙김의 4가지 하위요인들은 모두 양육 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하위 요인 중 탈중심적 주의가 양육 스트레스와 가장 높은 상관
<표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마음챙김, 자녀의 문제행동의 평균, 표준편차와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변인

1

1

1

2

.79

2

3

**

1

**

4

3

.84

.45**

1

4

.46**

.18

.33**

5

**

.77

**

6

-.53

**

7

-.56

**

**

.36

**

-.47

**

-.58

**

5

6

7

.20

1

**

-.07

-.47**

**

*

**

.69**

*

**

-.40
-.35

**

9

-.21

*

-.40

**

-.44

-.33

-.21

-.23

.66

.74

1

9

-.42**

-.32**

-.42**

-.10

-.30**

.61**

.48**

.62**

**

**

*

**

**

**

**

-.51

**

-.24

**

12

1

-.43

-.53

11

1

8

10

10

1

**

.54

8

-.09

-.11
**

.57

**

.60

**

.61

*

1
.56**
*

1
*

11

.46

.35

.33

.12

.45

-.46

-.36

-.26

-24

-.21

1

12

.55**

.41**

.38**

.09

.60**

-.57**

-.42**

-.38**

-.25*

-.21*

.53**

1

M

86.72

30.13

26.16

9.81

20.58

75.13

16.99

19.24

20.25

19.22

10.85

11.37

SD

14.07

5.69

5.46

2.63

5.27

13.80

4.93

3.96

3.55

3.42

7.68

7.15

주. 1=스트레스총점, 2=일상적 스트레스, 3= 자녀와의 관계 스트레스, 4=학습관련 스트레스, 5=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6=마음챙김 총점, 7=마음챙김-탈중심적주의, 8=마음챙김-비판단적 수용, 9=마
음챙김-현재자각, 10=마음챙김-주의집중, 11=내재화문제 총점, 12=외현화문제 총점
*

p<.0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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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다. 또한 하위요인 모두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녀와의 관계 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아울러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학습관련 스트레스를 제외한 3가지 스트레스
모두 마음챙김 전체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한편, 마음챙김 전체와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고, 내재화 문제행동보다는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마음챙김의 4
가지 하위요인인 탈중심적 주의, 비판단적수용, 현재자각, 주의집중 모두 두 가지 문제행동
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인가운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와 가장 상관이 높았
던 하위요인은 탈중심적 주의였다.
2.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마음챙김 하위요인들의 기여도

마음챙김의 4가지 하위요인들이 양육 스트레스에 기여하는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탈중심
적 주의, 비판단적 수용, 현재자각, 주의집중의 마음챙김 4가지 하위요인을 예언변인으로
투입하고 양육 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동시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동시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마음챙김 전체는 양육 스트레스의 총 변량 중
35%를 설명하였으며, 4개의 하위요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탈중심적 주의(β =
-.54, p<.001)와 현재자각(β = -.26, p<.01)의 요인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부적으로 유
의하게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비판단적 수용과 주의집중의 기여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2>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마음챙김 하위요인의 상대적 기여도 결과

예언변인

탈중심적주의
비판단적수용
현재자각
주의집중
**

p <.01,

β

t

-.54

-4.06***

.09

.63

-.26

-2.21

.06

.48

R2

F

.35

11.72

***

**

***

p<.001

3.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마음챙김의 고유효과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
을 토대로, 양육 스트레스가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기여하는 부분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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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2

<표 3>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마음챙김의 고유효과

예언변인
양육 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마음챙김

β

t

R2

.49

4.86

.21

.30

2.76

-.30

-2.83

.28

ΔR2

F
23.58***

.07

16.74***

ΔR2

F

***

p<.001

단계
1
2

<표 4>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마음챙김의 고유효과

예언변인
양육 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마음챙김

β

t

R2

.55

6.28

.31

.35

3.64

-.38

-3.94

.41

39.46***

.10

30.72***

***

p<.001

고 마음챙김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각각에 미치는 고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1단계에서는 양육 스트레스를 투입
하고, 2단계에서는 양육 스트레스와 마음챙김을 투입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 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마음챙김은 내재화 문제행동의 28%를
설명하였다. 또한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을 통제
한 후에도 마음챙김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고유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음챙김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은 7%였다(β = -.30, p<.001). 다음으로 자녀의 외현화 문제
행동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마음챙김은 외현화 문제행동
의 41%를 설명하였다. 또한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영
향을 통제한 후에도 마음챙김이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고유효과는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마음챙김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은 10%였다(β = -.38, p<.001).
4.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마음챙김 하위요인들의 기여도

마음챙김의 4가지 하위요인이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기여하는 정도를
밝히기 위해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고, 마음챙
김의 4가지 하위요인을 예언변인으로 투입하여 실시한 동시적 중다 회기분석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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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녀의 내재화문제에 대한 마음챙김 하위요인의 상대적 기여도 결과

예언변인

탈중심적주의
비판단적수용
현재자각
주의집중
*

p<.05,

β

t

R2

F

.14

3.42*

**

-.37

-2.44

.07

.37

-.13

-.96

.05

.38

**

p <.01

<표 6> 자녀의 외현화문제에 대한 마음챙김 하위요인의 상대적 기여도 결과

예언변인

탈중심적주의
비판단적수용
현재자각
주의집중
**

p <.01,

β

t

R2

F

.19

5.03***

**

-.60

-2.79

-.07

.25

-.19

-.96

.24

.38

***

p<.001

표 5>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내재화 문제행동의 경우, 마음챙김의 4가지
하위요인들에 의해 전체변량의 14%가 설명되었다. 또한 마음챙김의 4가지 하위요인 중
탈중심적 주의가 내재화 문제행동에 부적으로 유의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나
머지 3가지 요인인 비판단적 수용, 현재자각 그리고 주의집중의 기여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법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양육 스트레스의 효과를 제외한 마음챙김의 고
유효과를 분석한 결과, 마음챙김의 고유효과가 유의미하였으며, 문제행동의 총변량의 19%
를 설명하였다. 동시적 회귀분석 결과, 마음챙김의 4가지 하위변인 중 탈중심적 주의가 외
현화문제에 대해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기여하였고, 나머지 3가지 요인인 비판단적 수용, 현
재자각 그리고 주의집중의 기여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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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상담센터에 내원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마음챙김 그리고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마음챙김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독립적으로
기여하는 변인임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마음챙김의 4가지 하위요인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전체적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와 정
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스트레스가 자녀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Kwon, 2007). 특히, 외현화 문제행동과 양육 스트레스의 상관이
내재화 문제와의 상관보다 높아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더욱
더 영향을 받음을 시사한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의 4가지 하위요인 중, 일상스트레스, 자녀
와의 관계스트레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모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정
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학습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둘째, 마음챙김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일상
적으로 발생하는 양육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건전한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데,
마음챙김적 양육태도를 형성하게 되면 부모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이것은 다시 자녀의
문제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감소시켜 결국 부모 자녀 관계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Bögels 등
(2010)의 설명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특히 마음챙김 하위요인 중 탈중심적 주의와 현재자
각의 기여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하
나의 방법으로 탈중심적 주의와 현재자각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셋째, 어머니의 마음챙김은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와 부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마음챙김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마음챙김의 4가지 요인인 탈중심적 주의, 비판단적 수용, 현재자
각, 주의집중 모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부정적인 상관을 보여, 어머니가 마음챙김
적 양육태도를 지닌다면 자녀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Coatsworth(2010)와 동료들의 연
구결과를 지지할 뿐 아니라, 부모가 마음챙김적 양육태도를 가지게 되면 아동의 순응도가
증가하고 나아가 부모자신의 양육 스트레스까지도 감소한다는 연구와도 일치한다(Singh et
al, 2010).

넷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이라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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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증명되었지만(Rodriguez, 2011; 이유진, 박 경, 2005; Kwon, 2007),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양육 스트레스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을 제외하고도 마음챙김이 독자적
으로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에 고유한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자녀의 문제로 상담을 원하는 어머니들에게 마음챙김적 양육태도를 소개하
고 교육시키는 것이 자녀의 문제행동 감소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와 더불어 마음챙김의 4가지 요인들 중 어떤 요인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기
여하는지를 탐색한 결과, 탈중심적 주의의 기여도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중심적 주
의는 현재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것을 바라
보는 능력으로(박성현, 2006), 미래에 대한 걱정이 떠올라도 불안에 휩싸이지 않고, 고민에
빠져도 집착하지 않고 미래의 불행에 대해 미리 걱정하지 않으며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
보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탈중심화 능력은 과거나 미래에 대해 반복하여 생각하는 반추
적 사고(ruminative thinking)를 감소시켜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에 대한 보호요인이 된다
(Teasdale, 1999). 또한 반추적 사고를 감소시키면 차례로 공격성 및 적대적 행동을 감소시키
게 되어 외현적 문제행동 감소에 도움이 된다(Borders, Earleywine, & Jajodia, 2010).
이와 같은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문제로 상담을 받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마음챙김, 그리고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이다. 기존의 마음챙김 관련 변인
연구들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았고 부모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마음챙김 프로
그램의 실시 후 양육태도의 변화를 살핀 것이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변
인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봤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어머니의 마음챙김 정도가 높
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모두 감소한다는 사실은
바람직한 자녀양육태도로 마음챙김적 태도가 중요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마음챙김의 중요
성을 다시 한 번 밝힌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마음챙김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통제한 후에도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
동문제에 독립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힘으로써 마음챙김을 부모상담에 중요한
변인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이론적 틀을 만들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다
루는데 있어 마음챙김에 근거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및 이론적 틀을 제시함과 동시에
나아가 마음챙김적 태도를 통한 자녀의 문제행동 예방가능성까지도 시사 한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마음챙김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에는 마음챙김의 하위요인 중에서
도 탈중심적 주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탈중심적 주의의 중요성은 마음
챙김과 분노표현(전현숙, 손정락, 2010; 전현숙, 손정락, 2011),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연구
(문정순, 한규석, 2012)에서도 강조된바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다시 한 번 중요성이 확인
되었다. 이는 전현숙과 손정락(2010, 2011)이 탈중심적 주의의 기여도가 컸던 연구결과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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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여러 가지 마음챙김에 기초한 치료접근 중 탈중심적 주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MBCT(Mindfulness Based Cognitive Therapy)를 분노표현 조절 프로그램으로 선택할 것을 제안
한 것과 같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에도 탈중심적 주의가 강조되는
MBCT의 적용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는 연구의 참여 대상이 일반 부모가 아닌 자녀문제로 상담을 받
고 있는 어머니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자녀문제로 상담을 받고 있는 어머니들은 스트
레스가 비교적 높고 현재 문제를 당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시급한 실정이나 마음챙
김 연구들 중 일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은 그 연구결과를 임상현장에서 적용하
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Coatsworth et al, 2010; Duncan et al, 2009). 하지만 본 연구를 통
하여 마음챙김이 우리나라 상담현장에서도 적용 가능한 개념이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여
진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녀 문제행동에 대한 마음챙김의 고유설명변량은 선행연구
(전현숙, 손정락, 2010)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을 보완하여
설명변량의 증가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측정도구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마음챙김 척도는 자기 보고식 검사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어머니의 마음
챙김 수준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실험적 방
법, 맥박수와 같은 생리적 지표를 이용한 방법, 혹은 언어식 보고가 아닌 카드 정렬 기법,
뇌영상을 이용한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척도인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 점수는 마음챙김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 같은 결
과가 학업스트레스 측정 문항의 제한점(예를 들어, 문항이 3문항으로 적고, ‘아이는 내 기대
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가 느린 것 같다’처럼 아이의 학습이 느려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보다는 학습속도를 측정할 가능성)때문인지 혹은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의 경우, 비록
어머니가 마음챙김적 양육태도를 가진다해도 부모가 학습과 관련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달
라지지 않는 것인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례수가 다소 적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91명으로 설문지를 통한 연구
참여자의 연령, 자녀의 나이, 성별 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추후 연구
에서는 사례수를 늘려 좀 더 다양한 변인에 따라 마음챙김의 기여도나 고유효과가 달라지
는지를 검증해 보기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제한점으로는 자녀의 문제행동에 탈중
심적 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의 기여도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그 경로를 정확히 밝
히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탈중심적 주의가 커다란 효과를 가진다는 결과는 본 연구와 같은
마음챙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전현숙, 손정락, 2011)에서도 보고된 바 있는데, 이 같은
결과가 다른 마음챙김 도구를 사용했을 때도 동일한지 반복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마
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문제행동에 어머니의 마음챙김이 하나의 고유한 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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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변인을 좀 더 세분화하여 어머니
의 스트레스 수준이나 어머니의 상담기간 등에 따라 어머니의 마음챙김과 자녀의 문제행
동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피거나, 경로분석 등을 통하여 각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탐색해 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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