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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장애아 형제자매와 일반아 형제자매의 조건부 자기가치감, 거부민감성, 

부모화 경험, 사회적 지지, 우울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집단의 우울 

경로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에서는 조건부 자기가치감이나 거

부민감성이 높을수록 부모화 경험 수준이 높아지고, 이것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

준을 낮추어 우울에 이르게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일반아 형제자매의 경우, 조건부 

자기가치감이나 거부민감성 수준이 부모화 수준과 관련이 없으며, 그 자체로 지각

된 사회적 지지 수준을 낮추어 우울에 이를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울산광

역시에 소재한 장애아 형제자매 청소년 150명과 일반아 형제자매 청소년 15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기보고식 설문지 330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설문

지 중에서 모든 문항을 일괄 응답한 것이나 무응답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00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

해 SPSS 22.0과 SPSS Process Macro 3.5 version을 사용하였다. 두 집단의 조건

화된 자기 가치감, 거부민감성, 부모화 경험, 사회적지지, 우울을 비교하기 위해 독

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두 집단의 우울 경로를 비교하기 위해 직렬이중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직렬이중매개 분석은 Hayes(2013)에 의해서 보급된 

PROCESS Procedure for SPSS Version 3.5의 Model 6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부민감성, 부모화 경험, 사회적 지지에서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과 일반아 형제자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

되었다.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은 일반아 형제자매 집단에 비해 더 높은 거부민감성, 

부모화 경험을 지니며, 사회적 지지는 더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두 

집단은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에 있어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에

서는 거부민감성과 부모화 경험 간 정적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일반아 형제

자매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에서는 조건부 자기

가치감과 사회적 지지 간 정적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일반아 형제자매 집단

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에서는 조건부 자기가치감과 우울 

간 부적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일반아 형제자매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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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에서는 부모화 경험과 사회적 지지 간 부적 상관

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일반아 형제자매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에서는 부모화 경험과 우울 간 정적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

으나, 일반아 형제자매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두 집단은 연구모형 1

(조건부 자기가치감 → 부모화 경험 → 사회적 지지 → 우울)의 이중매개효과에서 

차이가 있었다.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에서는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조건

부 자기가치감이 증가할수록 부모화 경험이 증가하고, 부모화 경험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낮게 느끼며, 그 결과 우울은 높아짐을 시사했다. 그러나 일반아 형

제자매집단에서는 이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두 집단은 연

구모형 2(거부민감성 → 부모화 경험 → 사회적 지지 → 우울)의 이중매개효과에서 

차이가 있었다.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에서는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거부

민감성이 증가할수록 부모화 경험이 증가하고, 부모화 경험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낮게 느끼며, 그 결과 우울은 높아짐을 시사했다. 그러나 일반아 형제자매집

단에서는 이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장애아 형제자매의 우울을 낮추고 건강한 정서 발달을 위해 필요한 심리적 개입

방법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장애아 형제자매, 조건부 자기가치감, 거부민감성, 부모화 경험, 

        사회적 지지,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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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가족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능력 등을 배우고 익히는 곳이다

(임지희, 2010). 가족 구성원 가운데에서도 형제, 자매는 부모 보다 더 많은 시간

을 함께 보내며(이미숙, 권회연, 2009)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원형을 이룰 뿐 

아니라(양옥경, 1992), 정서적인 지지원으로 위로와 격려를 통해 서로에게 보호자 

역할을 하거나 때로는 좋은 친구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이은주, 

2001).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형제자매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은 아동의 정서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이미숙, 권회연 2009). Meyer& Vadasy(2003)에 의하면 비장애 

형제자매들은 언젠가 자신도 장애 형제자매와 같은 장애의 행동양상을 보이지 않을

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 장애형제자매에게 잘 해주지 못하는 죄책감, 늘 장애형제자

매를 챙기는 부모님으로 인한 소외감 및 박탈감, 주위 또래나 다른 사람들과 공유

할 수 없는 자신만의 걱정과 고민 그리고 외로움, 훗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남아 있는 장애형제자매를 돌봐야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 등 연령에 따라 다양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Thomas & Peggy(1985)는 비장애 형제자매가 겪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혼란, 분노, 죄책감, 외로움, 두려움, 소외감, 당혹감, 질투, 좌절

감을 언급하였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역시 이와 유사한 보고가 있다. 비장애 형제자

매의 경우 장애 형제와 같은 장애를 가지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자신은 장

애를 갖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죄책감, 장애 형제로 인해 부모로 부터의 관심과 사

랑을 빼앗겼다는 피해의식과 소외감, 질투 등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자

신의 어려움을 표현하지 못해 생기는 외로움, 장애형제로 인해 또래 관계에서 놀림

을 당하는 것에 대한 수치심과 괴로움, 자신과 장애형제를 차별한다고 느끼는 불공

평에 대한 분노, 그리고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과 잘해내야 한다는 압박감, 부

모 사후 남아 있는 장애형제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인해 크고, 작은 심리적 

문제와 갈등을 겪으며 역할에 대한 혼란을 느끼게 된다(강위영, 권명옥,1998; 김은

주, 1992; 양숙미, 2003). 또한, 이들은 자신의 감정 표현을 억누르거나 문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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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회피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정서표현의 어려움을 갖는다고 하였다

(양지형, 2019).

  특히, 전반적인 가족 분위기가 장애형제를 중심으로 움직여지며 맞춰진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장애 형제자매들은 그 분위기 안에서 가족의 중요한 일원이 되기 위

해서 힘들어하는 부모를 어떤 식으로든 도와야한다는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

(Murphy, Pueschel,Duffy & Brady, 1976). Rogers는 아동이 의미 있는 대상 중에

서도 부모로부터 기본 욕구인 ‘긍정적 자기 존중’을 받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 노안영, 강영신(2003)에 따르면 아동은 부모가 말하는 ‘나쁜 아이’가 되지 않고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 부모가 요구하거나 원하는 행동을 한다. 때로는 ‘나쁜 아

이’가 되는 것을 지나치게 걱정한 나머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표면적으로 최선

을 다하기도 한다. 이는 특정 조건에서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조건부 

자기가치감’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과도해지면 자기와 경험 간 불일치가 심화되며 

다양한 심리장애를 야기한다. 이러한 가치조건화는 조건부 자기가치감(Deci & 

Ryan, 1995)이라는 개념으로 측정할 수 있다. 조건부 자기가치감이란 본인의 내부 

기준이나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켰을 경우에 유지될 수 있는 조건에 기반한 자아존

중감을 말한다. 조건부 자기가치감이 높은 사람은 조건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기가치감에 대한 위협을 느낄 수 있고, 이는 심리적 

불안정과 부정적 정서를 야기한다(윤정선, 2012). 비장애형제는 장애형제를 돌보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경향이 있다(도례미, 2005). 장애형제를 잘 

돌보면 부모로부터 인정받았던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조건부 자기가치감을 형성하

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들은 자신이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를 돌보지 않았을 때 부모로부터 거부

당할 것 이라는 불안한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거부민감성을 

높일 수 있다(손주희, 2019). 거부민감성이란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이 자신

의 요구를 거절 하거나 거부할 것 이라는 불안한 기대를 하면서 거부를 너무 쉽게 

지각하면서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인지-정서적 경향성을 의미

한다(Feldman & Downey,1994). 아동의 거부민감성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조건적 사랑, 적대적이며 거부적인 태도, 정서적 무시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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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2000). 거부민감성이 높은 경우, 거부 단서가 있는 환경

에서의 반응을 매우 경계하고, 민감하게 살피며 거절과 관련된 정보와 반응에 주의

를 기울이고 자신과 연관지어 해석하여 거부의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도 거부당했

다고 인지하는 반응을 보인다(김진선, 2008). 선행연구에서 거부민감성이 있는 아

동들은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문제가 있었고(Ayduk, Gyurakm, & Lurerssenm, 

2009), 자기가치감이 낮으며 불안수준이 높았다(London et al., 2007). 

  이러한 조건부 자기가치감이나 거부민감성은 장애아 형제자매의 부모화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화란 Boszormenyi-Nagy의 맥락적인 가족치료의 기본 

개념으로서,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

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역할에 수반하는 과다한 책임감 및 가족 돌보기를 오랜 

시간에 걸쳐 맡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Stein, Riedel, & Rotheram-Borus, 

1999). 부모화는 도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로 나눌 수 있는데(강원희, 유순화, 

윤경미, 2010; Jurkovic,1997), 도구적 부모화의 경우 설거지, 세탁, 심부름, 아픈 

동생 돌보기, 집안일 하기 등을 포함하고 정서적 부모화는 가족들의 기분을 맞춰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도와주는 행위를 뜻한다. 

어린 나이임에도 부모를 보살피면서 행동을 발달시킨 자를 부모화된 자녀

(parentified child)라고 한다(Boszormenyi-Nagy & Spark,1973). 부모화된 자녀는 

자신을 욕구를 억제하고 자신의 감정을 돌보지 않고 부모를 포함한 가족구성원들을 

돌보면서 가정 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을 내면화한다(손주희, 

2019). 부모화된 자녀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아이로 수용되는 경향이 있어

서 자신의 내면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부모화 행동에 대해 과도한 에너지를 사용하

기 때문에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Davies,2002). 국내 선행연구(장미경, 

김동민, 김인규, 유정이, 장춘미,2014)에서도 이들은 발달단계에서 필요한 욕구들이 

충족되지 못한 채로 타인에게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

려움이 있을 때 의지하기 어려워하며,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고 채우길 바라는 마음

에 대한 죄의식을 호소한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관계의 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타인이 느끼는 문제에 예민하게 개입하면서 스스로 지치거나 에너지 소

모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장애아 형제자매의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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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의 치료나 양육에 집중하는 환경에 놓이고 본인 스스로

도 장애형제를 돌보는 부가적인 책임감이 주어져서 부모화를 경험 할 가능성이 크

다고 하였다(손주희, 2019). 나아가 이러한 부모화 경험은 우울에 대한 취약성을 

높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부모화 경험과 우울 간 관계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 매개될 수 있다. 세 

변인 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사회적 지지는 부모화 

경험과 안녕감 간 관계(강선모, 2013) 혹은 부모화 경험과 불안 간 관계(김보람, 

최수미, 2016)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우울이 안녕감이나 불안과 긴밀한 관

련성을 지님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적 지지는 부모화와 우울 간 관계에도 개입할 것

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지지란 타인들로부터의 사랑, 인정, 물질적인 원조, 정서적 

지원등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지원을 뜻한다(추

이연, 2002). 즉, 긍정, 애정, 도움의 요소 중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요소를 포함

한 타인과의 교류를 뜻한다(Kahn, Antonucci,1980).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개인은 자

신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 보호, 존경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존재를 값지다

고 의식하고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Cobb,1976). 사회적 지

지는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보호 요소이며, 위기에 처한 아동들이 사

회적 지지를 지각할 때에 힘든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내

적으로 성장한다고 하였다(박선정, 2015). 특히 어느 발달단계보다도 중요한 청소

년 시기에는 더욱 더 세심한 사회적지지가 필요한데 사회적 지지의 경우 외부 환경

으로부터의 개인의 안전을 유지하고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사회적 힘으

로 인식되며(권미경, 안혜영, 송미령, 장미영,2006), 또래 관계에서의 사회적 지지

는 정서적 지원뿐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문제를 기능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

는 역할을 한다(조명순, 2003). 

  이상과 같이 장애아 형제자매의 경우 다른 일반가정의 형제와는 달리 형제간의 

관계가 상호보완적 관계보다 일방적으로 장애형제를 돌봐주거나 때로는 교사의 역

할을, 때로는 친구의 역할, 그리고 부모 역할을 하며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장

창선, 2011). 또한 어린 시절에는 장애형제로 인해 부모로부터의 관심과 사랑을 빼

앗겼다는 피해의식이 있고, 학령기가 되면 또래아동들로 받는 놀림과 시선으로 인



- 5 -

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부모가 없을 때에는 장애형제를 돌봐야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강위영, 권명옥,1998). 그리고 가정 안에서 장애형제와 달리 

불공평을 경험하는 일과 장애형제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우울, 갈

등, 문제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보인다(김명선, 1988). 그 결과 가족간 풍부

한 정서적 관계가 결여됨에 따라 우울감을 경험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김

수희, 2004). 장애아동이 있는 비장애형제의 경우 부모가 더 이상 장애아동을 보살

피지 못하게 되었을 때 비장애형제가 장애형제를 위한 아주 중요한 가족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이미숙, 권회연, 2009).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았을 

때 비장애형제야 말로 가족 구성원들 중 중요한 존재로 어린 시절부터 적극적인 지

원이 필요하며, 그 기본 출발점으로 비장애형제가 장애형제와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비장애아동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본다(이미숙, 이미애, 권회연 2011).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의 부모는 비장애형제가 장애형제에 대한 부담감이나 

책임감으로 인해 진로 방향이 바뀌지 않길 바라지만 장애형제의 지원군으로 주변에 

있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이미숙, 이미애, 권회연 2011). 

이에 본 연구는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의 조건화된 자기가치감, 거부 민감성, 부모화

된 경험, 사회적지지, 우울이 일반아 형제자매 집단과 어떤 차이를 지니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요인들이 우울과 갖는 관계를 각 집단에서 검증하고 비

교해 봄으로써,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의 우울을 이해하고 긍정적 적응 및 발달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비장애 형제자매들을 위한 다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의 가정안에서의 정서지원과 학교생활 안에서의 적응력

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방법과 실천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차원과 법적인 제도의 활용 방안에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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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가 있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생과 일반 

형제자매가 있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아 형제자매와 비

장애아 형제자매의 조건부 자기가치감, 거부민감성, 부모화 경험, 사회적 지지, 우울

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집단의 우울 경로를 비교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한다. 

가설 1. 장애 형제자매 집단과 일반아 형제자매 집단은 조건부 자기가치감, 거부민

감성, 부모화 경험, 사회적 지지, 우울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장애 형제자매 집단은 일반아 형제자매 집단에 비해 조건부 자기 가치

감 평균이 높을 것이다. 

가설 1-2. 장애 형제자매 집단은 일반아 형제자매 집단에 비해 거부민감성 평균이

높을 것이다. 

가설 1-3. 장애 형제자매 집단은 일반아 형제자매 집단에 비해 부모화 경험 평균

이 높을 것이다.   

가설 1-4. 장애 형제자매 집단은 일반아 형제자매 집단에 비해 사회적 지지 평균

이 낮을 것이다. 

가설 1-5. 장애 형제자매 집단은 일반아 형제자매 집단에 비해 우울 평균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조건부 자기가치감, 거부민감성, 부모화 경험, 사회적 지지, 우울 간 관계는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과 일반아 형제자매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1. 조건부 자기가치감이 부모화 경험과 사회적 지지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에서만 유의할 것이다. 

가설 2-2. 거부민감성이 부모화 경험과 사회적 지지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

과가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에서만 유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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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1

조건부 자기가치감이 부모화 경험과 사회적 지지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그림 2> 연구모형 2

거부민감성이 부모화 경험과 사회적 지지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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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정의

1) 장애아 형제자매: 한 가족 구성원 중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아동, 그 외 발달적 

지연 및 손상을 가진 장애아를 형제자매로 두었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비장애인인 형제자매를 뜻한다. 

2) 조건부 자기가치감: 자기의 내부 기준이나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켰을 경우 유지

될 수 있는 조건에 기반한 자아존중감을 의미한다(Deci & Ryan,1995).

3) 거부민감성: 거부민감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부 당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인

해 불안을 가지고 있고, 사소한 단서에도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로인해 과민

하게 반응하는 인지. 정서적 과정을 의미한다 (Feldman & Downey,1994).

4) 부모화 경험: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전이되어 자녀가 자신의 욕구를 돌보지 않

고, 부모나 가족을 보살피는 행동을 발달시키게 되는 현상이다.(Jurkovic,2004).

5) 사회적지지: 개인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주고 받은 

모든 긍정적 자원으로 정의하였다 (Cohen & Hoberman,1983).

6) 우울: 우울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정서로 자기 자신에 대해 

무의미하거나 무가치 하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Mash & Barkley,2003). 정신

분석학에서는 우울을 소중한 대상의 상실로 인한 억압된 슬픔과 분노로 보며

(Freud,1957), 인지이론에서는 우울은 부정적이며 편향된 인지 도식으로 자기 자신

과 세상, 미래를 바라보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Beck,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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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조건부 자기가치감 (Contingencies of self-worth)

  조건부 자기가치감이란 Crocker& Wolfe(2001)에 따르면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

한 자존감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을 의미하고, 개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영

역에서 성공이나 실패 경험에 따라 자존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학업 능력에 자기가치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공부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시

험 성적에 따라 자존감에 영향을 받으며, 외모에는 자존감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는 각 개인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 다르고 그 영역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자기가치감에 영향을 미친다(박소민, 2019). 또 다른 예로 자존감이 

타인의 승인이나 지지에 높은 가치를 두는 사람의 경우 타인의 부정적 피드백이나 

불만스러운 표현에 자존감이 크게 떨어지는 반면 타인의 승인에 대한 낮은 가치를 

두는 사람은 부정적 피드백을 받아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Park & Crocker, 

2008). 특정 영역에서 성공을 추구하고 실패를 회피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 

및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영역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에 따라 

성공 혹은 실패 여부가 자존감에 달리 영향을 미친다(Crocker et al.,2003). 특정 

영역에 대한 자신의 자기가치감 기준이 충족되었는지에 따라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한다는 것이다(가복운, 2017). 높은 조건부 자기가치감을 가진 사람의 

경우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자기가치감이 유지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자

기가치감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일상생활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자기가치감을 

확인하려 하며 타인이나 자신이 정해놓은 이상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못하였을 경우 

자기가치감이 낮아지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도례미, 2005). 또한 조건부 

자기가치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업적에 매우 집착하며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로인해 자신의 업적이 보잘 것 없다고 느낄 경우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판단하거나, 조건적인 무엇인가를 충족 시켰을 때 자신을 가치있는 존재라고 인식

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평가나 의견에  중점을 두는 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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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낮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한다

(Harter, Stoker & Robinson, 1996). Mort& Rhodewalt(2001)의 연구에서는 타인

으로부터 지지와 인정을 필요로하며 타인이 지지해주었을 때 자기 자신을 가치 있

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렇듯 선행연구에서 조건부 자기가치감은 우울과 관련

이 있다고 보고되며(Burwell & Shirk,2006; Sargent, Crocker & Luhtanen,2006),

일반적으로 낮은 자존감과 높은 조건부 자기가치감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비교적 

높은 우울 증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Bos,Huijding, Muris, Vogel, & Biesheuve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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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부민감성 (Rejection sensitivity)

거부민감성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할 것 이라는 지나친 불안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거부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예민하게 인식하고 거부가 예

측된 상황 속에서 더욱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지적 과정을 뜻한다

(Feldman & Downey, 1994). 거부민감성은 Bowlby의 애착이론(Bowlby, 1973)과 

Sullivan의 대인관계이론(Sullivan, 1953)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개념이다. 유아시절 

자신의 욕구가 주 양육자로부터 민감하고 일관성 있게 충족되면 타인들이 자신을 

수용하고 지지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포함하는 안정된 내적 작동 모델을 발달시

키지만, 반대로 자신의 욕구가 외현적으로 거부되면 타인이 자신을 수용하거나 지

지해줄지에 대해 불안감과 두려움을 포함한 불안정 내적작동 모델을 발달시킨다. 

이로 인해 아동은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거부를 쉽게 지각하고 거부의 경험은 분노, 적대감, 시기, 위축, 중요한 

타인의 행동에 대해 부적절하게 통제하려는 행동을 일으키게 된다(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2000). 또한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된 아동은 거부민감성이 높게 작용하여 

대인관계에서 거절을 예상하고 불안과 분노 등의 심리적 불편함이 크다는 연구 결

과가 있다. 양육자와 유아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거절 경험이 쌓인다면 성장한 이후

에도 대인관계에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거절에 대한 예상에 늘 불안해하며, 반복

되는 거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하는 일종의 방어체계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Feldman & Downey,1996). Mor와 Inbar(2009)에 따르면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

람의 경우 거부의 상황이 아님에도 거부를 당한다고 느끼고 생각하며, 거부와 관련

된 반응이나 정보를 자기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은 자동적인 

인지반응을 보인다. Levy 등(2001)은 거부민감성의 인지·정서적 반응을 도식화한 

거부민감성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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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    촉발 자극

              ↓ 

                 →               →               →

              (B)                  (C)                  (D)

             <그림 3> 거부민감성 모델 (Levy et al.,2001)

  (A)는 개인의 거부민감성이 만들어 지는 과정이며, 자신의 요구가 지속 반복적으

로 거부당했을 때 거부민감성이 형성되며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의 거부를 예상하

고 불안이나 분노를 느낀다. (B)는 거부 민감성이 형성된 개인이 촉발자극으로 인

해 거부를 지각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거부 단서

에 대해 집중하여 과잉 경계를 하고 타인의 중립적 언어 표현에도 거절당한다고 지

각한다. (C)는 거부에 대해 인식하고 인지-정서적 반응이 나타나는 과정인데 거부

를 지각하면서 분노, 회피, 적대감과 같은 정서적 반응이 유발되며 (D)는 행동적 

반응이 나타나는 과정이다. 상대방을 공격, 회피하는 등의 부적응적 행동 반응을 보

이기도 하며 (E)는 행동적 반응이 다시 거부경험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개인의 

방어적 행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부를 유발하기 때문에, 결국 거부를 또 경험하

고 거부민감성이 발달하는 식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류혜림, 2016; Levy et al., 

2001). 아동의 거부민감성은 특히나 다른 시기보다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

다. 아동기에 형성된 거부민감성은 아동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홍상황, 이경연, 2013).

  국내 선행연구에서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또래, 교사와의 관계에서 갈등적이

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고 학교에서 이탈하는 등 학업 성취 기능에도 어려

움이 있었다(윤지현, 2014). 또한,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부를 자기 존재에 대한 거부로 수용해서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거부 경험

거부민감성 거부에 대한

인식

인지-정서적

반응
행동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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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라 여기며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Brown & Harris, 1978). 평범한 단서에도 거

부를 예상하며 방어적 태도와 과잉반응으로 인간관계에서 부정적 정서를 경험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Downey, Lebolt, Rincon, & Freitas, 1998). 국내 한 선

행연구에서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거부에 대한 방어적 반응으로 불안, 우울, 자

기 비하와 같은 정서적 반응과 공격, 경계, 타인에 대한 심리적 통제와 같은 행동 

반응을 보였다(최윤실, 2013). 

  또한,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의 경우 거부당할 수 있는 환경을 피하기 위해 사

회적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도 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 또한 

거부하는 반응을 보인다(손은경, 2011). 손주희(2019)의 연구에 따르면, 거부민감

성 수준이 높은 비장애형제의 경우 장애에 대한 차별을 암묵적으로 겪으며 다른 사

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내면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사회적인 관계에 거부

당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며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에 대해 완전하게 표

현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상대방에 거부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

실하거나 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홍다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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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화된 자녀 (Parentified Child)

  부모화(parentification)란 Boszormenyi-Nagy와 Spark(1973)가 맥락적 가족치

료이론에서 다룬 개념으로, 부모와 자녀의 역할전이 현상을 뜻한다. 이는 부모가 자

녀를 돌보지 못하고 발달,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성장기 자녀가 가족구성원을 돌보

는 것을 뜻한다(손주리, 2021). 애착이론에서는 부모가 불안하고 우울해 할 경우에 

자녀는 부모로부터 돌봄과 사랑을 받으려는 자신의 욕구를 누르고, 부모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부모화가 발생된다고 본다.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에서는 가족 구조가 

불균형을 이루거나 가족 구성원들간 경계가 불분명할 때 여러 역기능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가족 안에서 부모-자녀 사이의 경계가 너무 모호할 경우 자녀는 쉽게 부

모화를 경험한다고 하였다(Minuchin, 1974).

맥락적 가족치료 이론(Boszormenyi-Nagy, 1973)에서는 개인 심리와 가족의 관계

를 다루면서 가족 내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데, 부모의 보살핌에 자녀는 사랑을 

느끼면서 부모에게 충성하지만 그러한 충성심이 과도해지며 이기적인 부모로 바뀌

면서 자녀의 희생을 바라는 부정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자녀에게 발달단계 이상

의 역할을 요구하면서 부모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부모화의 유형으로는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평으로 나뉘는데 먼저, 

부모를 대신해서 요리하기, 장보기, 아픈 형제 돌보기 등  물리적으로 가족을 지키

고 유지하려 노력하는 물리적 부모화(instrumental parentification)가 있으며, 어린 

자녀가 가족의 정서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조정하며, 지지와 지원

을 보내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족의 심리사회적 필요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서적 조력을 제공하는 정서적 부모화(emotional parentification)가 있다

(Jurkovic, 1997). 마지막으로 불공평은 어린 자녀가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고 가족

을 돌보면서 느끼는 가족 내 책임의 공평성에서 모순을 느끼는 것을 뜻한다

(Jurkovic, Kupeminc & Casey,2000). 또한 불공평은 부모화된 자녀가 가족 안에

서 돌봄에 대한 주고받음이 공평하게 형성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할 경우 느

낄 수 있는 불공평(unfairness)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urkovic, Thirkield & 

Morrell ,2001).

예를 들어 불공평은 비장애형제들이 가족을 돌보는 마음은 적응적이지만 자신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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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행동과 불균형을 이루고 강박적으로 가족을 보살피는 행동에 몰두하면서 자신

의 욕구를 스스로 소외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Chase, 1999).

  지금까지 부모화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보면, 부모화된 자녀들의 경우 때때로 우

울과 자기비난 그리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경험하며(Bung-Hall, 2002), 과도한 죄

의식과 수치심, 자기애적 성격, 정신분열(splitting)을 보이기도 한다(Wells & 

Jones, 2000). 또한 부정적 심리로 사회적 소외감, 불필요한 여러 걱정거리, 신체화 

장애를 경험한다고 했다(Bung-Hall, 2002). 장애아가 있는 비장애형제의 경우 부

모가 장애형제의 치료와 양육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자연

스럽게 장애가 있는 형제를 함께 돌봐야 한다는 역할과 책임감으로 인해 부모화를 

경험하는 가능성이 있다(손주희, 2019). 그리고 장애 형제를 돌보는 부모의 스트레

스를 낮출 수 있도록 스스로 부모를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과, 부모가 더 이상 장애

형제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부모를 대신해 장애형제의 주 보호자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변의 기대로 인해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Burke, Talyor, Urbano, 

& Hodapp, 2012; k=Krauss, Seltzer, Gordon, & Friedman, 1996).

청소년의 경우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일으킨다는 선행연구들이 

있는데, 부모화가 높은 사람의 경우 대인관계를 할 때 지나치게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을 우선시하며, 사람을 쉽게 사귀지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하며 타

인을 통제하려 들거나 감정 기복이 나타난다고 하였다(문비, 2006). 또한, 부모가 

감당하기 힘든 정서적 역할을 하게 하거나 본인의 욕구를 외면하는 가족 분위기에

서 불공평을 많이 경험할수록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감이나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한다고 하였다(지미선, 2010).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도한 책임에 

분노와 방어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이러한 책임에 대해 가족 안에서의 역할

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불안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였다(황경희, 2009). 

이러한 과정에서 발달과업으로부터 성공적 경험을 획득하지 못하면서 대인 관계 안

에서 역할갈등 등의 적응상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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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t)

  Cohen과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를 ‘한 개인이 그를 둘러싼 환경과 대상

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지원’이라고 하였다(김명숙, 2008, 재인용). 또

한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사랑과 돌봄 그리고 존중을 받고 있다고 여기며, 

자기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고 서로의 관계 안에서의 구성원이 되어 서로 상호작

용하는 정보의 구성 요소라 하였다. Maslow(1971)에 따르면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서로 상호작용 하는 것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중의 하나라 할 수 있고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환으로 언급되는 것이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라고 할 수 

있다(김혁주, 2016). 

사회적 지지의 구성 유형은 다양한데 부모나 형제자매, 친척, 또래, 교사, 사회 등 

다양한 지지 체계로 만들어져 있다. House(1981)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

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로 나누었고, Cobb(1976)은 정서 지지, 존경 지지, 관계망 

지지로 제시하였다. Harter(1985)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으로 부모 지지, 교사 

지지, 또래 지지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를 김명숙(1995)이 또래 지지, 가족 지

지, 교사 지지의 하위구성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부모(가족)지지는 가족과의 상

호작용을 통해서 얻는 사랑, 도움, 관심, 인정과 같은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정의하

였다. 부모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지지는 청소년들에게 또래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시기여도 여전히 청소년 개인의 정서 문제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선

영, 2012). 또래 지지는 또래와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얻는 친

밀감, 즐거움, 심리적 안정감 등의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 또래 지지의 경우 청소

년기에 중요성과 비중이 더 커지는데 또래와 개인적 정보를 더 많이 주고받으며 자

기 가치에 대한 확인, 친밀감의 욕구를 만족시키며 또래에게 더 의존하게 된다

(Buhrmester, 1998). 마지막으로 교사 지지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교사를 통해 얻

을 수 있는 학습적 도움, 관심, 인정과 같은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한미현, 

1996).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교사 지지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교사는 부모 다음으로 가장 가깝게 상호작용하는 성인

이기 때문에 교사지지는 청소년에게 중요하게 작용한다(장윤정, 1996)

  선행연구에 의하면 또래들로부터 지지나 인정을 적게 받는 청소년들이 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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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감을 보인다는 결과들이 있고, 청소년의 경우 또래와의 적절한 관계형성이 안

되어 있거나 친구 수가 적을 때 또래관계에 지지를 덜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우울을 

경험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손영미, 2012). 또한, 청소년은 교사의 도움에 의

지하고 학교와 학습에 대한 적응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교사 지지 역시 중요

한 사회적 지지원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윤경희, 2017). 한편 사회적 지지는 일

반아의 형제보다 장애아동의 비장애 형제자매에게 더 의미 있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Carnes & Quinn, 2005). 선행연구에 의하면 장애아의 비장애형제자매가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으며(민연

순,2004;), 사회적 지지는 비장애형제자매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낮춰주고 장애형제

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보고된다(임효경, 

2002; Alper, Schloss, & Schloss,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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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울 (Depression)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Hipporcrates는 우울이라는 용어를  “melancholia” 라는 

병명으로 의학 분야에 최초로 알렸다(손영미, 2012). Hanmiltion(1982)은 우울증

을 단순한 감정적으로 슬프거나 침울한 기분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며 지속적 무력

감, 상실감으로 인해 사회 부적응 및 자살에 이르게까지 하는 심리적 정서장애라고 

하였다. 우울(depresssion) 이라는 용어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째, 환경에 적

절한 기분 혹은 정서상태라고 하며 둘째, 증상으로서의 계속적인 기분 상태이며 셋

째, 임상 진단군으로 우울증의 의미로 사용된다(김영아, 2000). DSM-5에서는 주

요 우울장애 진단 기준으로 최소 2주간 지속되는 인지, 정동, 생장 기능의 변화를 

특징으로 하며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식욕과 체중의 감소 혹은 증가, 일상 생활에 

대한 흥미 저하, 불면이나 과다수면, 정신운동의 초조나 지연, 무가치감이나 부적절

한 죄책감, 사고력과 집중력의 감소,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 등을 들고 있다(강

민정, 2019). 우울한 사람은 슬픈 기분을 자주 느끼며 혼자 울기도 하고, 과거의 

일들이 지속적으로 떠올라 과거에 얽매여 있으며, 미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불

필요한 걱정이 많고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신체적으

로 몸에 기운이 없고 늘 피곤함을 느끼며 몸이 무겁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남가

희, 2015). 또한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수면장애를 겪으며 식욕이 감퇴되고 일상생

활에서의 즐거움도 의식하지 못하거나 외부에 대한 관심도 사라져 어떠한 일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손은희, 2011).

  아동기 우울증의 경우 성인과 특징적으로 유사하지만, 분리불안, 신체적인 불편

함, 공포증, 행동적 문제행동들이 아동들에게는 더 자주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김영아, 2000). Andelson(1984)은 청소년기 우울을 전형적인 성인 우울과 비슷하

나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그러한 특성을 첫째, 청소년들은 발달 단계의 특성

으로 생리적 변화에 적응하고 부모에게서 독립할 준비를 하며 또래와의 관계 형성

에 중점을 두는데, 또래와의 관계에서 비판적인 자극을 받을 경우 우울한 기분을 

나타낼 수 있고 둘째, 행동화하는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기에 우울 증세가 있는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빠져나와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며, 어떤 일이든 소

극적으로 대처하며 스스로 방어벽을 치고 지낸다(이미정, 2001). 셋째, 학습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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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력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어떠한 해결하지 못하는 환경 안에서 아동이 지속적

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에 빠지면서 우울을 경험

하고 때때로 일탈적이고 반사회적인 비행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이정선, 2006). 

아동의 우울증은 학령전기에는 아주 드물게 나타나고, 중기에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청소년기에는 좀 더 증가해 성인 수준과 비슷하게 발생하며 남성 보다는 여성에게

서 두배 더 빠르게 발생한다(Wenar, 1994).

  청소년 우울은 분노, 불안의 특성을 나타내며 발달 과정 안에서 경험하는 변화로 

인해 겪는 불안정감과 가정과 사회 안의 갈등적 상황 속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유지혜, 2007). 그리고 슬픔, 무기력함의 형태를 지닌 성

인 우울과는 다르게 충동적 행동과 반항적 태도, 가출, 무단결석 등을 볼 수 있고 

이러한 충동적 행동의 경우 청소년 우울의 가장된 모습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가

면우울(masked depression) 이라고 한다(유지혜, 2007).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신에 대한 자기가치감이 우울 증상과 관련 있다고 보고되는

데 일반적으로 낮은 자존감과 조건에 의한 자기가치감을 가진 비장애 형제자매들은 

높은 자기가치감과 자존감을 가진 사람에 비해 비교적 많은 우울 증상을 보여준다

고 했다(가복운 2017; Burwell & Shirk, 2006,Sargent, Crocker, & Luhtanen, 

2006).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있다. 또래 

관계가 중요한 청소년기가 되면 적절한 수준의 또래 관계가 없고, 관계하는 친구의 

수가 적거나 또래관계에서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청소년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

성이 높으며,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긍정적 자원으로의 사회적지지 또한 

우울에 영향을 준다(손영미, 2012).

  비장애형제의 경우 일반가정의 형제들과 달리 여러 심리적 갈등과 역할에 대해서 

큰 혼란을 겪는다. 이러한 심리적 갈등으로는 장애가 있는 형제와 자신을 과잉 동

일시 하거나 언젠간 자신도 장애형제처럼 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장애 형제로 인

해 외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관심과 주목을 받음으로 당황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장애 형제의 장애 원인이 자신에게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장애형제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지니기도 하며 미래에 본인도 결혼하여 

장애아동을 낳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고 산다(김수희, 2002; Gros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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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Peggy와 Thomas(2000)는 장애형제의 비장애형제가 겪는 10가지 감정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장찬선, 2011, 재인용).

  첫째, 두려움(fear)으로 비장애형제들은 자신도 장애 형제처럼 언젠간 장애를 갖

게 될까 두려워하며, 또래 친구들과 미래 배우자가 자신의 장애형제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으로 할지에 대해 두려워하며 훗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 장애아가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다. 둘째, 외로움(loneliness)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거나 때때로 거부당하기도 하며 가족 구성원들로부터의 

고립감을 느끼기도 한다. 셋째, 분노(anger)로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심한 분노를 

표현하고, 장애형제, 부모, 사회 그리고 신에게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된다. 이는 자신

이 무시되거나 인정받지 못했을 때 분노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장애형제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겪었을 때 더 큰 분노를 느낀다. 넷째, 분개

(resentment)로 부모가 자신보다 장애형제에게 더 시간을 소비할 때 그리고 가족 

안에서 일이 불공평하게 처리되었을 때 분개한다. 

다섯째, 당혹스러움(embarrassment)으로 장애형제와 외출했을 때 공공장소에서 부

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사람들의 부정적 시선을 느끼거나, 자신의 주변인들에게 장

애형제를 소개할 때 당혹스러움을 느낀다. 여섯째, 혼란스러움(confusion)으로 비장

애형제들의 경우 자신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에서 ‘부모의 대리인’이라는 역할에 대

해 혼란스러워한다. 이는 장애형제를 돌볼 때 부모와 자신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장애 형제를 서로 다르게 다룰 때, 장애형제를 수용하는 데 부모와 다른 단계에 

있을 때 최고조에 달한다. 일곱째, 질투(jealousy)로 장애형제가 부모로부터 받는 

관심과 사랑에 질투를 느끼며, 부모의 불공평한 대우가 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한

다. 여덟째, 압박감(pressure)으로 부모들이 장애형제로 인해 가지는 절망감을 비장

애형제들에게 보상받기 위해 압박감을 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형제를 보호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작용한다. 또한 가정 형편이 어려울 경우 장애형제로 인

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육비 부담을 경험 할 가능성이 있다. 아홉

째, 죄의식(guilt)으로 비장애형제들은 자신이 느끼는 분노, 질투, 적대감 등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며 장애형제를 생각하는 부정적 감정이 죄의식을 만들기도 한다. 

열 번째, 좌절감(frustration)으로 장애를 지닌 형제를 정상적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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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좌절감을 만들게 한다. 

  장애아의 비장애형제들의 경우 장애형제들의 문제가 더 집중하는 부모에 의해 부

정적 심리 경험을 할 소지가 있으며, 실제적 대상의 상실이 아니더라도 상징적 대

상에 대한 상실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아 형제들의 경우 초기 양

육환경에서 우울감을 경험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이현주, 2006). 또한 비장애

형제자매가 초기 우울 증상을 보인다하더라고 부모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빨리 인

식하지 못하고 우울 증상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비장애 형제자매의 우울감은 가족

내에서 고립감과 소외감을 만들어 더 큰 우울 증상으로 갈 수 있다(김효성, 2006). 

Collettie와 Harris(1977)에 따르면 장애 아동의 부모는 비장애아동에게 충분한 관

심이나 함께 하는 시간에 상대적으로 적으며, 장애아동에게 할애하는 정서적 돌봄

에 대한 긴장으로 비장애형제자매들에 대한 부모의 무관심이 비장애형제자매에게 

분노, 거절, 질투심, 우울의 감정을 경험하게 만드는 결과라고 했다. 또한 비장애형

제자매는 양육환경에서 부모와 정서적 관계가 결여됨에 따라 우울감을 경험 할 가

능성이 매우 크게 보았다(김수희, 2004). 그리고 비장애형제들은 초기 우울증상을 

보이더라도 부모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빨리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되면서 우울 증

상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장찬선, 2011), 이로 인해 비장애형제들의 우울감은 

가족 내에서도 고립을 더 느끼게 만들고 결국 가족과의 단절을 만들게 되기도 한다

(김효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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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울산에 거주하며 장애 형제자매가 있는 초등4~6학년 초등학생, 중학

생, 고등학생과 일반 형제자매가 있는 초등4~6학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설문의 형태는 자기보고식으로 직접전달을 통해 연구 목적

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통해서 진해되었고, 설문 조사 후 문항

이 하나의 번호로 일괄 기록된 설문지들과 여러 문항의 기록이 생략된 설문지30개

를 제외하고 총300명(장애아 형제자매가 있는 학생150명, 일반 형제자매가 있는 

학생15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 총 300명 중 성별 구성은 장애아가 있는 형제자매 집단 남자 70명

(46.7%), 여자 80명 (53.3%)였으며 비장애 형제자매 집단의 경우 남자 107명

(70.9%), 여자 43명 (28.5%) 이였다. 학년의 경우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은 4학년 

12명 (8%), 5학년 11명 (7.3%), 6학년 21명 (14%), 중학교 1학년 7명 (4%), 중

학교 2학년 11명 (7%), 중학교 3학년 38명 (25%), 고등학교 1학년 21명 (25%), 

고등학교 2학년 24명 (16%), 고등학교 3학년 5명 (3%)이였으며 비장애형제자매

는 4학년 1명 (0.7%), 6학년 43명 (28.5%), 중학교1학년 56명 (37.1%), 고등학

교 2학년 49명 (32.5%), 고등학교 3학년 1명 (0.7%)이였다. 형제 성별에는 장애

아동 집단은 남자102명 (68%), 여자 48명 (32%)이었고, 비장애형제자매는 남자

80명(53%), 여자 70명 (46.4%)이었다. 종교는 비장애 형제자매 집단의 경우 기독

교 32명 (21%), 천주교14명 (9.3%), 불교22명 (14.7%), 종교없음 70명 

(46.7%), 기타 12명 (8.0%)이었고 비장애 형제자매는 기독교 25명 (16.6%), 천

주교4명 (2.6%), 불교21명 (13.9%), 종교없음 96명 (63.6%), 기타 4명 (2.6%)이

였다. 형제자매 나이의 경우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은 비장애 형제자매 집단은 4~7

세 7명(4.7%), 8~13세 55명 (36.5%), 14~16세 50명 (33%), 17~19세 20명 

(13.2%), 20세~29세 18명 (12%)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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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연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N=300)

장애아 형제자매
구분

비장애아 형제자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남 70 46.7%
성별

남 107 70.9%

여 80 53.3% 여 43 25.8%

초등학생 25 16.6%

나이

초등학생 44 28.5%

중학생 71 47.3% 중학생 56 37.1%

고등학생 54 36% 고등학생 50 33.2%

기독교 32 21.3%

종교

기독교 25 16.6%

천주교 14 9.3% 천주교 4 2.6%

불교 22 14.7% 불교 21 13.9%

종교없음 70 46.7% 종교없음 96 63.6%

기타 12 8.0% 기타 4 2.6%

남 102 68% 형제자매

성별

남 80 53%

여 48 32% 여 70 46.4%

형/오빠 25 16.7%

형제자매

서열

형/오빠 33 21.9%

언니/누나 19 12.7% 언니/누나 39 25.8%

남동생 73 48.7% 남동생 42 27.8%

여동생 31 20.7% 여동생 33 21.9%

쌍둥이 2 1.3% 쌍둥이 3 2%

지체장애 5 3.3%

형제자매

장애

영역

해당 없음

뇌병변장애 4 2.7%

시각장애 0 0%

청각장애 0 0%

언어장애 20 13.3%

지적장애 44 29.3%

발달장애 55 36.7%

기타장애 8 5.3%

잘모르겠다 14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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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자기가치 수반성 척도(Korean–Contingencies of Self-Worth Scale)  

  자존감의 내적 외적, 자원과 자기가치 수반성 측정을 위해 Crocker, Luhtanen, 

Cooper와 Bouvrette (2003)가 개발한 도구를 장혜경, 신민 섭과 송현주(2013)가 

한국 청소년 대상으로 번안한 한국형 자기가치 수반성 척도(Korean-Contingencies 

of Self-Worth Scale: SCWS)를 사용하였다. 해당도구는 6 개의 영역 학업 성취, 

도덕성, 타인 승인, 자족지지, 외모 총 6개의 영역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 ‘매우 동의함’(7점)의 7점 Likert 척도이다.  각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에 수반된 자기가치감이 높은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보고된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는 학업성취 .85, 

도덕성 .82, 타인승인 .75, 가족지지 .51, 외모 .68이었다.

<표 2> 조건부 자기가치감의 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학업 성취 9 1,2,3,4,5,6,7,8,9 .85

도덕성 5 10,11,12,13,14 .82

타인 승인 3 15*,16*,17* .75

가족지지 4 18,19,20,21 .51

외모 4 22,23*,24,25 .68

전체 25 .81

*표시는 역채점 문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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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용 거부민감성 척도 (The 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청소년의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아동

용 거부민감성 척도(The 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CRSQ)를 

이경숙, 서수정, 신의진(2002)이 번안하고 유애형(2014)이 청소년 대상에 맞게 12

개의 상황으로 정리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국내형 CRSQ는 또래와 관련된 거부 상

황 8가지, 교사와 관련된 거부 상황 4가지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부예기정

서의 세 가지 하위요인인 불안(A), 분노(B),우울(C)과 거부예상정도(D)를 ‘전혀 그

렇지 않다’(1점)부터 ‘아주 많이 그렇다(6점)’ 6점 Likert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되

어 있다. 거부민감성의 점수를 내기에 앞서 역 채점 문항(상황 5, 7, 10의 거절예

상점수)의 점수를 역으로 변환한 뒤, 각각의 세 가지 거부예상정서와 거부예상점수

의 점수를 곱해서 계산하도록 되어있다(Downey & Feldman, 1996). 즉, 12가지 

상황에 대한 거부불안민감성(A×D), 거부분노민감성(B×D), 거부우울민감성(C×D)

을 같은 정서민감성을 합한 뒤 평균을 구하면 각 거부예상정서의 값이 나오며, 세 

가지의 거부예상정서의 점수를 더하면 개인의 거부민감성 점수가 얻어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부에 더욱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 거부민감성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하위영역 상황 신뢰도

거부불안민감성(거부불안예상×거부 예상 정도)

12가지

.88

거부분노민감성(거부분노예상×거부 예상 청도) .86

거부우울민감성(거부우울예상×거부예상정도) .89

전체 .84

*표시는 역채점 문항임: 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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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화 경험 척도 (Filial Responsibility Scale-Youth: FRS-Y)

  부모화 경험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PQ-Y(Parentification Questionnaire-Youth: 

PQ-Y)를 토대로 Jrurkovic, Kuperminc, Casey(2000)이 개발하고 이정숙과 김은

경(2007)이 번안 및 타당화한 부모화 경험 척도(FRS-Y)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3개의 하위 영역 즉, 청소하기, 장보기, 요리하게, 부모 및 형제 돌보기 등의 구체

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물리적 부모화’, 부모 및 가족을 안심시키고 돌

봄과 지지를 제공하며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서적 부모화’,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이 공정하면서 자신 또한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는지를 의미

하는 ‘불공평’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 영역은 물리적 부모화 12문항, 정서적 

부모화 8문항, 불공평 13문항으로 총 33문항이며,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

혀 그렇지 않다’(1점), ‘드물게 그렇다’(2점), ‘종종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

점)로 평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화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4> 부모화 경험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유형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물리적

부모화
1,4,9,11,14,17,20,21,25,26,31,33* 12 .66

정서적

부모화
2,5,13,15,18,19,27,29 8 .61

불공평 3,6,7,8,10,12,16*,22,23,24,28,30,32 13 .78

전체 24 .86

*표시는 역채점 문항임



- 27 -

4) 사회적 지지평가 척도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Dubow&Ulman(1989)의 아동용 사회 지지평가 척도(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를 참고하여 김명숙(1994)이 문항분석과 신뢰도에 대한 검증 절차를 

통해서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사회적지지 척도는 지지원에 따라서 아동들이 지

각한 사랑, 관심, 존중감 사회적 관계망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도를 평가하는 

검사이다. 또래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의 3개의 하위변인에 총23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문항은 가족지지(8문항) ,또래지지(8문항) ,교사지지(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척도로 매우 그렇다 4점에서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채점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에 대한 결과 사회적지지의 전체 문항 신뢰도(Cronbach’sa)는 .92로 나

타났다. 하위변인인 또래지지의 신뢰도는 .88 , 가족지지. 94, 교사지지. 80로 나타

났으며, 사회적지지 문항에서 역문항은 2, 18, 19, 23이다.

<표 5> 사회적지지 하위영역과 문항구성

사회적지지 하위 유형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가족지지 8 9,10,11,12,13,14,15,16 .94

또래지지 8 1,2*,3,4,5,6,7,8 .88

교사지지 7 17,18*,19*,20,21,22,23* .80

전체 사회적지지 23 .92

*역산처리 문항 : 2, 18, 1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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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동용 우울검사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아동용 우울검사인 CDI 검사는 Kovacs 와 Beck(1977) 이 아동기 우울증의 인

지, 정서, 행동 증상 들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써, 이것은 Beck의 우울척도

( 1967)인 성인용 우울척도를 아동의 연령에 맞게 변형시킨 것이다. 이 도구는 자

기 스스로 자신의 우울증 정도를 보고하는 자가 우울증 평가 척도로써 8세부터 17

세까지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보면 나라별로 

민족특성에 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Charman ,1996), 우리나라는 이를 보완

하기 한 방법으로 CDI 검사 분석을 소아우울증의 해석으로 요인분석을 한 바 있다

(김은경 외, 2005). CDI 검사는 2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형 검사로서 

문항을 잘 읽고 피검자의 생각과 느낌을 가장 합하게 표하는 문장을 하나만 골라서 

체크하도록 되어있다. 지난 2주간의 상태를 0∼2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한다. 

<표 6> 아동용 우울 척도 문항구성

*표시는 역채점 문항임

우울하위 유형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우울정서 5 1, 8*, 10*, 20, 24* -.59

흥미상실 7 2*, 4, 12, 21*, 22, 23, 25* .68

행동 문제 7 3, 9, 11*, 13*, 15*, 26, 27 .61

자기 비하 4 5*, 6, 7*, 14 .52

생리적 증상 4 16*, 17, 18*,19 .46

전체 27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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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1.0 프로그램 및 SPSS 

MACRO PROCESS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한 참가

자들의 조건화된 자기가치감, 부모화 경험, 거부민감성, 사회적지지, 우울에 대해 신

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a 계수를 산출할 것이다.

  둘째, 조건화된 자기가치감, 부모화된 경험, 거부민감성, 사회적지지,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셋째, 장애아의 형제,자매와 비장애아의 형제,자매 조건화된 자기가치감, 거부민감

성, 부모화 경험, 사회적지지, 우울의 유의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

정을 실시할 것이다.

  넷째, 조건화된 자기가치감이 부모화된 경험과 사회적지지를 순차적으로 경유하

여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모화 경험과 사회적지

지를 잠정적 매개변인으로 상정 한 후, PROCESS 6번 모형을 적용하여 전체 매개

효과 및 개별 매개효과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매개효과는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확인 할 것이다.



- 30 -

Ⅳ. 연구결과

1. 장애아 형제자매와 비장애아 형제자매 집단의 주요 변인 차이

1) 주요 변인 상관분석

  가설 1과 2를 검증하기에 앞서,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과 비장애아 형재자매 집단 

각각에 대해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7>에 제시되어 있다. 장

애아 형제자매 집단의 경우, 모든 변인들 간 상관이 대체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거부민감성과 부모화 경험(r=.328, p<.01), 조건부 자기

가치감과 사회적지지(r=.271, p<.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화 

경험과 우울(r=.294, p<.01), 거부민감성과 우울(r=.521, p<.01), 조건부 자기가

치감과 부모화 경험(r=.261, p<.01)에서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조

건부 자기가치감과 우울(r=-.188, p<.01), 부모화 경험과 사회적 지지(r=-.267, 

p<.01), 거부민감성과 사회적 지지 (r=-.365, p<.01), 사회적 지지와 우울

(r=-593, p<.01)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비장애아 형제자매 집단에서는 거부민감성과 부모화 경험, 조건부 자기가치감과 

사회적 지지, 조건부 자기가치감과 우울, 부모화 경험과 사회적지지, 부모화 경험과 

우울에서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표 7> 장애아 형제자매의 상관분석 결과                              (N=150)

조건부 

자기가치감
거부민감성 부모화 경험 사회적 지지 우울

조건부 자기가치감 -

거부민감성 .075 -

부모화 경험 .261** .328** -

사회적 지지 .271** -.365** -.267** -

우울 -.188* .521** .294** -.593** -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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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일반아 형제자매의 상관분석 결과      

                                                                      (N=150)

조건부 

자기가치감
거부민감성 부모화 경험 사회적 지지 우울

조건부 자기가치감 -

거부민감성 .087 -

부모화 경험   .241** .054 -

사회적 지지 .123 -.487** -.002 -

우울 -.003 .439** .065 -.660** -

** p<.01  

2) 주요 변인 집단 차이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8>에 제시된 바

와 같이 거부민감성, 부모화 경험, 사회적 지지에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거부민감성은 장애아동의 형제자매가 비장애 형제자매보다 거

부민감성이 높게 나타났다(t= 4.371, p<.001). 이는 가설 1-2가 지지되었음을 뜻

한다. 부모화 경험 또한 장애형제의 형제자매가 비장애 형제자매보다 부모화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758, p<.001). 이는 가설 1-3이 지지되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에서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보다 비장애아 형제자매 집단에서 사

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3.129, p<.001). 이는 가설 1-4

가 지지되었음을 뜻한다. 반면, 조건부 자기가치감(t=1.548, p>.05)과 우울

(t=.843, p>.05)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가설 1-1과 1-5는 기각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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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주요 변인 집단 차이

전체 집단 

(n=300)

장애아 형제자매

(n=150)

비장애아

형제자매

(n=150)
t

M SD M SD M SD

조건부 자기가치감 117.21 16.26 118.66 16.26 115.76 6.18 1.548

거부민감성 124.97 15.31 128.72 15.95 121.21 13.70 4.371***

부모화 경험 61.57 12.91 65.65 13.11 57.49 11.37 5.758***

사회적지지 74.01 11.56 71.95 12.27 76.07 10.46 -3.129***

우울 41.03 6.36 41.34 6.67 40.72 6.04 .843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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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 형제자매와 비장애 형제자매 집단 별 연구모형 비교

1) 연구모형 1 (조건부 자기가치감→부모화 경험→사회적 지지→우울) 

  가설 2-1와 관련하여, 두 집단의 첫 번째 연구모형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우선, [조건부 자기가치감→부모화 경험→우울] 경로에서 조건부 자기가치감의 간

접효과는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b=.019, [.004, 

.039]), 비장애아 형제자매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004, 

[-.007, .018]). 이는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의 경우, 조건부 자기가치감이 높을수

록 부모화 경험이 증가하고(B=.210 , p<.001), 부모화 경험이 증가하면 우울 수준

도 높아짐을 뜻한다(B=.092 , p<.015). [조건부 자기가치감→사회적 지지→우울] 

경로에서 사회적 지지의 간접효과 역시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했으나(b=-.078, [-.116, -.041]), 비장애아 형제자매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033, [-.078, .011]). 이는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의 경우, 

조건부 자기가치감이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낮아지고(B=-.275, 

p<.001),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은 증가함을(B=-.283, p<.001) 뜻

한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자기가치감→부모화 경험→사회적 지지→우울] 경로에서 

조건부 자기가치감의 간접효과에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즉, 조건부 자기가치감이 

부모화 경험과 사회적 지지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장애아 형제자매 집

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b=.020, [.008, .034]), 비장애아 형제자매 집단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002, [-.009, .015]). 이는 장애아 형제자

매 집단의 경우, 조건부 자기가치감이 높아질수록 부모화 경험이 증가하고(B=.210, 

p<.000), 부모화 경험이 증가할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낮아지며(B=-.339, 

p<.05),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은 증가하는 것(B=-.283, p<.000)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2-1이 지지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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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연구모형 1 분석 결과

<표 11> 연구모형 1 이중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Bootstrapping 결과

경로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 비장애아 형제자매 집단

B S.E. p B S.E. p

조건부(X)→부모화 경험(M1) .210*** .064 .001 .170*** .057 .003

조건부(X)→사회적지지(M2) -.275*** .057 .000 .086 .055 .121

부모화(M1)→사회적지지(M2) -.339*** .071 .000 -.032 .078 .689

조건부(X)→우울(Y) -.039 .030 .196 .026 .024 .294

부모화 경험(M1)→우울(Y) .092 .037 .015 .025 .034 .463

사회적 지지(M2)→우울(Y) -.283*** .040 .000 -.386*** .036 .000

경로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 비장애아 형제자매 집단

간접

효과

표본

오차

95% 

신뢰구간
간접

효과

표본

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하한 상한

조건부 자기가치감(X) 

→ 부모화(M1) 

→ 우울(Y)

.019 .009 .004 .039 .004 .006 -.007 .018

조건부 자기가치감(X) 

→사회지지(M2)

→ 우울(Y)

-.078 .019 -.116 -.041 -.033 .023 -.078 .011

조건부 자기가치감(X)

→ 부모화(M1) 

→사회지지(M2)

→ 우울(Y)

.020 .007 .008 .034 .002 .057 -.009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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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형제자매 집단

비장애아 형제자매 집단

주. 실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 점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그림 4> 두 집단의 연구모형 1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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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2 (거부민감성→부모화 경험→사회적 지지→우울)

  가설 2-1와 관련하여, 두 번째 연구모형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우선, [거

부민감성→부모화 경험→우울] 경로에서 거부민감성의 간접효과는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b=.009, [-.007, .030])과 비장애아 형제자매 집단(b=.001, [-.004, .009])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부모화 경험을 통해 우

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과 비장애아 형제자매 집단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거부민감성→사회적 지지→우울] 경로에서 거부

민감성의 간접효과는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b=.059, [.029, .094])과 비장애아 형

제자매 집단(b=.126, [.087, .17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사회적 지지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했음을 뜻한다. 

즉,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낮아지고(장애아 형제자매: 

B=-.239, p<.000; 비장애아 형제자매: B=-.373, p<.000),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은 증가하는 것(장애아 형제자매: B=-.247, p<.000; 비장애아 형제

자매: B=-.339, p<.000)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거부민감성→부모화 경험→사회

적 지지→우울] 경로에서 거부민감성의 간접효과는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b=.010, [.001, .025]), 비장애아 형

제자매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001, [-.006, .003]). 이는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의 경우,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부모화 경험이 증가하고

(B=.270, p<.000), 부모화 경험이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낮아지며

(B=-.155, p<.05),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은 증가하는 것

(B=-.247, p<.000)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비장애아 형제자매 집단의 경우, 거부

민감성이 부모화된 자녀와 사회적 지지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2-2가 지지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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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연구모형 2 분석 결과

<표 13> 연구모형 2 이중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Bootstrapping 결과

경로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 비장애아 형제자매 집단

B S.E. p B S.E. p

거부민감성(X)→부모화 경험(M1) .270*** .064 .000 .045 .068 .515

거부민감성(X)→사회적 지지(M2) -.239*** .062 .000 -.373*** .055 .000

부모화 경험(M1)→사회적 지지(M2) -.155* .075 .041 .022 .066 .739

거부민감성(X)→우울(Y) .140*** .028 .000 .066* .031 .034

부모화 경험(M1)→우울(Y) .032 .033 .338 .029 .033 .367

사회적 지지(M2)→우울(Y) -.247*** .036 .000 -.339*** .040 .000

경로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 비장애아 형제자매 집단

간접

효과

표본

오차

95% 

신뢰구간
간접

효과

표본

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하한 상한

거부민감성(X) 

→ 부모화 경험(M1) 

→ 우울(Y)

.009 .009 -.007 .030 .001 .003 -.004 .009

거부민감성(X) 

→ 사회적 지지(M2)

→ 우울(Y)

.059 .016 .029 .094 .126 .022 .087 .171

거부민감성(X)

→ 부모화 경험(M1) 

→ 사회적 지지(M2)

→ 우울(Y)

.010 .006 .001 .025 -.001 .002 -.006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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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형제자매 집단

비장애아 형제자매 집단

주. 실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 점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그림 5> 두 집단의 연구모형 2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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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연구의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장애아의 비장애형제자매와 일반아 형제자매의 조건부 자기가치감, 거

부민감성, 부모화 경험, 사회적 지지, 우울이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

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장애아의 비장애형제자매가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해 형제

자매의 우울을 낮추고, 사회적지지의 중요성을 확인해서 비장애형제자매의 긍정적

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첫째, 장애아의 비장애형제자매와 비장애아의 형제자매의 조건부자기가치감, 거부

민감성, 부모화 경험, 사회적지지, 우울과의 관계의 상관관계를 검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 집단은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에 있어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먼저 장애아 형

제자매 집단에서는 거부민감성과 부모화 경험 간 정적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가 있는 형제를 돌보지 않았을 때 부모로부터 거부될 것이라는 불안한 기

대로 인하여 더욱 더 의식적으로 장애 형제를 챙기는 부모화 경험이 일어난다고 보

여 진다. 반면 비장애아의 형제자매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장애아의 비장애형제자매 집단에서는 조건부 자기가치감과 사회적 지지 간 정적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비장애 형제자매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에서는 조건부 자기가치감과 우울 간 부적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는

데 자기가치감 수반성에 따라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Sargent et al. 

2006; Crocker,2002)과 최선아(2020)의 선행연구에서 자기가치감이 높은 경우 높

은 수준의 우울과의 관련성이 있으며 자기 스스로의 가치감에 학업적인 자신감, 외

모, 경쟁,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이나 의견이 수반되는 경우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

한다는 연구 결과는 본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일반아 형제자매 집단에서는 

조건부 자기가치감과 우울간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에서는 부모화 경험과 사회적 지지 간 부적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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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화 경험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지 못한다는 (선진, 2013) 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에 일반아 형제자매 집단에서는 부모화 경험과 사회적 지지가 유의하지 않았

다. 마지막으로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에서는 부모화 경험과 우울 간 정적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화된 자녀일수록 우울을 더 많은 경험한다는 다수의 

선행 행구(공인원, 홍혜영, 2015; Byng-Hall, 2008; Hooper, Doehler, Wallace, & 

2011; Williams & Francis, 201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일반아 형제자매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두 집단의 조건화된 자기 가치감, 거부민감성, 부모화 경험, 사회적지지, 우

울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부민감성, 

부모화 경험, 사회적 지지에서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과 일반아 형제자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은 일반아 형제자매 

집단에 비해 더 높은 거부민감성, 부모화 경험을 지니며, 사회적 지지는 더 낮게 지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시 말해 일반 형제와 같은 양의 사회적 지지를 받아도 

장애아 형제자매가 사회적 지지를 덜 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비장애 형제의 경우 자신이 부모, 또래, 교사들로 받는 지지나 지원을 지각할 때에

상대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에 비해서 지지를 덜 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 지지의 경우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가 치료적인 부분

으로 인해 부모와 긴밀한 시간을 자주 보내는 경우 비장애형제자매는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부모로 인한 지지를 덜 받는다고 느낄 수 있

다.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의 심리적 어려움으로 또래와 교사들로부터 지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조건부자기가치감과 거부민감성이 부모화 경험과 사회적지지를 경유하여 

우울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검증 방법인 부트스트랩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건부 자기가치감 → 부모화 경험 → 사회적 

지지 → 우울의 이중매개효과에서 차이가 있었다.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에서는 이

중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 낮으나, 비장애형제자매집단에서는 이중매개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장애아의 비장애형제자매 집단의 경우 조건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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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치감이 증가할수록 부모화 경험이 증가하고, 부모화 경험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낮게 느끼며, 그 결과 우울은 높아짐을 시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치

감과 부모화경험, 사회적지지를 매개로 하는 선행연구는 현재 찾아볼 수 없었으나, 

부모화 경험이 그 자체만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화 경험이 많을수록 우울

을 높게 지각한다는 선행연구(이정선, 2011;, 조혜정, 이윤주, 2014; Byng –

Hall,2002)들이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장애형제를 돌보며 자신의 

필요나 요구가 무시되는 부모화 경험은 아동 개인에게 심리적 어려움을 준다는 사

실을 시사하는 바이다. 김소영 (2020) 의 최근 연구에서도 부모화 경험은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를 숨기고 가족 구성원들의 정서적 지원을 일방적으

로 충족시키는 경험과 이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 안에서 친밀감을 느끼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우울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고 

하였으며,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Barrera & Garrison-Jones

(1992)는 청소년의 우울증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부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청소년의 우울증을 예방하는데 부모의 지지를 강조하였다. 김미아(2007)의 선

행연구에서도 가족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 모두가 우울을 낮출 수 있음을 설명하

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지지가 우울을 낮출 수 있다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

다. 일반아 형제자매집단에서는 이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거부민감성 → 부모화 경험 → 사회적 지지 → 우울의 이중매개효과에서 

차이가 있었다. 장애아 형제자매 집단에서는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거부

민감성이 증가할수록 부모화 경험이 증가하고, 부모화 경험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낮게 느끼며, 그 결과 우울은 높아짐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

애아가 있는 비장애형제자매의 경우 장애가 있는 형제를 돌보지 않았을 때 부모로

부터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거부 민감성이 부모

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부모가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의 치료나 양육에 집중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본인 스스로도 장애가 있는 형제를 돌보는 책임감으로 인해 

부모화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국내 선행연구(장미경, 김동민, 김인규, 유정이, 장춘

미, 2014)연구와 같은 결과이며 그러한 부모화 경험이 높은 장애아의 비장애형제자

매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도 일반 형제자매들보다 낮게 인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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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같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해도 장애아의 비장애형제자

매는 일반 형제자매들의 비해 사회적 지지를 덜 받는다고 느낀다. 또한 (강선모, 

2013)에 의하여도 부모화가 높을 경우 사회적지지를 적게 받는다고 느끼며 이렇게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손주리, 2021)의 선행

연구에서도 부모화 경험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낮게 나타난다는 본 연구와 같은 

결과임을 시사한다.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는 비장애형제들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 장애가 있는 형제를 긍정적

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임효경, 2002)의 연구 결과와, 박하얀(2007)의 장애가 있

는 형제와 나눌 수 없는 상호작용을 또래로 인해 얻으며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였

는데 그만큼 사회적 지지가 장애아의 비장애형제자매에게 주는 긍정적 신호와 긍정

적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지지는 우울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된다.

또한 (이선영, 2012)의 연구에서도 장애 형제가 있는 비장애형제자매의 경우 친구, 

교사, 가족들의 지지를 통해서 자신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가치를 얻게 되

고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서 지속

적인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며 그만

큼 사회적 지지가 장애 형제가 있는 비장애형제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에 비장애형제들이 사회적 지지를 좀 더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이런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장애아의 비장애형제자매의 조건부 자기가치감, 거부민감성, 부모화 경험에 따라 사

회적지지를 인식하며 그렇게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회적지지가 우울을 낮추는 요인임을 의미하므로, 장애 형제

자매로 인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할 수 있는 비장애형제자매의 심리적 안녕감을 위

해 사회적 지지의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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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가족의 부모를 대상으로 비장애 형제자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

들을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가족간의 긍정적 관계의 경험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 상담과 가족

과 함께 참여하는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학

교 현장에서는 교사 연수를 진행함으로 비장애형제자매 학생들이 또래관계에서 지

지를 받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프로그램 실시하는 것이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아 가족의 비장애형제자매 자조모임 등을 통해서 비슷한 상

황에 있는 또래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학교와는 또 다른 또

래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지가 직접전달 행태로 배포되어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의 성별, 거주 지

역, 연령등이 비율이 균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장애아의 비장애형제

자매와 일반아의 형제자매의 남녀 비율에 차이가 있었는데 장애아의 형제자매 집단 

남자 70명 (46.7%), 여자 80명 (53.3%)명인 반면 비장애 형제자매 집단의 경우 

남자 107명 (70.9%), 여자 43명 (28.5%) 으로 남녀 성별 차이가 있었다. 박선영

(2018)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서 부모화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

였다. 그러므로 불균형적인 성비가 본 연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실제 임상적으로 우

울을 경험하고 있는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한 조건화 자기가치감, 거부민감성, 

부모화 경험, 사회적지지, 우울과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대상이 울산지역에 사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결과이

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집단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양한 성별과 연령

층을 대상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반복 

검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모화에 대하여 장애아의 비장애형제자매와 일반 형제자매의 손아래와 손

위 형제자매들의 부모화경험에 대한 매개 연구 적용에 대하여 연구 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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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 본 연구의 대상을 학년별로 나누어 세부적인 연령대를 대상으로 추가적

인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자기가치감, 거부민감성, 부모화, 사회적지지 변인을 세부적으

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는데 이는 각 변인들의 하위요인들을 고려해서 각 

변인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면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더 정확한 개입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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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연 구 설 문 지

                   안녕하세요.^^

이 질문지는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힘든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질문지는 정답이 없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체크해주면 됩니다.

모든 문항을 천천히 읽으며 빠짐없이 자신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O표를

하면 됩니다.

시간은 약 30분이 소요되며 여러분이 답한 내용은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 

다른 친구들에게도 절대 알려지지 않고, 성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혹시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아래 전화로 전화하면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윤미령

지도교수 최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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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형제자매 설문지

★다음은 ‘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1.당신의 성별은? �남  �여

2.당신의 나이는? 만     세

3.나의 학년은?

�초등4학년            �초등5학년        �초등6학년

�중학교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4.나의 종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없음    �기타

★다음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장애 형제/자매에 대한 질문입니다.

4.장애형제자매의 성별은? �남   �여

5.장애형제자매의 나이는? 만     세

6.장애형제/자매는 나의          이다.

�형/오빠   �언니/누나   �남동생   �여동생

7.형제자매의 장애 영역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기타 장애

�잘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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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아 형제자매 설문지 

★다음은 ‘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1.당신의 성별은? �남  �여

2.당신의 나이는? 만     세

3.나의 학년은?

�초등학교4학년  �초등학교5학년  �초등학교6학년     �중학교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1학년     �고등학교2학년

�고등학교3학년

4.나의 종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없음    �기타

★다음은 나와 함께 살고 있으며 형제/자매에 대한 질문입니다.

5. 형제자매의 성별은? �남   �여

6. 형제자매의 나이는? 만     세

7. 형제/자매는 나의          이다.

�형/오빠   �언니/누나   �남동생   �여동생 �쌍둥이

★ 다음은 부모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8. 아버지의 학력

�초등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9. 어머니의 학력

�초등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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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조건부 자기가치감 설문 문항

                    부록 2. 거부민감성 설문 문항

                    부록 3. 부모화 경험 설문 문항

                    부록 4. 사회적지지 설문 문항

                    부록 5. 우울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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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부 자기가치감 설문지 

※ 다음 문항을 읽고, 각 문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에 ○표 해주세요. 만약 각 

문장에서 기술하는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만약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느낄지를 생각하여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번

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성적이 높게 나오면, 더 나은 사

람이 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학교에서 주어진 일을 잘 할 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다른 친구들과 경쟁에서 이길 때, 내

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다른 사람보다 잘할 때 나에 대한 존

중감을 느끼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에 대한 가치감은 타인들과의 경쟁

에서 내가 얼마나 잘하는 가에 영향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내가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학업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느낄 때, 

나는 내가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 나 자

신이 가치 있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어떠한 일을 잘 해냈을 때, 내 자존감

에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내가 도덕적이지 못한 일을 한다면 나

의 자존감은 상처를 받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58 -

번

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의 자존감은 내가 도덕적, 윤리적 

규칙에 따르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다.

(도덕적, 윤리적 규칙 : 사람들이 서

로의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정

의, 권리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내가 도덕적 규범에 따라 살아가지 않

는다면, 나는 스스로를 존중할 수 없

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내가 생각하기에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할 경우, 나에 대한 자존감을 잃게 된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스스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행동

을 했을 때 내 자존감을 잃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나쁘게 평가

를 한다 해도 상관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나 자신에 대한 평가는 타인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 와는 별개의 

문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

꼈을 때, 내 자신이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나를 돌봐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나

의 자기 가치감에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가족들이 나를 자랑스러워할 때, 나의 

가치감은 상승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가족과의 사이가 나빠져도 내 자존감

은낮아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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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2

내 모습이 멋지거나 예쁘다고 느껴질 

때,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진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나의 자존감은 내 외모에 대한 나의 

느낌과는 다른 문제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내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나의 대한 가치감이 상처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내 얼굴이 매력적이라고 느껴질 때,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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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부민감성 설문지

※ 다음 상황을 읽고, 자신의 느낌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 해주세

요.

1. ‘선생님이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해 주실까, 아닐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불안하다. 

① 전혀 불안하지 않다.  ② 불안하지 않다.          ③ 약간 불안하다.   

④ 불안하다.            ⑤ 많이 불안하다.          ⑥ 아주 많이 불안하다.

2. ‘선생님이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해 주실까? 아닐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화가 난다.

① 전혀 화 안 난다.    ② 화 안 난다.             ③ 약간 화난다.     

④ 화가난다.           ⑤ 많이 화가 난다.         ⑥ 아주 많이 화가 난다.

    

3. ‘선생님이 나와 다른 아이의 질문 중 어느 쪽 질문에 대답해 주실까?’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우울하다. 

① 전혀 우울하지 않다.  ② 우울하지 않다.           ③ 약간 우울하다.  

④ 우울하다.            ⑤ 많이 우울하다.           ⑥ 아주 많이 우울하다.

4. ‘선생님이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해 줄까? (예상되는 정도를 선택)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조금 그렇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그렇지 않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상황1. 과학 시간에 조별로 모여서 실험을 하고 있다. 나는 실험 도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손을 들고 선생님께 “질문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다. 그 때 다른 아

이도 선생님을 불렀다. 선생님은 나를 쳐다보다가 다른 아이가 부른 쪽으로 돌아

보았다. 나는 선생님이 대답해주길 기다리면서 ‘선생님이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해 

주실까? 아니면 다른 아이 쪽 질문에 먼저 대답해주실까?’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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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생님이 내 말을 믿을까, 그 아이 말을 믿을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불안하다. 

① 전혀 불안하지 않다.     ② 불안하지 않다.       ③ 약간 불안하다.     

④ 불안하다.               ⑤ 많이 불안하다.       ⑥ 아주 많이 불안하다.

2.‘선생님이 내 말을 믿을까, 그 아이 말을 믿을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화가 난다. 

① 전혀 화 안 난다.         ② 화 안 난다.         ③ 약간 화난다.         

④ 화가 난다.               ⑤ 많이 화가 난다.     ⑥ 아주 많이 화가 난다.

3. ‘선생님이 내 말을 믿을까, 그 아이 말을 믿을까?’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우울하다. 

① 전혀 우울하지 않다.     ② 우울하지 않다.    ③ 약간 우울하다.     

④ 우울하다.               ⑤ 많이 우울하다.    ⑥ 아주 많이 우울하다.

4. 선생님이 ‘그 아이를 괴롭히지 않았다.’는 나의 말을 믿어줄까? 

(예상되는 정도 선택)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조금 그렇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그렇지 않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1. ‘선생님이 나를 뽑아주실까, 아닐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불안하

다. 

① 전혀 불안하지 않다.    ② 불안하지 않다.       ③ 약간 불안하다.  

④ 불안하다.              ⑤ 많이 불안하다.       ⑥ 아주 많이 불안하다.

상황2. 같은 반에 있는 한 아이가 선생님에게 내가 그 아이를 괴롭힌다고 거짓

말을 했다. 나는 “그 아이를 괴롭히지 않았어요.”라고 선생님에게 말했다. 선생

님이 나를 쳐다보면서, 곧 무슨 말을 하실 것 같다. 나는 선생님의 대답을 기다

리면서 ‘선생님이 내 말을 믿을까? 그 아이 말을 믿을까?’ 궁금해진다. 

상황3.  유명한 사람이 우리 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선생님이 유명한 사람과 

만날 우리 반 대표를 뽑으려 하신다. 나는 선생님이 누구를 뽑을지 기다리면서 

‘선생님이 나를 뽑아주실까? 아닐까’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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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생님이 나를 뽑아주실까, 아닐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화가 

난다. 

① 전혀 화 안 난다.         ② 화 안 난다.         ③ 약간 화난다.     

④ 화가 난다.               ⑤ 많이 화가 난다.     ⑥ 아주 많이 화가 난다.

3. ‘선생님이 나를 뽑아주실까, 아닐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우울하

다. 

① 전혀 우울하지 않다.     ② 우울하지 않다.      ③ 약간 우울하다.     

④ 우울하다.               ⑤ 많이 우울하다.      ⑥ 아주 많이 우울하다.

4. 선생님이 나를 뽑아주실까? (예상되는 정도를 선택)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조금 그렇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그렇지 않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 아이가 내게도 초대장을 줄까, 안줄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불

안하다. 

① 전혀 불안하지 않다.     ② 불안하지 않다.       ③ 약간 불안하다.    

④ 불안하다.               ⑤ 많이 불안하다.       ⑥ 아주 많이 불안하다.

2. ‘그 아이가 내게도 초대장을 줄까, 안줄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화

가 난다. 

① 전혀 화 안 난다.         ② 화 안 난다.       ③ 약간 화난다.       

④ 화가 난다.               ⑤ 많이 화가 난다.    ⑥ 아주 많이 화가 난다.

3. ‘그 아이가 내게도 초대장을 줄까, 안줄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우

울하다.

① 전혀 우울하지 않다.     ② 우울하지 않다.      ③ 약간 우울하다.    

④ 우울하다.               ⑤ 많이 우울하다.      ⑥ 아주 많이 우울하다.

상황4. 우리 반에 어떤 아이가 다음 주 토요일이 생일이다. 그 아이는 지금 반 

아이들에게 생일 초대장을 나눠주고 있다. 나는 초대받고 싶다. 나는 ‘그 아이가 

내게도 초대장을 줄까? 안줄까’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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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아이가 내게도 초대장을 줄까? (예상되는 정도를 선택)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조금 그렇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그렇지 않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1. ‘선생님이 내 이야기를 못들은 척 하시는 건 아닐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불안하다. 

① 전혀 불안하지 않다.     ② 불안하지 않다.       ③ 약간 불안하다.  

④ 불안하다.               ⑤ 많이 불안하다.       ⑥ 아주 많이 불안하다.

2. ‘선생님이 내 이야기를 못들은 척 하시는 건 아닐까?’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화가 난다. 

① 전혀 화 안 난다.         ② 화 안 난다.         ③ 약간 화난다.    

④ 화가 난다.               ⑤ 많이 화가 난다.     ⑥ 아주 많이 화가 난다.

3. ‘선생님이 내 이야기를 못들은 척 하시는 건 아닐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우울하다.

① 전혀 우울하지 않다.     ② 우울하지 않다.          ③ 약간 우울하다.  

④ 우울하다.               ⑤ 많이 우울하다.          ⑥ 아주 많이 우울하다.

4. 선생님이 내 이야기를 못들은 척 하시는 건 아닐까? 

(예상되는 정도를 선택)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조금 그렇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그렇지 않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상황5. 옆에 아이가 자꾸 나를 괴롭힌다. 나는 선생님에게 말씀드리기로 결심했

다. 선생님은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보고 계신다. 나는 “선생님! 옆에 아이가 괴

롭혀요”라고 크게 말했지만, 선생님은 여전히 서류를 보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계

신다. 나는 ‘선생님이 내 이야기를 못들은 척 하는 것은 아닐까’ 궁금해진다. 

상황6. 수학 시간이다. 그런데 지우개를 빠뜨린 것이 생각났다. 지우개를 나누어 

쓰면 앞자리 아이가 쪽지시험을 치는데 많이 불편할 것 같다. 하지만 너무 급해

서 앞자리 아이에게 지우개를 좀 빌려달라고 했다. 앞자리 아이의 대답을 기다

리면서‘이 친구가 지우개를 빌려줄까? 아닐까’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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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구가 지우개를 빌려줄까, 아닐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불안하

다.

① 전혀 불안하지 않다.     ② 불안하지 않다.       ③ 약간 불안하다.  

④ 불안하다.               ⑤ 많이 불안하다.       ⑥ 아주 많이 불안하다.

2. ‘친구가 지우개를 빌려줄까, 아닐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화가 

난다. 

① 전혀 화 안 난다.        ② 화 안 난다.          ③ 약간 화난다.    

④ 화가 난다.              ⑤ 많이 화가 난다.      ⑥ 아주 많이 화가 난다.

3. ‘친구가 지우개를 빌려줄까, 아닐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우울하

다. 

① 전혀 우울하지 않다.    ② 우울하지 않다.        ③ 약간 우울하다.  

④ 우울하다.              ⑤ 많이 우울하다.        ⑥ 아주 많이 우울하다.

4. 친구가 나에게 지우개를 빌려줄까? (예상되는 정도를 선택)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조금 그렇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그렇지 않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1.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일까, 아닐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불안하다. 

① 전혀 불안하지 않다.     ② 불안하지 않다.        ③ 약간 불안하다.

④ 불안하다.               ⑤ 많이 불안하다.        ⑥ 아주 많이 불안하다.

2.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일까, 아닐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화가 난 다.

① 전혀 화 안 난다.        ② 화 안 난다.          ③ 약간 화난다.    

④ 화가 난다.              ⑤ 많이 화가 난다.      ⑥ 아주 많이 화가 난다.

상황7. 체육 시간이 되었다. 반 아이들은 모두 운동장으로 나가고 내가 교실에

서 제일 마지막으로 나왔다. 운동장에 가려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반 아이 몇 

명이 계단 밑에서 나를 쳐다보면서 “◯◯이가..” 라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

다. 나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일까? 아

닐까’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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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일까, 아닐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우울하다. 

① 전혀 우울하지 않다.     ② 우울하지 않다.       ③ 약간 우울하다.  

④ 우울하다.               ⑤ 많이 우울하다.       ⑥ 아주 많이 우울하다.

4. 그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었을까? (예상되는 정도를 선택)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조금 그렇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그렇지 않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1. ‘이 아이가 내게 답을 가르쳐줄까, 아닐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불

안하다. 

① 전혀 불안하지 않다.     ② 불안하지 않다.       ③ 약간 불안하다.  

④ 불안하다.               ⑤ 많이 불안하다.       ⑥ 아주 많이 불안하다.

2. ‘이 아이가 내게 답을 가르쳐줄까, 아닐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화

가 난다.

① 전혀 화 안 난다.         ② 화 안 난다.         ③ 약간 화난다.    

④ 화가 난다.               ⑤ 많이 화가 난다.     ⑥ 아주 많이 화가 난다.

3. ‘이 아이가 내게 답을 가르쳐줄까, 아닐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우

울하다. 

① 전혀 우울하지 않다.     ② 우울하지 않다.       ③ 약간 우울하다.  

④ 우울하다.               ⑤ 많이 우울하다.       ⑥ 아주 많이 우울하다.

4. 이 아이가 나에게 수학 문제 답을 가르쳐줄까? (예상되는 정도를 선택)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조금 그렇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그렇지 않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상황8. 수학시간이다. 선생님이 몇 문제 내주시고 풀어보라고 하셨다. 문제 중에

는 내가 잘 모르는 문제가 있다.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일주일간 청소를 해야 한

다. 그래서 나는 반 아이 00에게 내가 모르 는 문제의 답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그 아이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이 아이가 내게 답을 가르쳐줄까? 아닐

까’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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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들이 나를 조원으로 빨리 뽑아줄까, 아닐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불안하다. 

① 전혀 불안하지 않다.     ② 불안하지 않다.       ③ 약간 불안하다.  

④ 불안하다.               ⑤ 많이 불안하다.       ⑥ 아주 많이 불안하다.

2. ‘아이들이 나를 조원으로 빨리 뽑아줄까, 아닐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화가 난다

① 전혀 화 안 난다.         ② 화 안 난다.           ③ 약간 화난다.    

④ 화가 난다.               ⑤ 많이 화가 난다.       ⑥ 아주 많이 화가 난다.

3. ‘아이들이 나를 조원으로 빨리 뽑아줄까, 아닐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우울하다. 

① 전혀 우울하지 않다.     ② 우울하지 않다.       ③ 약간 우울하다.  

④ 우울하다.               ⑤ 많이 우울하다.       ⑥ 아주 많이 우울하다.

4. 아이들이 나를 조원으로 빨리 뽑아줄까? (예상되는 정도를 선택)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조금 그렇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그렇지 않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1. ‘친구가 먼저 가버린 걸까, 아닐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불안하

다.

① 전혀 불안하지 않다.     ② 불안하지 않다.        ③ 약간 불안하다.  

④ 불안하다.               ⑤ 많이 불안하다.        ⑥ 아주 많이 불안하다.

상황9. 선생님이 새로운 모둠 수업을 하시려한다. 선생님은 “같은 모둠이 되고 

싶은 사람끼리 모이세요.”라고 하셨다. 벌써 몇몇의 아이들이 자리들끼리 조원을 

뽑았다. 아이들이 빨리 나를 선택해주길 기다리면서 ‘아이들이 나를 조원으로 빨

리 뽑아줄까? 아닐까’ 궁금해진다. 

상황10. 오후에 친구랑 같이 집에 가려고 약속했다. 수업이 끝나고 화장실이 급

해 다녀오니 한참을 기다려도 친구가 보이질 않는다. 나는 두리번거리며 친구들 

찾아보면서 ‘친구가 먼저 가버린 걸까? 아닐까’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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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구가 먼저 가버린 걸까, 아닐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화가 난

다.

① 전혀 화 안 난다.         ② 화 안 난다.          ③ 약간 화난다.    

④ 화가 난다.               ⑤ 많이 화가 난다.      ⑥ 아주 많이 화가 난다.

3. ‘친구가 먼저 가버린 걸까, 아닐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우울하

다. 

① 전혀 우울하지 않다.   ② 우울하지 않다.        ③ 약간 우울하다.  

④ 우울하다.             ⑤ 많이 우울하다.        ⑥ 아주 많이 우울하다.

4. 친구가 먼저 가버렸을까요? (예상되는 정도를 선택)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조금 그렇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그렇지 않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조 아이들이 내 의견을 들어줄까, 아닐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불안하다. 

① 전혀 불안하지 않다.     ② 불안하지 않다.     ③ 약간 불안하다.        

④ 불안하다.               ⑤ 많이 불안하다.     ⑥ 아주 많이 불안하다.

2. ‘우리 조 아이들이 내 의견을 들어줄까, 아닐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화가 난다. 

① 전혀 화 안 난다.        ② 화 안 난다.          ③ 약간 화난다.    

④ 화가 난다.              ⑤ 많이 화가 난다.      ⑥ 아주 많이 화가 난다.

3. ‘우리 조 아이들이 내 의견을 들어줄까, 아닐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우울하다. 

① 전혀 우울하지 않다.     ② 우울하지 않다.       ③ 약간 우울하다.  

④ 우울하다.               ⑤ 많이 우울하다.       ⑥ 아주 많이 우울하다.

상황11.다음 주에 조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선생님은 몇몇의 아이들을 조별로 

나누고는 각기 원하는 주제를 결정하라고 하셨다. 우리 조 아이들끼리도 의견

을 나누고 있다. 나도 어떤 의견이 생각났다. 나는 내 의견을 말하려고 하는 순

간 ‘우리 조 아이들이 내 의견을 들어줄까? 아닐까’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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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이들이 내 의견을 들어줄까요? (예상되는 정도를 선택)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조금 그렇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그렇지 않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1. ‘친구가 내 이야기를 계속 들어줄까? 저 아이에게 갈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불안하다. 

① 전혀 불안하지 않다.     ② 불안하지 않다.      ③ 약간 불안하다.  

④ 불안하다.               ⑤ 많이 불안하다.      ⑥ 아주 많이 불안하다.

2. ‘친구가 내 이야기를 계속 들어줄까? 저 아이에게 갈까?’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화가 난다. 

① 전혀 화 안 난다.        ② 화 안 난다.          ③ 약간 화난다.   

④ 화가 난다.              ⑤ 많이 화가 난다.      ⑥ 아주 많이 화가 난다.

3. ‘친구가 내 이야기를 계속 들어줄까? 저 아이에게 갈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우울하다.

① 전혀 우울하지 않다.     ② 우울하지 않다.       ③ 약간 우울하다.  

④ 우울하다.               ⑤ 많이 우울하다.       ⑥ 아주 많이 우울하다.

4.친구가 내 이야기를 계속 들어줄까요? (예상되는 정도를 선택)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조금 그렇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그렇지 않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상황12. 내가 친구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

른 아이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를 오라고 부른다. 친구는 벌써 그 아이 

쪽을 쳐다보고 있다. 나는 친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동할까 궁금해진다. ‘친

구가 내 이야기를 계속 들어줄까? 저 아이에게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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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화 경험 설문지

※ 다음은 여러분이 가족 안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항들을 

잘 읽어보고, 나에게 맞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하세요.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종종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 쇼핑(음식이나 옷 등)

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2
때때로 엄마나 아빠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

람은 나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우리 집에서 나는 내가 해야 하는 일보다 더 많

은 일을 하도 록 요구받는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종종 내 형제들의 숙제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5 가족들은 종종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은 나를 돌봐주셨지만, 나는 내 원하는 것

을 이루기 위 해 부모님들에게 의지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7
나의 가족들은 내가 나이보다 어른스럽게 행동한

다고 말씀하 신다. 
① ② ③ ④

8 가족들에게 내 감정은 중요시되지 않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9

나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벌려고 일을 한다.

나는 종종 우리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

한다.

① ② ③ ④

10
가족들이 나를 실망시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

다.
① ② ③ ④

11

집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서 학교 공부를 따

라가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12
내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사

는지 가족들 중에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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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종종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가족들은 나에게 항상 그들의 문제에 대해 말하

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종종 가족들의 빨래를 한다. ① ② ③ ④

15

우리 식구들 중 누가 기분이 안 좋으면, 나는 어

떻게든 

도우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16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은 매우 잘 도와

주신다.
① ② ③ ④

17 집에서 나는 자주 요리를 한다. ① ② ③ ④

18
부모님이 싸울 때, 내가 각자 자신의 편을 들어

주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19 내가 가족들을 돌봐주어야 할 것 같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0
종종 부모님들은 나보고 형제들을 돌봐주라고 하

신다.
① ② ③ ④

21 집안이나 밖에서 나는 많은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22
때때로 부모님보다 내가 더 책임감이 있는 것 같

다.
① ② ③ ④

23
부모님은 집안일을 도우려는 나의 노력에 종종 

비판적이시다. 
① ② ③ ④

24
어떤 이유 때문인지, 나는 부모님을 신뢰하는 것

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25
부모님은 종종 형제들의 문제를 나보고 도와주라

고 요구하신다.
① ② ③ ④

26
나는 집에서 빨래하기, 설거지하기, 청소하기 등

의 온갖 집안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27
종종 내가 부모님의 갈등 사이에 끼어있는 느낌

이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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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종종 

그렇다

매우 

그렇다

28
부모님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돌보기를 기대

하신다.
① ② ③ ④

29 부모님은 종종 나에게 서로에 대해 흉을 보신다. ① ② ③ ④

30
나는 가족에게 받기보다 주는 것을 더 많이 한

다.
① ② ③ ④

31
부모님이 글을 쓰거나 말하는데 서투르셔서 내가 

대신해드리 곤 한다.
① ② ③ ④

32
부모님이 공적인 일처리를 잘 못하셔서 내가 도

와드리는 일 이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33
부모님은 옷이나 음식, 학교 준비물 등, 내가 필

요로 하는 것 을 마련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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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지지 설문지

※ 다음 문항을 읽고, 각 문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에 ○표 해주세요.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종종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 ② � �

2 나는 친구들이 나를 따돌린다고 생각한다. � ② � �

3
나는 내 생각이나 말을 내 친구들이 잘 들어준다

고 생각한다. 
� ② � �

4 나와 내 친구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 ② � �

5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 ② � �

6 나는 친구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 ② � �

7 나는 친구들이 나를 잘 이해해준다고 생각한다. � ② � �

8
나는 친구들 중에서 나와 가까이 있기를 좋아하

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한다. 
� ② � �

9 우리 가족은 서로 잘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 ② � �

10
우리 가족은 내가 어려울 때 격려해 준다고 생각

한다. 
� ② � �

11 우리 가족은 나의 말을 잘 들어준다고 생각한다. � ② � �

12
우리 가족은 갖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진

다고 생각한다. 
�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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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종종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나는 가족 중에 중요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② � �

14 우리 가족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고 생각한다. � ② � �

15 우리 가족은 날 잘 이해해준다고 생각한다. � ② � �

16
우리 가족은 내가 필요로 할 때 힘이 되어준다고 

생각한다. 
� ② � �

17 나는 선생님과 매우 가깝다고 생각한다. � ② � �

18 우리 선생님은 나를 좋지 않게 본다고 생각한다. � ② � �

19 나는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 ② � �

20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고 생각한다. � ② � �

21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선생님은 잘 들어주

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② � �

22
우리 선생님은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한

다. 
� ② � �

23 우리 선생님은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 같다. �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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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울 설문지

※ 다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보기를 읽고 평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빈칸에 적거나 또는 번호에 직

접 체크(V)해 주세요

문

항

번 

호
보  기

1 ① 나는 가끔 슬프다.   ② 나는 자주 슬프다.   ③ 나는 항상 슬프다.

2

① 나에게는 제대로 되어 가는 일이란 없다.  

② 나는 일이 제대로 되어 갈지 확실할 수 없다.

③ 나에게는 모든 일이 제대로 되어갈 것이다.

3
① 나는 대체로 무슨 일이든지 웬만큼 한다.  

② 나는 잘 못하는 일이 많다.  ③ 나는 모든 일을 잘 못한다.

4

① 나에게는 재미있는 일들이 많다.  

② 나에게는 재미있는 일들이 어느 정도 있다.

③ 나에게는 재미있는 일들이 전혀 없다.

5
① 나는 항상 나쁜 행동을 한다.     

② 나는 자주 나쁜 행동을 한다.   ③ 나는 가끔 나쁜 행동을 한다.

6

① 나는 가끔씩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②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된다.

③ 나에게 꼭 나쁜 일이 생길 것만 같다.

7
① 나는 나 자신을 미워한다.  

②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③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한다.

8

① 나에게 일어난 모든 나쁜 일들은 다 내 잘못이다.

② 나에게 일어난 나쁜 일 등의 대부분은 내 잘못이다.

③ 나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은 보통 내 잘못 때문이 아니다.

9

① 나는 나를 해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② 나는 나를 해치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③ 나는 나를 해치고 싶다.

10

① 나는 매일 울고 싶은 기분이다.

② 나는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울고 싶은 기분이 든다.

③ 나는 가끔 울고 싶은 기분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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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번 

호
보  기

11

① 여러 가지 일들이 항상 나를 귀찮게 한다.

② 여러 가지 일들이 자주 나를 귀찮게 한다.

③ 여러 가지 일들이 가끔 나를 귀찮게 한다.

12

①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②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을 때가 많다.

③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싫다.

13

① 나는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다.

② 나는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③ 나는 쉽게 결정을 내린다.

14

① 내 외모는 괜찮은 편이다.   

② 내 외모 중에는 못 생긴 부분이 약간 있다.   

③ 나는 못생겼다.

15

① 나는 학교 공부를 하는 것이 늘 힘들다.

② 나는 학교 공부를 하는 것이 대체로 힘들다.

③ 나는 학교 공부를 하는 것이 그리 힘들지 않다.

16

① 나는 매일 밤 잠들기가 어렵다.    

② 나는 잠들기 어려운 밤이 많다.  

③ 나는 잠을 잘 잔다.

17

① 나는 가끔 피곤하다.   

② 나는 자주 피곤하다.   

③ 나는 늘 피곤하다.

18

① 나는 밥맛이 없을 때가 대부분이다.    

② 나는 밥맛이 없을 때가 많다.

③ 나는 밥맛이 좋다.

19

① 나는 몸이 아플까봐 걱정하지는 않는다.   

② 나는 몸이 아플까봐 걱정할 때가 많다.

③ 나는 몸이 아플까봐 항상 걱정한다.

20

① 나는 외롭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② 나는 자주 외롭다고 느낀다.

③ 나는 항상 외롭다고 느낀다.

21

① 나는 학교생활이 재미있었던 적이 없다.   

② 나는 학교생활이 가금씩 재미있다.  

③ 나는 학교생활이 늘 재미있다.



- 76 -

문

항

번 

호
보  기

22

① 나에게는 친구들이 많다. 

② 나는 친구들이 조금이지만,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③ 나에게는 친구가 전혀 없다.

23

① 나는 학교 성적은 괜찮다.   

② 나의 학교 성적은 예전처럼 좋지는 않다.

③ 내가 전에는 잘 했던 학과목 성적이 떨어졌다.

24

① 나는 절대로 다른 아이들처럼 착하지 않다.

②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다른 아이들처럼 착할 수가 있다.

③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착하다.

25

①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②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③ 분명히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26

① 나는 나에게 시킨 일은 대체로 한다.  

② 나는 나에게 시킨 일은 대체로 하지 않는다.

③ 나는 나에게 시킨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27

① 나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잘 지낸다.   

② 나는 사람들과 자주 싸운다.

③ 나는 사람들과 항상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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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Depression between Siblings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 Effects of contingent self-worth, rejection sensitivity, 

parentification, and social support

Yun Mi-ryeong

Major in Counseling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Ulsan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differences in contingent self-worth, 

rejection sensitivity, parentification,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with sibling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ose of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and compare each of the groups in the depression path 

based on the differences. In the study, an assumption was made that 

sibling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ould have a higher level of 

parentification according to higher contingent self-worth and rejection 

sensitivity and thus a lower level of perceived social support, 

resulting in depression. Another assumption stated that contingent 

self-worth and rejection sensitivity would have no relation with the 

level of parentification in siblings of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and 

lower their perceived social support toward depression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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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were collected from 150 adolescent sibling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another 150 adolescent siblings of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in Ulsan Metropolitan City. Of 330 self-reported 

questionnaires distributed, a total of 300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after the exclusion of the ones containing insincere 

responses such as the same answer for all the items or missing 

answer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22.0 and SPSS 

Process Macro 3.5 version programs. An independent-sample t-test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two groups in contingent self-worth, 

rejection sensitivity, parentification,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The two groups were compared in the depression path through serial 

double mediation analysis based on the PROCESS Procedure for SPSS 

Version 3.5의 Model 6 distributed by Hayes(2013).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jection sensitivity, parentification, and social support 

between sibling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ose of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The former group had a higher level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parentification and a lower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than the latter group; second, the two groups showed different 

patterns of correlations among the major variables. While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parentification in sibling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no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them in siblings of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The former group ha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contingent self-worth and social support, and the latter 

group had no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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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r group showe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contingent self-worth and depression, and the latter group showed no 

such correlations between them.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parentification and social support in the former 

group, and no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them in the latter group.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parentification and depression in the former 

group, and no such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them in the 

latter group; third, the two groups showed differences in double 

mediation effects in Research Model 1(contingent self-worth → 

parentification → social support → depression). There were significant 

double mediation effects in sibling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Higher contingent self-worth led to higher parentification, which in 

turn led to lower social support and thus greater depression.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ouble mediation effects in siblings of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and finally, there were also differences in 

double mediation effects between the two groups in Research Model 

2(rejection sensitivity → parentification → social support → 

depression). There were significant double mediation effects in 

sibling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Higher rejection sensitivity led to 

higher parentification, which in turn resulted in lower social support 

and thus greater depression.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ouble mediation effects in siblings of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discussed psychological 

intervention methods needed to reduce depression in sibling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promote their healthy emo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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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Keywords: sibling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contingent self-worth, 

rejection sensitivity, parentification, social support,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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