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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자기자비(Mindful Self-Compassion: MSC) 프로그램이

상담자의 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에 미치는 영향

조   윤   숙*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심신통합치유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음챙김-자기자비 프로그램이 외상을 경험한 내담자들을 상담하며 간접 

외상을 경험하게 되는 상담자의 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

행하였다. Neff와 Germer(2013)가 개발한 MSC(Mindful Self-Compassion)프로그램을 토대로 상담자

에게 적합하게 보완하였고, 서울지역에서 상담사로 근무 중인 22명을 각각 11명씩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주 1회 120분씩 8회 동안 실시하였다. 연구 측정도구로 마음챙김, 자

기자비, 전문가의 삶의 질(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척도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실험집단의 

공감만족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데, 마음챙김, 자기자비, 공감피로, 소진은 다소 긍정적으로 

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실험집단을 상담경력에 따라 2개 집단(5년 이

하, 6년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을 때, 5년 이하 집단에서 마음챙김과 공감만족이 유의미

하게 증가되었고 소진은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 치료를 위한 마음챙

김-자기자비 활용이 아닌 상담사 스스로를 위한 삶의 질을 높이고, 성장과 자기돌봄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된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

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 마음챙김-자기자비, 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 상담사 자기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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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는 역할에 특성 상 자신의 내면 변화 

흐름을 자각해야 할 뿐 만 아니라 자신의 요

구 보다는 다른 사람의 욕구와 상황, 정서에 

대해 민감하게 이해하고 탐색하는 것을 선행

하도록 훈련 받는다. 또한, 실제 상담 장면에

서 전적으로 내담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몰입

하게 되는데, 이때 점차 자신을 돌보지 못하

거나 내담자와 비슷한 정서 경험을 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외상 사건 때문에 힘

들어하고 심지어 심리적, 신체적 질병까지 걸

리게 되는데 이를 공감피로라고 한다(Figley, 

1995; Stamm, 1997). 공감피로가 증가하면 상담

자는 신체적, 심리적 곤란을 경험하고 사회적

으로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내담자는 부정

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감피로

는 상담자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

한 문제이다(이자영, 유금란 2010). Figley(2002)

는 공감피로(Compassion Fatigue, CF)를 극심한 

스트레스적인 사건을 겪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예, 간호사, 소방

사, 사회복지사 등)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했다. 또한 업무 장면이 아닌데도 대상자가 

경험한 외상 사건이 지속적으로 생각나고 우

울이나 불안 등의 정서가 상담자의 기분과 일

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한다. 

Joinson(1992)이 간호사들의 소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 환자와 공감적인 관계를 형성

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환자 간호에 투여함

으로 인해 공감피로를 겪는 것을 발견하여 공

감피로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그 

전에는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Figley, 1985), 대

리외상(McCann & Pearlman, 1990; Pearlman & 

Saakvitne, 1995), 이차 생존자(Remer & Elliott, 

1988), 감정적 전염(Miller, Stiff, & Ellis, 1988), 

소진(Burnout)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왔다(김영

미, 2014). 이차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용어가 

정신적으로 손상되었다는 느낌으로 낙인감을 

줄 수 있고 병리적인 느낌을 일으킨다는 이유

로 현재는 공감피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Figely, 1995; Figley, 2002). Cherniss(1980)에 의

하면 소진(Burnout)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나

타나는 증상으로 에너지가 심각하게 고갈되고 

직무 수행력의 저하를 일으키는 심리적 고통

의 한 형태를 의미하고, Stamm(2010)은 업무환

경의 지원․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업무 부담

은 극심할 때 발생되며, 업무 수행에 곤란함

을 느끼고 희망이 없는 느낌으로 인해 고갈, 

좌절, 분노, 우울 등이 대체로 서서히 생겨나

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소진은 단 한 번의 

경험이나 노출에 의해 갑작스럽게 발생될 수 

있는 공감피로와는 다르게 일정기간 동안 축

척 되어온 과도한 수준의 직무 스트레스 때문

에 유발 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공감피로는 외상을 경험한 대상자를 돕는 일

을 하는 전문가에게만 발견되는 독특한 현상

인 반면 소진은 전반적인 업무환경이나 그 업

무 자체에 의해 유발되는 정서적 고갈, 탈인

간화, 성취의욕 감소 등 보다 광범위하게 설

명되고 있고(Robins, Meltzer, & Zelikovsky, 2009) 

공감피로의 최종 단계로 여겨지고 있다(Figley, 

1995).

공감피로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이 드러나면

서 Stamm(2002)은 공감피로와 반대로 긍정적

인 개념인 공감만족을 새롭게 소개하였다. 공

감만족(Compassion Satisfaction: CS)은 대상자에

게 돌봄을 제공하면서 느끼는 기쁨이며,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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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호의와 돌봄 제공자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만족스러움에서 파생되는 감정이자 긍

정적인 결과이다(Figley & Stamm, 1996). 즉, 공

감만족은 공감피로와는 반대로, 대상자의 상

황이 매우 위험하거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근무 상황에서도 계속 도움을 주는 일을 수

행 할 수 있는 원천이 되어 공감피로와 소진

을 낮추어 줄 수 있는 것이다(Stamm, 2002). 

Collins와 Long(2003b)은 공감만족이 공감피로와 

소진점수와 부적상관을 보였다고 설명했는데, 

돌봄 제공자가 공감만족을 느낄 때는 클라이

언트가 회복해서 일상생활에 무리 없이 복귀

할 때, 슈퍼비전이나 동료의 지지를 받을 때, 

일하는 환경 내에서 강한 동료애를 느낄 때라

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공감만족은 종사자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돕는 일에 

대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는 높은 

공감만족을 가진 상담원들이 낮은 공감만족을 

가진 상담원들에 보다 공감피로와 소진의 위

험성 정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준

다(신민정, 2007). 김미숙(2018)의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공감만

족이 높을 수 록 시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Figley(1955)는 극심

한 고통에 노출되어있는 대상자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차적 외상없이 그

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공감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공감피

로도 거의 없었고, 고통을 당하는 대상자들을 

돌보면서 발생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서적 

압박감과 고통을 떨칠 수 있었으며 공감하고 

돌볼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만족과 성취감을 

얻었다고 밝히고 있다(이정민, 2012). 따라서 

공감만족이 공감피로 예방을 위한 보호요인으

로 작용하여 정신적 안녕을 유지하는 것 뿐 

아니라 나아가 돌봄 제공자의 전문가로서의 

삶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만족을 강화시키기 위한 효과적

인 방법 중 하나는 Alkema et al.(2008)에 의하

면, 상담자가 정서적 영역, 영적 영역, 개인적 

영역, 전문적 영역 간의 균형을 이루는데 초

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자기보호 

혹은 자기돌봄(self-care) 노력이라고 할 수 있으

며, 자기돌봄은 한 영역을 잘 관리하면 다른 

영역도 더불어 잘 관리하게 되는 비교적 총체

적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즉, 일 외에 개인적 

영역의 만족과 자신의 정신건강을 높이기 위

한 활동에 참여하고, 자기관리 전략과 전문적 

자기개발 활동을 장려하는 활동들이 이에 해

당한다. 공감만족을 늘리기 위해서도 개인의 

전문적, 정서적, 영적인 영역의 균형이 큰 역

할을 하고 있지만 이는 상담자가 소진이나 공

감피로를 경험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이자영, 유금란, 2010).

공감피로와 소진을 예방하고 공감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Oliveira와 

Vandenberghe(2009)는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 가지는 

상담자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다

른 한 가지는 전문가로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

이다. 그동안 상담학계에서는 상담자의 자기

성장을 위한 훈련의 제공은 부족하였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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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술 훈련 위주로 다양

한 워크숍이 많이 제공되어 왔다. 특히 상담

자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능력은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와 관련한 역기능적인 관계 

유형을 이해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

은 상담치료 성과로 직결 될 수 있다. 그러므

로 상담자의 알아차림 능력은 치료적 관계와 

상담치료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

아가서 상담자의 자기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조현주, 노지애, 이현예, 

정성진, 현명호, 2014).

알아차림 능력은 지속적으로 마음챙김 훈

련을 실행하여 상담자 자신이 직접 체험함

으로서 점차 증진시킬 수 있다. 마음챙김

(mindfulness)은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경험을 

판단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체

험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명료하게 알아

차리는 것을 의미한다(Kabat-Zinn, 2003). Germer 

(2005)는 현존에 장에서 떠오르는 생각, 감정, 

감각을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수

용하는 것이라 하였다. Brown과 Ryan(2003)은 

사람들이 마음챙김을 많이 하게 되면 자율적

인 행동조절 수준이 그 이전 보다 더 올라가

고 웰빙(well-being) 수준도 높아졌다고 제시하

고 있다. 마음챙김의 적용은 먼저 다양한 치

료 프로그램(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program: MBSR), 마음챙김에 기반 인지치료

(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MBCT), 수

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변증법적 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 마음챙김 자기-자비 (Mindful 

Self-Compassion, MSC))으로 활성화 되었는데, 마

음챙김에 근거를 둔 프로그램들은 실제 임

상장면에서 마음챙김의 개입이 신체 및 심

리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Baer, 2003; Bishop, 2002; Grossman, 

Nienmann, Schmidt & Walach, 2004). 지금까지

는 주로 내담자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고 

증상을 개선하는 치료 도구로 마음챙김 명상 

훈련을 활용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어왔고

(Kabat-Zinn & Hanh, 2009), 상담자 교육이나 

자기돌봄의 방법으로 마음챙김 명상을 적용한 

경우는 드물다. 국내에서는 심지은, 윤호균

(2008)이 마음챙김과 상담자의 공감 및 역전이 

관리능력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는데, 마음챙김

이 상담자의 미해결된 욕구와 자동화된 평가 

작용을 지각하도록 도와 역전이 관리 능력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앞

서 언급한 MBSR, MBCT 등 마음챙김에 근거

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등장과 더불어, 마음챙

김 훈련이 촉매제가 되어 심리치료사들의 치

료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Anderson, 2005; Germer, Siegel, & Fulton, 2005).

따라서 상담자의 자기성장과 자기돌봄에 증

진 뿐 만 아니라 치료능력 향상을 위해서 마

음챙김 훈련에 꾸준한 실천이 요구 된다. 마

음챙김 훈련과 함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

하여 사랑하고 타인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내

는 자비(慈悲)명상 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

다. Dalai Lama(2003)에 의하면, 자비를 함양하

여 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거나, 자비와 지

혜를 함께 수행해야 깨닫고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처럼, 마음챙김 명상과 자

비명상을 균형을 이루어 훈련할 필요가 있다

(조현주 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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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Neff와 Germer(2013)는 마음

챙김과 자기자비를 결합하여 마음챙김-자기자

비(Mindful Self-Compassion, MSC)프로그램을 개

발하였다. 자기자비(Self-Copassion)는 고통스러

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을 엄격하게 대하고 

비판하기 보다는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대

하고, 고통의 경험을 개인적 사건으로 국한시

키지 않고 모든 인간 존재가 느끼는 보편적인 

조건의 하나로 받아들이며, 고통에 압도되어 

고통과 감정에 자신을 과잉동일시하여 억압

하거나 회피하기 보다는 정서적으로 균형을 

이룬 자세로 알아차리는 것을 말한다(Neff, 

2003b). 즉, 타인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그

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로 대하는 것처

럼, 자신에게도 스스로의 기대에 부합되지 못

하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에도 스스로

를 친절하게 돌보며 관심으로 대하는 것이다

(Neff, 2011). 특히 상담자들은 다른 사람의 고

통을 다루면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자신의 욕구는 억제하고 자신을 냉철

하게 대하거나 부적 정서가 일어나도 혼자서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사

고와 태도로 인해 공감피로가 촉발될 가능성

이 증가될 수 있는데, 이때 마음챙김과 더불

어 자기자비를 훈련한다면 자기비난을 알아차

려서 멈추고 자신을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로 

돌보고 수용하여 보다 건강하게 돕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마음챙김과 자기자비는 

정서적인 문제를 조절하고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여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설명된다. 마음챙김은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이었고(Klainin-Yobas et 

al., 2016) 자기자비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심리적 소진과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Shapiro, Astin, Bishop, 

& Cordova, 2005), 우울과 불안을 개선시키고 

반추를 감소시켰고, 긍정적인 정서를 증가 시

켰다(Anderson, Lau, Segal, & Bishop, 2007). 자기

자비는 또한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일어

나는 부정적인 정서를 경감시키며, 자기자비

가 높은 사람들이 삶에 만족하고 긍정적인 정

서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ary et 

al., 2007). 뿐 만 아니라 자기자비는 생활 스트

레스, 우울, 불안, 스트레스 증상 등 심리적 

건강 요인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유연화, 이신

혜, 조용래, 2010; 조현주, 현명호, 2011; Van 

Dam, Sheppard, Forsyth, & Earleywine, 2011), 반

면 긍정적 정서와 지혜, 삶에 대한 만족감, 심

리적 안녕감, 낙관적 태도, 지혜, 주도성, 탐구

심과 호기심, 타인에 대한 호의성, 자존감 등 

보호 요인들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

냈고(김연수, 조성호, 2014; 박세란, 이훈진, 

2013; 심은수, 2013; MacBeth & Gumley, 2012; 

Neff, Kirkpatrick, & Rude, 2007), 자기자비가 높

은 사람이 우울한 정서가 일어날 만한 일을 

겪었을 때 자기자비가 낮은 사람 보다 덜 우

울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aes, 2011). 또한 

조현주와 현명호(2011)는 자기비판과 우울 사

이에서 자기자비가 조절효과를 만든다고 보고

하였다. 이처럼 자기자비는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

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강재연, 2017). 따라

서 마음챙김과 자기자비는 상담자의 정신건강

과 일상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공감

피로와 소진을 줄이고 공감만족을 증진 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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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

자비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효과가 검증되었는

데 알려진 효과성에 비해 연구량은 소수이고 

활성화 시작단계로 보여 진다. 대상은 사회 

비교 경향성이 높은 사람(최영민, 2011), 경계

선 성격장애 성향자(노상선, 조용래, 2013), 스

트레스와 대인불안이 높은 아동(양혜란, 2014), 

초보 상담자(조현주, 노지애, 이현예, 정성진, 

현명호, 2014), 서울소재 학부 대학생(박세란, 

2015), 자기비판 성향을 지닌 대학생(강재연, 

장재홍, 2017) 등 이었다. 국내 공감피로 연구

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

고 있고, 소방대원(유지현, 2006, 최말옥, 2007) 

및 응급구조사, 사회복지사 대상 연구(박윤미, 

2011)가 있고, 상담자의 공감피로 연구는 성폭

력·가정폭력 분야나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특정 분야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소

수 있을 뿐이다. 상담자 대상 공감피로 연구

는 이자영, 유금란(2010) ‘공감피로에 대한 고

찰: 상담자를 위한 제언’, 이정은(2016)의 ‘상담

자의 정서전염에 대한 민감성이 공감피로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

로’, 박빛나, 손은정(2016)의 ‘상담자의 직무스

트레스가 공감피로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있

고 활발히 연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상담사 대상에 공감피로 연구

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마음챙김-자기자비

(Mindful Self-Compassion, MSC)프로그램이 상담

사의 공감피로와 소진을 줄이고 공감만족과 

더불어 마음챙김, 자기자비를 향상 시킬 것으

로 기대하며, 이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참여자는 서울지역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

고 있는 상담사들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 동의를 한 24명 이었다. 

실험집단 참여자 중 1회 참여 후 개인사정으

로 중도 포기한 2명을 제외한 실험집단 11명

(남성 4명, 여성 7명), 통제집단 11명(남성 2명, 

여성 9명)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

마음챙김 척도(Mindfulness Scale: MFS)

박성현(2006)이 개발하여 타당화한 마음챙김 

척도를 사용하였다. 마음챙김 척도는 현재자

각, 주의집중, 비판단적 수용, 탈중심적 주의

의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방식 5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

점(매우 그렇다)까지 나타낸다. 각 하위척도 

당 5문항 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모

두 부정문으로 역채점 후 합산한 점수가 높을 

수록 마음챙김의 수준이 높다. 박성현(2006)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6고 현재자각 .88, 주의집중 

.91, 비판단적 수용 .88, 탈중심적 주의 .91로 

나타났다.

자기자비 척도(Self-Compassion Scale: SCS)

자기자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Neff(2003a)

가 개발한 자기자비 척도를 김경의, 이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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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래, 채숙희, 이우경(2008)이 번안하고 타당

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자비 척도는 자

기친절, 자기비판, 보편적 인간성, 고립, 마음

챙김, 과잉동일시의 6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

어 있다.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문

항 중 13개(1, 2, 4, 6, 8, 11, 13, 18, 20, 21, 

24, 25)는 역채점 문항이다. Likert 방식 5점 

척도로 평정하고 점수범위는 26-130점으로 높

을 수록 자기자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

된다. Neff(2003b)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이었고, 

자기친절 .79, 자기비판 .86, 보편적 인간성 

.56, 고립 .73, 마음챙김 .75, 과잉동일시 .82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삶의 질 척도: 공감피로, 공감만

족, 소진 척도(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R-Version 5: PROQOL)

공감피로, 소진, 공감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Figley(1995)가 개발하고 Stamm(2009)이 수정 보

완한 전문가의 삶에 질 척도(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R-Version 5: PROQOL)를 사용하였

는데 본 척도는 도움을 제공하는 여러 직종을 

대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각 직종에 맞게 보

완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공감피로, 

소진, 공감만족은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30문항이며 Likert 방식 5점 척도로 평정

한다. 공감피로, 소진 공감만족의 각 영역별 

점수범위는 10～50점으로 22점 이하는 ‘낮

음’, 23～41점은 ‘보통’, 42점 이상은 ‘높음’을 

의미 한다(Stamm, 2009).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5, 공감피로 .81, 소진 .75, 

공감만족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

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8, 공감피로 .85, 

소진 .88, 공감만족 .89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및 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 위하여 서울지역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담사를 대상으로 상담심리 

관련 학회, 협회, 인터넷 카페 사이트에 2016

년 3월 28일부터 4월 25일까지 홍보하였다. 16

명을 모집하였으나 시작 전 취소로 인해 본 

프로그램은 13명에게 실시하였다. 2016년 4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화요일 주1회, 회

기 당 120분씩 총 8회기를 진행하였다. 13명 

중 1회기 참여 후 개인사정으로 중도 포기 한 

2명 등을 제외한 실험집단 11명(남성 4명, 여

성 7명), 통제집단 11명(남성 2명, 여성 9명)의 

자료가 통계분석 되었다. 프로그램 실시 전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종결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통제집단은 실험집단 참여자와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같은 분야(예: 청소

년상담, 기업상담 등)에 근무하는 상담사를 대

상으로 구성하여 2016년 5월 말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2016년 7월말에 사후검사를 실시

하였다.

프로그램은 구성은 Neff와 Germer의 마음챙

김-자기자비(Mindful Self-Compassion, MSC)프로

그램을 상담사에게 맞게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명상, 응용실습, 그룹토의, 과제를 

통해 자기자비를 훈련한다. 프로그램은 1회 

‘마음챙김-자기자비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자

기자비에 대한 기초를 세우고, 2회는 마음챙

김 훈련을 하고, 3회는 자애명상 훈련, 4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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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 목소리 찾기, 5회는 ‘깊이 있는 삶’

으로 의미를 가지는 핵심 가치에 대해 탐구하

며, 6회는 힘겨운 정서 다루기, 7회는 ‘관계 

전환하기’, 8회는 ‘삶 포용하기’라는 주제로 

회차 주제 및 목표 내용

1
자기자비의 발견

자기자비 이해와 훈련

- 진행자, 참가자 및 프로그램 소개

- 비밀보장 등 집단 규약 안내

- 자기자비의 핵심 3요소: 보편성, 마음챙김, 자기친절에 

중요성/호흡이완 명상

2
마음챙김 연습

현존과 수용으로 마음챙김 습득

- 자기자비로 가는 5가지 길 습득

- 현존과 수용으로 마음챙김 명상

- 안정감 구축과 자기를 대하는 습관 관찰

 : 자기비판을 자비로 바꾸기

3
자신을 위한 자애명상

자기를 돌보고 자애심 기르기

- 일상에서 자기자비 연습

- 자애명의 치유요소: 의도, 주목, 감정, 유대감

- 자비로운 이미지: 안전한 장소와 사람

- 자신을 위하 자애명상 실습 

4
자비로운 목소리 찾기

내안에 자비심에 집중하여 키우기

- 영혼키우기: 자기수용과 자기친절 연습

- 음미하기와 해치치 않기: 생활 속에서 경험과 관련하여 

자비심 찾기와 집중하여 확장하는 연습

- 신체감각 관찰 명상

5
깊이있는 삶

자비로 고통 다루기

- 고통에 대한 보편성

- 저항 할수록 증가되는 고통의 성질 이해

- 고통이 일어날 때 자기친절로 대하기

- 고통에 대한 자비명상

6 자비로 정서 다루기

- 감정 다스리기‘안정화’

- 감정에 이름 붙이기: 탈동일시 연습

- 몸에 반응 이해, 감정 알아차림 명상

- 바디스캔 명상

7 관계전환 명상

- 관계에서 단절감을 알아차리고 연결감 증진

- 자신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

- 타인에 대한 자비 명상: 내안의 자비심을 확장하여 타인

에게 보내기

8 일상에 적용하고 지속하기

- 이전 7회차 정리/일상에서 실천 점검

- 자기비난과 나의 역사 이해/자신을 위한 자비문구

- 전체 소감 및 실천 의지 다지기

표 1. 마음챙김-자기자비 프로그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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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소그룹

을 이루어 동료 참가자들과 함께 평소 자기 

자신을 비판할 때 쓰는 말을 공유하고 더 친

절하고 지지적인 말을 찾고, 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서로 나누어서 자기자비 경험을 체득

하고 보편적인 인간성의 느낌이 일어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진행 시 매회 초

반 이전 회 차 주제에 따라 한 주간 일상에서

의 마음챙김-자기자기 경험과 연습에 관해 이

야기를 나누어 긴장을 풀고 다른 참가자의 경

험을 들으며 동기를 높이도록 유도하였고, 명

상 실습 전에 15분 정도 마음챙김 요가를 수

련하였다. 마음챙김 요가는 매 순간 변하는 

신체감각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습관적 감정 및 사고패턴을 알아차리

도록 돕는 요가를 의미한다(양희연, 조옥경, 

2014). 마음챙김 요가를 명상실습 전에 시행하

여 습관적 감정 및 사고 패턴을 알아차리게 

하는 마음챙김 자체의 효과와 요가가 갖고 있

는 현재에 집중하게하고 신체 감각 경험을 증

진하는 심신치료적 효과가 시너지를 이루어

(양희연, 조옥경, 2014), 몸과 마음을 현재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여 보다 안정된 상태로 명

상 실습에 온전히 집중 하도록 하였다.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Ver 12.0) 통계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사례수가 적어 모

집단의 정상성을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비

모수 검증 방법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집

단 내 사전 사후 검사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

해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 사전 사후 검사의 차이 검증하기 위해 

Wilcoxon 검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연령은 평균 

45.5세(SD=10.4)였고 상담경력 연수 평균은 5.7

년(SD=3.25)나타났으며, 통제집단의 연령은 평

균 48.2세(SD= 5.79)였고 상담경력 연수 평균

은 7.1년(SD=2.75)였다. 실험집단에 비해 통제 

집단이 연령과 상담경력이 다소 많았다. 실험

집단과 처치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음챙김-자기자비 프로

그램이 상담사의 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에 

주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챙

김-자기자비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

한 후에 ‘마음챙김 수준의 변화, 자기자비 수

준의 변화, 공감피로 수준, 공감만족 수준, 소

진 수준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즉 집단 내 사

전결과와 사후결과 차이를 비교 검증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사후결과 차이를 

검증하였다.

마음챙김-자기자비 프로그램에 의한 마음챙김

수준의 변화

실험집단의 마음챙김 수준의 평균값은 사전

에 비해 사후에 상승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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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실험집단(N=11)n(%) 통제집단(N=11)n(%) 총 계

연령 20대 1(9.1) 0(0) 1(4.5)

 30대 1(9.1) 1(9.1) 2(9.1)

 40대 6(54.5) 4(36.4) 10(45.5)

 50대 2(19.2) 6(54.5) 8(36.4)

 60대 이상 1(9.1) 0(0) 1(4.5)

총 계 11(100.0) 11(100.0) 22(100.0)

성별 남성 4(36.4) 2(18.2) 6(27.3)

 여성 7(63.6) 9(81.8) 16(72.7)

총 계 11(100.0) 11(100.0) 22(100.0)

학력 전문대졸 0(0) 1(9.1) 1(4.5)

대 졸 2(18.2) 0(0) 2(9.1)

석사졸, 재학 9(81.8) 5(45.5) 14(63.6)

박사졸, 재학 0(0) 5(45.5) 5(22.7)

총 계 11(100.0) 11(100.0) 22(100.0)

결혼 기 혼 8(72.7) 8(72.7) 16(72.7)

미 혼 3(27.3) 2(18.2) 5(22.7)

기타(이혼, 사별) 0(0) 1(9.1) 1(4.5)

총 계 11(100) 11(100.0) 22(100.0)

종교 기독교 4(36.4) 5(45.5) 9(40.9)

불 교 3(27.3) 1(9.1) 4(18.2)

천주교 1(9.1) 1(9.1) 2(9.1)

없 음 3(27.3) 4(36.4) 7(31.8)

기 타 0(0) 0(0) 0(0)

총 계 11(100.0) 11(100.0) 22(100.0)

근무년수 5년 미만 4(36.4) 1(9.1) 5(22.7)

(경력) 5년 이상 5(45.5) 6(54.5) 11(50.0)

10년 2(18.2) 4(36.4) 6(27.3)

총 계 11(100.0) 11(100.0) 22(100)

근무분야 기업상담 4(22.2) 1(6.7) 5(15.2)

성인상담 7(38.9) 4(26.7) 11(33.3)

노인상담 2(11.1) 0(0) 2(6.1)

아동 및 청소년 4(22.2) 7(46.7) 11(33.4)

구직자상담 0(0) 1(6.7) 1(3.0)

부부 및 가족 1(5.6) 2(13.4) 3(9.0)

총 계 18(100.0) 15(100.0) 33(100)

자격증 없 음 3(20.0) 0(0) 3(10.3)

상담심리사 1급, 2급 5(33.3) 8(57.2) 13(44.8)

전문상담사 1급, 2급 3(20.0) 1(7.1) 4(13.7)

임상심리사 2급 2(13.3) 1(7.1) 3(10.3)

놀이치료사/미술치료사 1(6.7) 3(21.4) 4(13.8)

청소년상담사 2급 1(6.7) 1(7.1) 2(6.9)

총 계 15(100.0) 14(100.0) 29(100)

명상프로그램

참여경험 

있음 2(18.2) 8(72.7) 10(45.5)

없음 9(81.8) 3(27.3) 12(54.5)

총 계 11(100.0) 11(100.0) 22(100)

명상프로그램

참여의향 

예 11(100) 11(100) 22(100)

아니오 0(0) 0(0) 0(0)

총 계 11(100.0) 11(100.0) 22(100)

표 2. 마음챙김-자기자비 프로그램 집단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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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실

험집단에 마음챙김 하위척도의 사전 사후 결

과는 ‘현재자각’에 변화 수준이 유의미한 결과

(Z=-1.973, p<.05)를 나타냈고, 나머지 하위척

도 ‘주의집중(사전 평균값=16.36, 사후 평균값

=17.45), 비판단적 수용(사전 평균값=18.09, 사

후 평균값=19.73), 탈중심적 주의(사전 평균값

=16.36, 사후 평균값=18.09)’는 평균값을 비교 

했을 때 사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승하였

다. 이에 비해 통제집단의 마음챙김 수준에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3).

마음챙김-자기자비 프로그램에 의한 자기자비

수준의 변화

실험집단의 자기자비 수준의 평균값은 사전

에 비해 사후에 상승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실

험집단에 자기자비 하위척도의 사전 사후 결

과는 ‘자기비판’에 변화 수준이 유의미한 결과

(Z=-2.037, p<.05)를 나타냈고, 나머지 하위척

도 중 ‘자기친절(사전 평균값=15.55, 사후 평

균값=17.09), 고립(사전 평균값=14.18, 사후 평

균값=14.91), 과잉동일시(사전 평균값=12.18, 

사후 평균값=13.09)’는 평균값을 비교 했을 때 

사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승하였다. ‘마음

챙김(사전 평균값=13.82, 사후 평균값=13.27)’

과 ‘보편적 인간성(사전 평균값=14.00, 사후 

평균값=13.91)’은 사전 사후 유의미한 변화가 

집단
사전

Z
사후

Z Z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실험집단(n=11) 68.18(12.74)
-2.305*

74.55(12.82)
-.691

-1.781

통제집단(n=11) 80.27(7.73) 77.73(11.28) -1.364

표 3. 집단별 마음챙김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

그림 1. 집단별 마음챙김 수준의 변화

집단
사전

Z
사후

Z Z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실험집단(n=11) 86.73(14.51)
-1.315

91.91(13.03)
-.756

-1.024

통제집단(n=11) 93.91(11.55) 88.91(9.71) -1.070

표 4. 집단별 자기자비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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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이에 비해 통제집단의 자기자비 수준

에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4).

마음챙김-자기자비 프로그램에 의한 공감피로

수준의 변화

실험집단의 공감피로 수준 결과 값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험집단에 평균값은 사전(평균값=27.00)에 비

해 사후(평균값=25.18) 값이 하강한 결과를 나

타냈다. 통제집단의 공감피로 수준에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5).

마음챙김-자기자비 프로그램에 의한 공감만족

수준의 변화

실험집단의 공감만족 수준 결과 값은 통계

그림 2. 집단별 자기자비 수준의 변화

집단
사전

Z
사후

Z Z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실험집단(n=11) 27.00(5.10)
-2.174*

25.18(4.40)
-1.155

-1.540

통제집단(n=11) 22.82(4.49) 23.27(4.84) -.718

표 5. 집단별 공감피로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

그림 3. 집단별 공감피로 수준의 변화

집단
사전

Z
사후

Z Z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실험집단(n=11) 35.73(5.26)
-1.976*

37.64(2.58)
-1.320

-2.059*

통제집단(n=11) 40.18(4.56) 39.73(4.96) -.512

표 6. 집단별 공감만족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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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미한 결과(Z=-2.059, p<.05)가 산출

되었다. 이는 상담자의 공감만족 수준을 높이

는데 마음챙김-자기자비 프로그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통제

집단의 공감만족에 수준에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6).

마음챙김-자기자비 프로그램에 의한 소진 수

준의 변화

실험집단의 소진 수준 결과 값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험

집단에 평균값은 사전(평균값=25.450)에 비해 

사후(평균값=23.27)에 하강한 결과를 나타냈

다. 통제집단의 소진 수준에 변화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7).

실험집단을 경력에 따라 2개 집단으로 나눈

결과

실험집단을 상담경력에 따라 2개 집단, 6년 

이상(n=7) 집단과 5년 이하(n=4) 집단으로 나

누어 분석한 결과 상담경력 5년 이하 집단에

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자기자비의 하

위척도 중 자기비판 척도에서 유의미한 결과

(Z=-2.047, p<.05)가 보여 졌고, 마음챙김 척도

의 결과(Z=-2.117, p<.05)와 공감만족(Z=-2.232, 

p<.05)척도와 소진(Z=-2.375, p<.05)척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산출되었다.

그림 4. 집단별 공감만족 수준의 변화

집단
사전

Z
사후

Z Z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실험집단(n=11) 25.45(5.68)
-2.144*

23.27(3.77)
-.691

-1.920

통제집단(n=11) 20.82(3.87) 22.00(6.94) -.179

표 7. 집단별 소진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

그림 5. 집단별 소진 수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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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Neff와 Germer

가 개발한 마음챙김-자기자비(Mindful Self- 

Compassion, MSC)프로그램을 상담자에게 적합

하게 구성하여 상담자의 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수행하였다. 

더불어 마음챙김과 자기자비의 사전, 사후 변

화도 함께 살펴보았다. 실험집단이 통제 집단

에 비해 공감피로와 소진이 감소하고, 공감만

족과 마음챙김, 자기자비가 증가하는지 알아

보았다. 상담자를 대상으로 마음챙김-자기자비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는 초보상담자를 대상

으로 한 조현주 등(2014)의 연구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또한 마음챙김-자기자비로 

상담자의 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에 변화를 

측정한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 실험집단의 공감피로와 

소진 수준은 사전대비 사후에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는데, 이와 달리 이정은(2016)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자비는 공감피로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공감만족은 사전대비 사후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어 사후에 공감만족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음이 보여준다. 이는 마음

챙김-자기자비 프로그램이 상담자의 공감만족

을 증진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해석을 지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을 대상으로 연구한 신민정(2007)에 의

하면 공감만족을 높게 인식하는 상담원들의 

공감피로와 소진의 위험성 정도는 공감만족

을 낮게 인식하는 상담원들에 비해 낮았다. 

Collins과 Long(2003b)은 돕는 일을 하는 사람

이 자신의 정신적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 

원리로서 공감만족을 언급하였고, Conrad와 

Kellar-Quenther(2006)는 높은 공감만족 수준이 

공감피로와 소진의 위험성을 조정해 줄 수 있

을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Stamm(2002)은 공감

만족이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도 공감피로

와 소진을 낮추어 줄 수 있는 원천이 된다고 

밝혔다. Neff와 Germer(2013)는 마음챙김-자기

자비 프로그램이 긍정정서(행복감)의 증가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는데, 공감만족 또한 돕는 

일에 대한 기쁨이며,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능

력을 가지고 있음,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만족스러움에서 파생되는 긍정적 감정이므로 

공감만족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은 긍정정서가 

높아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공감만족이 유의미하

게 변화하였다는 것은 공감만족이 공감피로로 

인한 심신의 역기능적 증상을 예방하고 보호

하는 기제가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부합하

는 결과로 볼 수 있고, 그러므로 공감만족을 

높이는 것은 나아가 공감피로와 소진을 줄이

는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실험집단을 상담경력에 따라 두 집단

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조금 다르게 설명

되어진다. 경력 5년 이하 집단과 경력 6년 이

상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경력 5년 이

하 집단의 분석결과에서 자기자비의 하위척도 

중 ‘자기비판’ 척도, 그리고 마음챙김 척도와 

공감만족 척도와 소진 척도에서 유의미한 결

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밝힌 

선행연구의 결과에 대체로 부합되는 결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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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력 2년 미만의 초보 상담자들을 대상

으로 연구한 조현주 등(2014)의 연구와 같이 

마음챙김이 수준이 증진되고 심리적 소진이 

줄어든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정주리 등

(2017)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자비는 상담자의 

연령, 상담경력, 공감능력, 자기효능감과 유의

한 정적관계를 나타냈고, 상담자가 자기자비

를 가지고 자신을 잘 돌볼수록 내담자에게 공

감을 더 잘 해줄 수 있으며, 상담자 자신의 

자기효능감도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다. 근무 

연수가 길수록 공감만족도가 높았다는 결과

(신민정, 2007, 김미숙, 2018)와 상담경력이 증

가 할수록 무능감을 덜 느낀다는 연구(이자영, 

남숙경, 박희락, 김동현, 이미경, 이상민, 2008)

도 있다. 이는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사례 경험과 함께 슈퍼비전 및 교육분석 기간

과 횟수도 증가하여 상담자로서 역량이 증진

되면서 전문가로서의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보

다 더 잘 대처하게 되어 공감만족이 증가하여 

공감피로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김미숙, 2018). 따라서 상담

경력 6년 이상에 상담자들의 사전과 사후 변

화 보다 상담경력이 짧은 상담자 일수록 사전, 

사후 공감피로와 공감만족, 소진의 변화 추이

가 더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험집단을 경

력에 따라 나누어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에서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전문가로

의 삶의 질(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에 마음

챙김-자기자비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사건 

같은 집단 외상(trauma)사건 뿐 만 아니라 최

근 집중 이슈가 된 청소년 폭력, 살인 사건 

등 미디어를 통해 외상을 겪을 만한 일들을 

매우 자세히 반복적으로 목격하고 있는 상황

이다. 이에 ‘일상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을 정

도로 직접적인 피해자들 뿐 만 아니라 미디어

로 접하고, 전해들은 사람들까지도 외상 사건

을 직접 경험한 것과 같은 반응이나 증상을 

겪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상담을 필

요로 하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상담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

과 동시에 상담자 자신을 돌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필요하다. 상담자가 공감피

로나 소진을 겪게 되면 그에 따른 부정적 영

향은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에게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불안, 우울 등 정서문제 

및 신체적 질병 등으로 인해 전문적이고 효율

적인 활동을 수행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곧 사회적 손실을 일으키는 위협적인 요

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 자신을 돌보

는 것은 개인의 삶 뿐 만 아니라 넓게는 사회

적 안정과 건강성을 증진하는 방법이기도 하

다. 이러한 방법으로 검증 된 마음챙김과 자

기자비의 영향을 연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국내 공감피로 연구는 대부분이 간

호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상담자의 공감

피로 연구는 성폭력 상담자 같은 특정 분야

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소수 연구에 국한

된 편이었는데 이에 대한 연구 범위를 확장

하고,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 치료를 위한 마

음챙김-자기자비에 활용이 아닌 상담자 자신

에 삶의 질, 성장과 자기돌봄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 된 연구라는데 그 의의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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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겠다.

셋째, 연구 결과 마음챙김-자기자비 프로그

램이 공감만족을 유의미하게 증가 시켰다는 

것은 부적 증상이나 변화를 알아차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 공감피로와 소진을 예방하는 보호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공감만족의 증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내담자를 공감하고 돌볼 수 있다는 자신

감과 만족감을 높이고 동시에 상담자 자신의 

안정감을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서 마음챙김-자기자비를 통해 더욱 자신

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정서와 행동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준다고 할 수 있

겠다. 따라서 마음챙김-자기자비 프로그램은 

상담자의 자기돌봄과 개인적, 정서적, 영적 영

역의 균형을 찾도록 도와 전문가로서의 삶에 

질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고 보여 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가 유의미하지 못했던 점은 사례수

가 적고, 추후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이후 

변화 추의를 살펴보지 못한 점과 마음챙김-자

기자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평상시 마음챙

김과 자기자비 훈련, 즉 지속적인 자가 연습

이 요구되는데,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를 설명

하고 독려하고 명상음성 파일, 자가 수련일지 

양식을 배포하였으나 이에 대한 개별 실천이 

수반되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참가자들의 개별 통계결과 수치가 

자가 수련을 꾸준히 했음을 밝힌 참여자들이, 

그렇지 못한 참여자들에 비해 사후에 수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크게 상승했음이 드러

났기 때문이다. 이는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마

음챙김, 자기자비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부족

했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자가 수련의 

중요성을 충분히 자각하여 실천하도록 운영하

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수련 사항을 체크 

할 수 있는 수첩이나 달력 등을 제작 배포하

여 일정하게 자가수련을 하도록 조력하는 것

과 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주 2회로 하는 등 

동기 유발과 실천을 위해 구체적인 방책을 활

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 인원수가 적고,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에 동질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 즉 두 집단에 일반특성(기초인구통계적 자

료)의 차이로 인한 천장 효과를 살펴보지 못

한 점과 대상자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

지 않은 점으로 인해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다. 향후 연구에서는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집단별 참여 인

원을 늘리고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

고, 동일 프로그램을 근무하는 상담 분야별

(예: 청소년상담자, 기업상담자, 중독상담자 

등), 상담자의 연령별, 경력별로 분류하여 세

분화된 대상으로 반복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회 명상 실습 전에 마음챙김 요가를 

15분 정도 진행하였는데, 이는 외부로 향한 

주의를 내부로 돌려 자각력을 높이고 신체감

각을 깨워 보다 명료한 상태로 명상 실습을 

경험하도록 한 것인데, 짧은 시간이지만 이로 

인한 혼합효과의 가능성도 사료된다. 그러므

로 마음챙김 요가를 넣으려면 시행 목적을 명

확히 하고 이에 대한 영향을 측정 할 수 있는 

척도를 선정하고 프로그램 시간을 적절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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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하여 구성하는 것이 요구되겠다.

대상자를 모집 할 때 공감피로와 공감만족, 

소진을 어느 정도로 느끼느냐에 따라 수준별

로 분류하여 마음챙김과 자기자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향후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여 더 

나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상담자가 공감피로, 소진을 예방하

고 공감만족을 함양하여 전문가로서 삶의 질

을 높이고 성장과 자기돌봄을 실천하는데는 

일상에서 마음챙김과 자기자비 실천을 통해 

알아차림과 지혜를 증진하는 훈련이 수반되어

야 한다. 따라서 상담자 자신과 동료들 간에 

서로가 안전한 지지체계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도록 마음챙김과 자기자비를 이용한 상담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시급하다. 더

불어 마음챙김과 자기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정기적인 훈련 모임 등을 상

담자 교육코스에 적극 활용, 제공 한다면 상

담자들의 정신건강 증진, 전문가와 개인으로

서 삶에 균형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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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Mindful Self-Compassion program on

counselor’s compassion fatigue, compassion satisfaction, burnout

Yun Sook Cho

Dept. of Mind-Body Healing,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mindfulness self compassion (MSC) program on counselors' 

compassion fatigue, compassion satisfaction and burnout, and on counselors who experienced indirect 

trauma. Based on the MSC program developed by Neff and Germer (2013), the study was modified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ting counselors. The study subjects, made of twenty-two counselors 

working in Seoul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of eleven members each: One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other control group. The study was conducted over a eight week period, meeting weekly for a 120 

minute session. Mindfulness, Self-compassion,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R-Version 5 (compassion 

fatigue, compassion satisfaction and burnout) scales were used as measurement tools. The analysis shows 

that compassion satisfaction level of the experimental group increased significantly. The measurements for 

mindfulness, compassion fatigue, compassion satisfaction and burnout appear to have changed somewhat 

positively but they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the experimental group was examined in two 

sub-groups depending on the length of their counseling career (less than 5 years, more than 6 years), in 

less than 5 years group, mindfulness and compassion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nd burnout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t is meaningful that the study is presented as a concrete pla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growth and self-care for the counselors themselves, rather than mindfulness and 

self-compassion for the treatment of client's in the counseling scene. Last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made.

Key words : Mindful self-compassion, compassion fatigue, compassion satisfaction, burnout, counselor's selfc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