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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그동안 다양한 상담이론에서는 상담과정에서 정서를 어떻게 다룰 것인

가의 문제를 중요한 주제로써 거론해 왔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내담

자가 자신의 경험에 수반되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강한 부적 정서를 겪은

이후에 경험에 대한 민감화가 이루어져 고통스러운 정서를 회피하게 되

는 반응을 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정서회피는 단기적으로는 정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심리적 부적응의 결

과를 초래하게 만든다. 많은 내담자의 경우 상담 장면에 오게 될 때에

정서회피를 반복적으로 해 온 결과 주관적 불편감을 겪은 상태에서 상담

실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대체로 내담자의 고통스러운 정서에 담긴 의

미를 발견하고 저변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서수용의 과정

을 여러 번 거치게 되면서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내담자에게는 일시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정서를 느끼는 경험일 수 있으나

반복적으로 정서수용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민감화된 경험에 대한 둔감

화가 이루어지고 장기적으로 내담자의 적응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상담에서 정서를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정서의 활성화와 반복

적 수용의 역할을 탐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62명을 대상으로 실

험연구를 실시하였다. 62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정서수용 실험집단과 정

서회피 비교집단에 각각 31명씩 무선으로 배정되어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험의 전 과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정서수용 집단에는

정서를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맞이하여 자신에게 느껴지는 신체감각

과 정서를 인식하게 하고 이를 표현하도록 하는 조작을 실시하였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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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회피 집단에는 자신의 외상경험에 대해 상세히 떠올리면서 느껴지는

정서에 대해 이를 있는 그대로 느끼지 않고 최대한 피해보도록 조작하였

다. 실험은 기저선 ― 정서의 활성화 ― 실험조작의 과정으로 이루어졌

으며 이러한 실험의 과정이 일주일 후에 다시 한 번 반복적으로 실시되

었다. 또한 두 번째 실험이 종료된 지 한 달 이후에는 온라인 설문을 통

하여 연구 참여자의 한 달 간의 정서와 함께 수용 행동, 기꺼이 경험하

기 및 외상 후 성장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서수용 집단과 정서회피 집단에서 기저선보다 정서의 활

성화 이후에 부적 정서가 높아졌고 정적 정서는 낮아졌다. 정서의 활성

화 조작 이후에 한 집단에는 정서수용을 하도록 조작하고 한 집단에서는

정서회피를 하도록 조작한 결과 정서수용 집단에서는 부적 정서가 오히

려 더 높아지고 정적 정서가 더 줄었으나 정서회피 집단에서는 부적 정

서가 감소하고 정적 정서가 더 높아졌다. 이러한 양상은 두 번째 실험에

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 달 이후에 측정된 정서 상태와 자기

보고식 척도들 사이에서는 이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한 달 이후에

는 부적 정서에 있어서 정서수용 집단이 정서회피 집단보다 낮았고(F =

25.575, p < .001) 정적 정서에 있어서는 정서수용 집단이 정서회피 집단

보다 더 높게 나왔으며(F = 5.077, p < .05)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수용 행동(F = 5.015, p < .05)과 기꺼이 경험하기(F

= 6.697, p < .05)에 대한 태도의 정도가 사전점수를 통제하고도 정서수

용 집단이 정서회피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다. 그리고 외상 후

성장의 정도에 있어서도 정서수용 집단이 정서회피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왔다(t = 2.106, p < .05).

이러한 결과는 외상경험에 대해 정서를 수용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는 부적 정서를 높이고 정적 정서를 낮추는 등 정서회피 집단에 비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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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았

을 때에는 오히려 정서수용 집단에서 정서회피 집단보다 더 낮은 부적

정서를 보이고 더 높은 정적 정서를 나타냄으로써 정서처리가 보다 더

잘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용 행동이나 기꺼이 경험하기 등 외

상경험에 대해 가지는 태도가 보다 수용적이고 가치 행동에 전념하는 태

도를 보였다. 아울러 외상 후 성장 정도에 있어서도 정서수용 집단이 보

다 좋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반복적으로 정서수용을 하는 것이 외상경험

에 대한 정서처리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시사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다양한 상담이론에서 강조해 온 상담과정에서 정서

를 다루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실험적 방식을 통해 그 효과를 경험적으

로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여러 상담이론 사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정서처리의 과정이 서로가 표현하는 내러티브가 다

를지라도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서로 유사한 것을 반영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실험적 절차를 통해 밝힐 수 있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함의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정서를 어떻게 다

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주요어: 정서수용, 정서회피, 상담과정, 정서의 활성화, 장기적 효과

□ 학번: 201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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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내담자는 대개 경험 안에서 수반되어진 고통스러운 정서를 나름대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자신들의 방법대로 고군분투하게 된다. 내담자는 이

러한 고통스러운 정서를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

체로는 자신의 괴로운 정서를 할 수 있는 한 피하고자 함으로써 정서를

조절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게 된다(Cordova & Kohlenberg, 1994). 하

지만 이러한 자신의 방식이 적절히 정서를 조절해 나가는데 있어서 오히

려 실패하게 만듦으로써 주관적 불편감이 가중되게 되고 우울, 불안, 분

노, 수치심 등의 부정적인 정서에 압도되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

게 되어(Elliott, Watson, Goldman, & Greenberg, 2004; Kring &

Werner, 2004; Walden & Smith, 1997) 비로소 상담실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이렇게 상담실을 찾아오게 된 내담자를 돕는데 있어서 상담과정에서

정서를 다룬다는 것은 성공적인 상담성과를 위해 핵심적인 부분이다

(Clarke, 1989; Greenberg, 2010; Rogers, 1957). 상담자가 내담자의 경험

안에서 수반되어진 고통스러운 정서를 다루는데 있어서 이를 어떻게 개

입해 나가는지에 관한 부분이 중요하다(Fosha, 2000; Omaha, 2004;

Southam-Gerow & Kendall, 2002). 내담자는 이전의 경험들에서 뒤따르

게 된 괴로운 정서를 상담 장면 안에서 새로이 드러내서 꺼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안게 된다.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한 고통스러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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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대한 기억을 상담 장면에서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괴로운 느낌

을 가중시므로 이에 압도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담

장면에서 바로 이러한 괴로운 정서를 다루지 않고 피하는 것은 내담자가

상담실에 오기 전에 수없이 거듭해 왔던 정서의 회피반응에 대한 반복이

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마련이다(Perls,

Hefferline, & Goodman, 1951). 본 연구에서는 상담과정에서 바로 이러

한 정서를 다루는 면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상담이론에서 강조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 실험적 방식을 통하여 탐구해 나가고자 하였다.

인간에게 있어서 괴로운 정서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

운 반응이다(Grosse Holtforth, 2008; Hayes, 1994). 느껴지는 정서가 괴

롭다는 것을 인식하면 이를 즉각적으로 느끼지 않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반응체계이며 고통스러운 정서를 느끼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오는 편안

함을 누리고자 이를 회피하기 마련이다(Boulanger, Hayes, & Pistorello,

2010; Mogg, Bradley, Miles, & Dixon, 2004). 그러나 이러한 회피 반응

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정서를 잘 조절해 나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이와 유사한 자극이 주어지거나 다른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

면 다시금 괴로운 정서가 수반되게 되어 부적응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Chapman, Gratz, & Brown, 2006; Gross & John, 2003; Kahn &

Garrison, 2009; Marx & Sloan, 2005; Tull, Gratz, Salters, & Roemer,

2004). 또한 괴로운 정서를 회피하는 것이 단지 정서 자체만을 잊고자

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경험 자체를 회피하고자 함으

로써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취하지 못한 채 계속

해서 회피하고자 하는 반응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Hayes &

Melancon, 1989; Hayes, Strosahl, & Wilson, 1999, 2012).

하지만 상담과정에서는 내담자가 고통스러워했던 그 경험 안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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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서 이를 재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담자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탐색해 나가면서 이에 수반되어지는 고통스

러운 정서를 당시의 경험처럼 지금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불러일으켜 정

서적 각성을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Foa, Riggs, Massie, &

Yarczower, 1995). 왜냐하면 대체로 이러한 생생한 정서가 살아 있는 지

점이 내담자의 경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일 가능성이 크며(Perls,

1973) 이를 통해 자신의 경험 안에 담긴 의미를 발견해 나갈 수 있게 되

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몇 학자들(Fosha, 2002; Greenberg & Watson,

2005; Lane, Ryan, Nadel, & Greenberg, 2014; Paivio, Hall, Holowaty,

Jellis, & Tran, 2001)은 이렇게 정서적인 각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담

자 변화의 중요한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활성화되고 각성되어진 정서는 대체로 고통스러운 정서를 경험

한 당시처럼 힘겹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때 각성된 고통스러운 정서 자

체를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맞닥뜨리고 이를 맞이할 필요가 있다

(Greenberg & Pascual-Leone, 2006). 그렇지 않고 고통스러운 정서를 피

해버리기만 하면 자신의 정서가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되고

정서의 긍정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기가 어렵게 된다

(Campbell-Sills & Barlow, 2007). 고통스러운 정서를 있는 그대로 수용

하고 이를 충분히 경험하고자 하였을 때에는 자신의 경험을 부인하지 않

고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된다. 무엇보

다 그동안은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피해 왔던 경험에 대해 있는 그대로

수용하였을 때에는 서서히 그 고통의 강도가 약해져서 이를 견딜 수 있

는 힘이 생겨날 수 있게 된다(Greenberg, 1994; Lane et al., 2014).

대체로는 상담 장면에서 이러한 정서를 수용해 나가는 과정이 한두 차

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보고할 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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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금 그 지점으로 들어가서 재경험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데, 이러한 반복적인 정서수용을 통해 민감한 자극에 대해 비로소 둔감

해 질 수 있게 되는 ‘둔감화’(habituation)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 대개

자신에게 아픈 기억을 남긴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자극

이 주어질 때에는 아픈 경험과 관련된 정서도식(emotional scheme)이 활

성화되게 되어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Greenberg, Rice, & Elliot,

1993).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 학습된 민감한 반응인 ‘민감화’

(sensitization)는 안전한 환경 안에서 반복적으로 재경험함으로 인해서

둔감화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Foa & Kozak, 1986; Foa &

McNally, 1996). 이처럼 상담에서 내담자가 경험한 아픈 기억에 수반되

는 힘겨운 정서를 반복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둔감화 과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신의 아픈 경험에 수반되어지는 괴로운 정서를 있는 그대로

맞닥뜨리고 이를 온전히 수용해 나가는 정서처리 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비로소 자신의 핵심정서에 다다를 수 있게 되고 이를 재경험함으로 인해

서 그 경험에 담긴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Fosha, 2001). 또한 이를

통해 자신이 힘들어 했던 경험 속에서 좌절된 욕구와 소망에 대한 타당

화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이 있는 그대로 수용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Linehan, Bohus, & Lynch, 2007). 이렇게 자신의 경험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 경험에 담긴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때 내담

자는 자신의 정서 저변에 담긴 욕구와 소망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진정성

있는 자기(self)를 확인해 나갈 수 있게 된다(김창대, 2009). 이를 통해서

그동안 부정적으로 해석해 오던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인지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재조직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내담자

의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Leahy, 2002). 또한 앞으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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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을 회피하지 않고 경험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며 충

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Rogers, 198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담자 변화의 중요한 첫 출발이 될 수 있는 정

서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정서를 활성화 시킨 이후의 정서수용과 정서

회피의 기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정서의 활성화란 특정한 경험에 수반

되는 정서를 있는 그대로 떠올리고 이를 심상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

세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수용이란 정서를 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맞닥뜨리면서 정서로 인해 느껴지는 신체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정서에 이름을 붙이며 이를 심상적으로나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정서회피란 활성화된 정서를 있

는 그대로 맞이하지 않고 이를 피하고자 하거나 다른 것으로 주의를 돌

리면서 정서를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

서의 활성화에 따른 정서수용 또는 정서회피 과정에서의 정서변화에 주

목함으로써 상담과정에서 정서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정서의 활성화와

반복적 수용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서수용과 정서회피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 사이에서 일관되

게 합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몇몇 상담이론 사이에서는 정서를 활성화시

킨 다음 이를 수용하는 것에 관한 중요성에 대해 종종 언급해 왔다.

Greenberg와 Pascual-Leone(1995)은 정서에 대한 기억을 활성화시킴으

로 인해서 이것을 의식의 과정 안에서 다시금 들여다보았을 때, 고통스

러운 정서가 수반되었던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이는 정서를 먼저 활성화시켜서 이를 맞닥뜨리게 하는

것이 자신의 경험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첫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Greenberg 등(1993)은 내담자가 이전까지 자신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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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서 보유해 오지 못한 정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변화과정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내담자의 내적인 변화는 자신의 내적 경험을

회피해오기만 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를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

는 것이다. 이렇게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접근한 다음에 정서를 수용

할 수 있을 때에 이전에는 받아들이지 못한 경험과의 동화가 다시 이루

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Rogers(1961)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자신의 경험을 고통스럽지만 있

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보았다. 자신의 고통스

러운 정서를 포함한 경험에 대해서 자신의 가면 뒤로 피하고자 하는 것

은 진정한 자신을 찾고자 하는 노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Perls(1973)는 정서를 처리하는 것이 지금-여기에서의 자신

의 정서와 이와 함께 있는 욕구, 생각과 신체 감각을 알아차림으로써 비

로소 시작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알아차림은 정서와 신체적 감각에 대한

접촉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차단해 온 미해결과제를 동화하고 통합해

나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내담자 자신의 정서

와 고통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Linehan(1993)은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를 치료할 때 강한 정서에 대한 인내력과 경험 수

용의 요소를 통합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서수용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Hayes 등(1999, 2012)은 자신의 정서를 포함한 경험을

회피하는 것이 장기적인 결과로 보았을 때, 행동상의 부적응을 초래함에

도 불구하고 내담자는 자신의 정서와 신체 감각 등의 경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반응을 보인다고 하여 정서수용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대표적인 몇 가지 심리치료 이론에서뿐만 아니라 주로 실험연구법을

사용한 최근의 경험과학적 연구에서도 정서회피 또는 정서억제와 정서수

용 간의 결과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불안을 야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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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산화탄소를 흡입하는 상황 하에서 정서를 억제하거나 회피를 하는

집단에 비해 불안한 정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집단이 고통에 대해

더욱 인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고통에 대해 기꺼이 경험하고자 하는 태

도가 나타나게 되었다(Eifert & Heffner, 2003; Feldner, Zvolensky,

Eifert, & Spira, 2003; Levitt, Brown, Orsillo, & Barlow, 2004). 또한 이

와 유사하게 불안 및 기분장애가 있는 대상에게 정서를 유발시키는 영상

을 보게 한 다음 정서수용과 정서억제 집단의 차이에 관해 살펴본 연구

(Campbell-Sills, Barlow, Brown, & Hofmann, 2006)에서는 정서수용 집

단이 정서억제 집단에 비해 부적 정서에 대한 회복률이 더 높았다. 이러

한 정서회피에 비한 정서수용의 긍정적 기능은 단극성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Liverant, Brown, Barlow, & Roemer, 2008) 및 물질

사용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연구 결과(Gratz, Bornovalova,

Delany-Brumsey, Nick, & Lejuez, 2007)에서도 입증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정서수용의 과정을 실험방식으로 다룬 연구들에서는 때로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먼저, 정서를 맞닥뜨리게 했을 때에는 부

적 정서가 증가하고 정적 정서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다는 연구들이 있

었다(Davis & Gross, 2011; Holmes & Mathews, 2005; Kross &

Mishcel, 2011; Raes et al., 2003; Low, Stanton, & Bower, 2008;

Neumann & Philippot, 2007). 이렇게 몇몇 실험연구들에서 연구 참여자

에게 정서를 체험하게 했을 때에는 오히려 부적 정서가 증가하게 되었다

는 연구들이 있는데, 이는 정서가 활성화될 때에 즉시적으로는 부적 정

서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외상경험

에 대해 정서를 직면하게 하거나 표현하게 했을 때에 즉각적으로는 부적

정서가 증가하고 정적 정서가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이는 연구들이 있었

다(Greenberg & Stone, 1992; Greenberg, Wortman, & Stone, 1996).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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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정서경험을 회피하지 않고 충분히 체험하게 하거나 반복적으로 이

를 경험하게 하였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부적 정서가 감소하고 정적 정서

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다(Mendolia & Kleck, 1993; Perlman,

Salomons, Davidson, & Lutz, 2010; Philippot, Baeyens, & Douilliez,

2006; Tabibnia, Lieberman, & Craske, 2008). 이러한 결과들은 반복적

정서 체험의 효과를 보는 것은 단 한 번의 체험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고(Schauer, Neuner, & Elbert, 2011), 오히려 이것이 정서적 각성만

일어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반복적 정서경험으로 인한 둔감화의 과정은 일찍이 행동치료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Wolpe(1958)는 체계적 둔감화를 통해 임상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진 자극에 대한 교감 반응의 둔감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Groves와 Thompson(1970)은 가장 센 자극이 아닌 적절한 정도

의 자극에 대해 민감화와 둔감화를 반복시키는 둔감화의 이중과정 이론

(dual-process theory of habituation)을 주창하였다. 이와 같은 정서적

자극에 대한 둔감화는 지금까지 비단 행동치료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정

서 분야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Dijksterhuis와 Smith(2002)는 정

동에 대한 평가체계가 단지 객관적이라면 같은 강도의 정동적 자극에 대

해 늘 같은 정도로 느끼게 되어야 하겠지만, 정동적 경험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같은 자극에 대한 노출이 여러 번 반복되었을 때, 평가체계에 대

한 반응의 강도가 감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정동적 둔감화

(affective habituation)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둔감화와 관련한 여러 경

험적 연구들(Low et al., 2008; Stanton, Kirk, Cameron, & Danoff-Berg,

2000)에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복적인 재경험을 통해 정서적·생리적

반응의 둔감화를 촉진시켜 부정적 정서로부터 효율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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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둔감화에 관한 연구는 상담관련 연구나 심리학 내에서 뿐만 아

니라 심지어 생물학 분야에서도 이루어졌다. 2000년도 노벨 생리학 수상

자인 Eric R. Kandel은 정신과 의사 출신의 생물학자인데, 복족류 연체

동물(gastropod mollusc)인 바다달팽이(Splysia californica)의 학습과 기

억의 과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Kandel(2000)은 신경세포의 수가 적고 세

포 크기가 커서 육안으로도 관찰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바다달팽

이가 해로운 자극에 대해 어떻게 민감화 반응을 보이고 이것이 학습으로

써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에 어떻게 저장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밝혀

냈다. 무엇보다 민감화된 바다달팽이의 세포가 다시 둔감화의 과정을 거

쳐 자극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학습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Kandel(2000)은 비록 바다달팽이가 무척추 연체동물이지만 뇌세포의 성

분과 신경전달물질 등이 인간을 포함한 척추동물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

을 감안할 때, 인간의 고통스러운 자극에 대한 학습 경험도 이와 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고통스러운 자극인 인간의

경험도 이러한 민감화와 둔감화의 과정을 거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

여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한 정서처리 과정에서 정서적 자극에 대한 반복

적 둔감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상담학 분야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져

다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둔감화의 과정은 상담과정에서 정서를 다루는데 있어서 반

복적인 재경험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이러한 반복적인 재경험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서를 활성화시키고 그

에 따른 정서적 고통이 일시적으로 수반되어질 수 있지만 이를 충분히

반복적으로 수용하여 체험하게 하였을 때에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

가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우울한 사건에 대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에 머물러 보게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부적 정서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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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회피하려고 한 사람

들보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보다 나은 결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

(Hunt, 1998)를 보았을 때,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복적인 재경험이 일시

적으로는 고통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더 좋은 결과

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는 반대로 성폭행이나 폭행의 피

해자들이 상담과정에서 필수적인 외상경험에 대한 정서수용이 온전히 이

루어지지 못했을 때 장기적 회복이 지연되었다는 연구결과

(Gilboa-Schechtman & Foa, 2001)도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 비추어

보았을 때, 정서적 반응의 정도가 강한 경험에 대한 정서처리 과정에서

정서적 자극에 대한 반복적 수용 과정과 이에 대한 장기적 효과를 살펴

보는 것이 상담과정적 의미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한 정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반

복적으로 수용하게 함으로써 어떠한 정서적 변화 과정을 겪게 되는지 살

펴보기 위하여 외상경험을 가진 연구 참여자들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특히 정서 인식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정서수용

이 부족하여 정서조절에 있어 곤란을 겪게 되기 때문에(Ehring &

Quack, 2010; Weiss et al., 2012), 정서를 회피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심

리적 부적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담과정에서 정서수용을 촉진하고 스

트레스에 대한 인내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개입의 한 측

면이다(Gratz et al., 2007; Zvolensky & Otto, 2007). Allen(2005)은 외상

경험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외상경험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를 직면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신을 수용하게 된

다고 보았다. 따라서 외상경험을 가진 내담자에 대해 정서처리의 일환으

로써 정서를 회피하지 않고 수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은 상담과정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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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실험적 방식으로 정서수용과 정서회피의 정서적 변화와 정

서와 경험에 대한 태도의 장단기적인 변화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상담과정

적인 의미에서 정서의 활성화와 반복적 정서수용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

하여 모의상담 연구로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여러 상담이론에서 강조

하여 온 정서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요소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동안 상담개입이나 처치의 효과

에 관한 상담성과 연구가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담과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김은하, 2012), 상담개입에 있어서의 효과

가 어떻게,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치료적 기제를 인과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상담과정에 대한 연구에 대해 상담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김계현, 2000), 상담과정 안에서 정서를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를 실험방식으로 규명하여 그 치료적 기제를 밝혀 낼 수

있다는 데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상담과정에서 정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체험시키며 표현하게 하는 것

이 치료적 전략으로서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Auszra,

Greenberg, & Herrmann, 2013; Kennedy-Moore & Watson, 1999). 이를

상담과정적인 의미로 재해석하면, 내담자가 힘겨워하는 정서를 피하지

않고 맞닥뜨리게 한 다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가장 힘든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험을 함으로써 자신의 정서 저변에 있는 욕구들이 발견되

어지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등 자기를 확인

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김창대, 2009). 이와 같은 의미로 볼 때, 상담과

정으로서의 정서처리의 과정을 정서의 활성화 및 반복적 수용을 중심으

로 탐구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상담과정 연구의 기초적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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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선행 연구들에서 보여 진 상반된 결과와 반복적으로 보고되는 공통적

인 연구결과들 및 여러 상담이론에서 강조하여 온 정서처리의 과정을 토

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정서를 활성화시키고 난 다음 정서수용을 하거나 정서회피

를 하느냐에 따라 정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연구가설 1-1. 정서를 활성화시킨 다음 정서를 수용하게 한 직후에는 부

적 정서 및 불쾌감이 증가하고 정적 정서가 감소할 것이다.

연구가설 1-2. 정서를 활성화시킨 다음 정서를 회피하게 한 직후에는 부

적 정서 및 불쾌감이 감소하고 정적 정서가 증가할 것이다.

연구문제 2. 정서를 활성화시키고 난 다음 일주일 이후 반복적으로 정서

를 수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정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연구가설 2-1.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반복적으로 정서를 활성화시키고

정서를 수용하게 한 직후에는 부적 정서 및 불쾌감이 감소하

고 정적 정서가 증가할 것이다.

연구가설 2-2.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반복적으로 정서를 활성화시키고

정서를 회피하게 한 직후에는 부적 정서 및 불쾌감이 증가하

고 정적 정서가 감소할 것이다.

연구문제 3. 반복적으로 정서를 수용하거나 정서를 회피한 이후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정서와 수용 행동, 기꺼이 경험하기 및 외

상 후 성장 정도가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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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3-1. 한 달이 지난 이후에 반복적으로 정서수용을 한 집단에서

는 정서회피를 한 집단보다 부적 정서가 감소하고 정적 정서

가 증가할 것이다.

연구가설 3-2. 한 달이 지난 이후에 반복적으로 정서수용을 한 집단에서

는 정서회피를 한 집단보다 수용 행동, 기꺼이 경험하기 및 외

상 후 성장 정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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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정서의 특성과 치료적 함의

1) 정서

정서(emotion)에 관한 많은 문헌들에서는 정동(affect), 반사(reflex), 기

분(mood), 충동(impulse) 등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학문분야 내에서도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Gross & Thompson,

2007). Gross와 Thompson(2007)은 다양하게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정

서 관련 용어들을 정동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포함시켜 설명하고 있다.

즉, 정동 안에는 스트레스, 정서, 기분 및 충동의 네 가지 정서 관련 용

어들이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포함되어 있다.

정동

스트레스

정서 기분

충동

[그림 1] 정서와 관련된 정동적 과정

(Gross & Thompson, 200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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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동적 상태는 (1) 부담스러운 환경에 대한 일반적 ‘스트레스

반응’, (2) 분노와 슬픔 같은 ‘정서’, (3) 우울과 행복감 같은 ‘기분’ 및 (4)

섭식, 성, 적개심, 또는 고통과 관련된 ‘다른 동기적 충동’으로 나누어진

다. 다른 학자들도 정서와 관련된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Ekman(1992)은 정서는 분노와 슬픔 같은 것으로 빨리 시작이 되고 짧은

지속 기간을 가지며 수 초간 유지되는 것인 반면, 기분은 수 시간이나

수 일 동안 지속되며 하나 또는 많은 정서의 신호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

았다. Frijda(1993)는 정서는 특정한 내·외적 대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는 반면, 기분은 특정한 대상이 없는 것이라고 구분하였다. 한편, 정동은

이러한 정서 유인가의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상위 차원의 개념으로 정의

되었다(Rosenberg, 1998). 이러한 다양한 학자들의 정서 관련 개념에 대

한 정의는 Gross와 Thompson(2007)의 구분과도 맥을 같이 한다.

2) 정서의 특성

상담에서 정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정

서의 특성이 어떠하고 그것의 치료적 장면 안에서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

는 것이 필요하다. Safran과 Greenberg(1991)는 동료 학자들과 함께 상

담의 다양한 이론적 관점 안에서 다루어지는 정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기에 앞서 정서의 특성이 어떠하고 이것이 상담 장면 안에서 어떠한 함

의를 가지고 있는지 논하였다. 그들이 논한 정서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정서는 적응적이다. 정서 처리 체계는 인간의 중요한 적응적 기

능과 연결되어 있고 이는 유기체의 중요한 특성이기도 하다. 이러한 적

응적인 기능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발달적으로 나타나게 된다(Frij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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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Izard, 1990).

둘째, 정서는 생존에 있어 중요한 목표 지향적 행동을 동기화시킨다.

이는 정서가 전체 체계의 목표를 보호하고 만족시키기 위해 기능한다는

Frijda(1988, 2004)의 견해와도 부합되는 부분으로, 이 목표 자체가 행동

을 취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기준 역할을 한다.

셋째, 정서는 행동경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서와 행동 사이에

는 내재적 연결점이 있다. 정서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한 체계

의 준비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정서는 동기적이다. Izard(1977)도 언급하였듯이, 정서는 동기적

인 양상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비단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한

체계의 준비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방향으로 체

계를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정서는 중요도에 따른 체계적 우선순위를 조직화한다. 특정한

정서와 관련된 행동 경향성은 장기적 목표와 같은 다른 고려사항들에 비

해 우위를 점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서는 체계의 우선순위와 일치

하는 방식으로 복잡하고 양립할 수 없는 목표 사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을 제공한다.

여섯째, 정서적 반응은 예상되는 대인 관계적 결과에 의해 매개된다.

비록 정서는 비자발적이고 강제하는 특성이 있지만, 정서적 반응은 개인

의 정서에 대한 환경적 반응의 지각에 의해 언제나 매개된다.

일곱째, 정서는 별개의 표현-운동 패턴을 포함한다. 얼굴표정, 제스처,

목소리와 생리적인 반응을 포함하는 특정한 표현-운동 형태는 특정한

일차적 정서와 연결되며 이는 비정서적 정보로부터 정서를 구분하는 특

성을 지닌다.

여덟째, 정서는 주요한 의사소통 체계이다. 정서는 다른 인류와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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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에 의해 형성되어진 생태적 지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달된

생물학적 체계 안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아홉째, 정서는 의미를 형성한다. 정서적 경험은 축약적이고 논리가 정

리되지 않은 형태의 의미를 제공한다.

열째, 도식적 정서 기억은 정서적 반응을 매개한다. 개인은 태어나면서

부터 특정한 사건에 관한 기억을 발달시키기 시작하고 정서적 반응은 그

경험에 의해 되살아난다.

열한 번째, 정서 도식의 활성화는 정서적 경험을 생산한다. 정서 도식

이 활성화 되면 심상, 표현-운동 행동과 자동적 각성 등을 포함하는 정

보가 되살아나게 된다.

열두 번째, 정서 도식은 새로운 경험에 의해 지속적으로 정교화 된다.

당면한 새로운 경험들은 기존의 정서 도식을 활성화시키고 이 새로운 경

험에 대한 정보는 기존의 정서적 기억을 보다 정교화 한다.

열세 번째, 인지적-정서적 처리는 빠르지만 유연한 반응 체계를 제공

한다. 정서는 행동과 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대

한 반응에서 잠재적으로 적응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기 위하여 체계를 빠

른 방식으로 기동시킨다.

3) 정서의 치료적 함의

Safran과 Greenberg(1991)는 정서의 특성에 대한 설명에 이어 정서의

특성이 어떠한 치료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것은

상담에서 정서를 다루는데 있어서 정서 자체가 어떠한 치료적 의미를 지

니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으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상

담과정에서의 정서를 다루는 것의 역할에 관해 살펴보는데 있어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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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함의를 가져다주는 부분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의 완전한 자각은 적응적인 기능을 향상시킨다. 정서는 체계

의 최적의 기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거나 왜곡된

정서 처리는 그 체계가 최적 상태에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정서는 암묵적 가치와 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서는 체

계를 위한 다양한 사건의 의미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

에, 인지적 처리를 위한 정서적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정리

되지 않거나 개념적 형태가 아닌 체계의 역할, 기준, 가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셋째, 개인의 정서의 의사소통적 영향에 관한 자각은 상호작용을 증진

시킨다. Kiesler(1986)가 언급하였듯이, 정서가 대인관계 의사소통에서 중

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응답하는지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없이 다른 사람의 정서적 반응을 읽고 반응할 수 있다.

넷째, 부적응적인 정서적 반응은 학습될 수 있다. 인간의 체계에서 정

서가 적응적 기능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부적응적인 학습 경험은 체계가

역기능적으로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섯째, 정서적 재구조화는 도식의 활성화를 필요로 한다. 정서적 경험

은 발달된 원형으로서의 정서적 기억들을 통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서

적 기억들에 접근되고 수정되지 않는다면 부적응적인 정서적 경험의 변

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섯째, 정서적 경험은 완결을 위해 압박한다. 정서적 경험의 통제에

대한 선행성 때문에 정서적 경험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실패는 다른 과

제에 필요한 최적의 방식에서 처리 용량을 할당하는 데에 필요한 능력에

방해를 받게 만든다.

일곱째, 치료적 관계는 정서 도식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매개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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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의 경험과 표현은 그 정서의 대인 관계적 결과에 대한 예상에 의해

형성되므로, 상담에서 새로운 정서적 경험을 탐색하고 통합해 나가는 것

은 언제나 치료적 관계의 질이 된다.

이상과 같이 정서는 치료적 관계 안에서 내담자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가 상담 장면에서 적절히 다루

어져야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를 상

담 장면에서 다루는데 있어서 내담자가 이를 괴롭기 때문에 차단하려 하

거나 회피하려고 한다면 정서의 적응적 기능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결

과를 획득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서의 적응

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정서가 괴롭기 때문에 피하려고만 하는 것

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정서회피

1) 정서회피의 결과

고통스러운 정서는 그 본성 상 견디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차단하거나 피하고 싶어 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정서

자체가 인간의 적응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리라 바로 인식되지 않

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며 오랜 인간의 경험 안에 내재되어진 행동 양

식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정서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괴로운 정서를 느

끼게 되는 경험 자체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바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억제하기도 한다. 이처럼 고통스러워하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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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다르면 정서적으로 각성되고 생리적으로 활성화되어 이에 수반되는

부적 정서를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정서를 회피하려고 하며(Boulanger

et al., 2010), 이러한 반응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자 하는 나름

대로의 전략인 것이다.

사람은 환경 안에서 존재한다. 사람이 환경 안에서 적응해 나가기 위

해서는 정서가 가진 본래의 행위 경향성에 따라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서의 행위 경향성에 따라 환경

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내에 존재하는 환경도 정서의 요구에

따라 변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그러나 개인은 정서의 요구에 따

라 자신의 개인 내적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허용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럴 때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

거나 부인하고 왜곡하여 감정을 차단하고 회피하게 되는 것이다

(Greenberg & Paivio, 1997).

Greenberg와 Paivio(1997)는 정서를 수용하면 정서가 개인의 대처 능

력을 더욱 향상시키지만, 회피할 때에는 오히려 문제가 배가된다고 하면

서 정서 회피의 결과를 설명하였다. 먼저, 정서를 회피하게 되면 정서에

담긴 적응적인 정보가 무시되어서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정

서가 주는 고유한 효과가 사라지며 나아가서 정서와 인지, 행동 간에 부

조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들은 사람의 감각운동과 신체생리가 어떤 한

층에 존재한다고 본다면, 사람의 의식적 사고와 언어는 또 다른 한 층에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 두 층을 매개하는 정서의 경험적 과정이 둘 사이

에 끼어버리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 결과 분명한 경계선 설정이 어려

워 편안함을 상실하게 되고 정서에 의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결국 만성적으로 정서를 회피하는 사람들은

경험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정서를 의식 안에서 상징화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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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에 따른 의미를 창조해 내지 못해 심리적 안녕감을 향한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감정이 차단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

가서 자신의 경험을 확장하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정서 회

피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았다.

정신역동적 접근에서 병리적 신념과 정서회피의 관계를 연결시킨

Silberschatz와 Sampson(1991)은 회피해 왔던 정서에 접근하게 되면 얻

어지게 되는 기능적인 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서회피로 인해 놓치게

되는 이득을 강조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사람은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

위험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특정한 정서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

였다. 하지만 정서 반응이 개인이 경험하는 것의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

하고 중요한 상황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정서 반응 자

체를 차단해 버리는 것은 부적응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전에 접근하지 못하고 회피해 왔던 정서에 접근하게 되면 자기 자신과

중요한 타자와의 관계의 왜곡된 부적응적 관점을 수정해 나가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서회피는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S. Freud와 그의 딸 A. Freud에 의

해 연구되어진 방어기제의 의미와도 부합된다. 비록 방어기제는 무의식

적인 과정에 의해 형성되어진 것이라고 본다는 데에서 의식적인 차원에

서의 의미까지 포함한 정서회피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정서

회피는 고전적으로 정신분석에서 이야기 해 온 방어기제와 의미상 연결

이 된다. 이러한 정신분석적인 관점 하에서 Fosha(2000)는 개인이 경험

하는 정서가 비록 핵심 정서가 아닐지라도 방어로써 기능하기도 한다고

보았으며 ‘방어적 정서’는 경험을 방해하거나 심지어는 보다 끔찍한 정서

같은 다른 경험으로 대체되기도 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개인이 원

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방어 전략을 취하고 이것이 통하기 때문에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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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고 하였다. 부적응적인 방어기제에 의존함으로써 즉각적인 안

전감과 정서적 안녕감을 경험하는 것은 이것을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서

강력한 요소가 된다. 방어가 개인으로 하여금 공포, 죄책감, 수치심과 무

력감 등으로부터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지만 그 결

과는 엄청나다고 하였다. 만성적인 방어에 대한 의존은 관계적인 경험이

나 정서 경험을 방해하고 왜곡하게 만드는데, 이는 비단 슬픔과 적개심

같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강도가 강한 정서뿐만 아니라 자기가치감 같은

적응적인 기능을 가진 정서조차도 방어적으로 배재시키거나 차단해 버리

게 만든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자기 통합과 타인과의 연결성과 같은 안

전장치로써의 정서 경험은 자연적이고 즉시적인 정서적 흐름이 없이 왜

곡되게 된다고 보았다.

3. 상담이론에서의 정서의 활성화 및 정서수용

반복되는 정서회피의 결과는 심리적인 부적응을 심화시키고 경험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얻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상담과정에서 내담자가 고

통스러운 느낌을 회피하고자 하는 전략을 극복하고 자신의 느낌을 허용

하고 수용하도록 하는 것은 치료적인 주안점이다. 내담자는 자신을 괴롭

히는 고통스러운 자극을 회피하고자 하는 태도를 극복하고 특정한 느낌

의 통합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정서와

반대되는 심상을 떠올리려고 하거나 다른 것으로 이를 대체함으로써 원

치 않는 반응을 억제하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상담 장면에서 치료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두려워하는 내적 자극을 차단해 버리는 것

을 극복하도록 돕고 두려운 자극에 대한 해석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이

두려운 자극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과정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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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berg & Safran, 1987).

이렇게 정서회피가 주는 부정적인 결과를 극복하고 내담자의 변화를

돕기 위해 상담과정에서 정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 대

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중요성을 특정 이론적인 관점

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서로 다르

게 표현하였고 또한 어떤 유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상담이론에서 강조하는 정서의 활성화와 정서수용의 역할을 탐구하는 것

이 필요하다.

상담과정에서 정서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의 중요성은 그동안 많은 상

담이론 사이에서도 핵심적으로 강조되어 온 주제이다. 그러나

Whelton(2004)이 지적하였듯이, 상담과정 안에서의 정서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데다가 그마저도 각 상담이론의 색채를 띠

고 수행된 연구가 대부분이었지만, 상담과정에서의 정서의 중요성에 대

해 범이론적(pantheoretical) 관점에서 경험연구들이 수행되면서 재조명

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정서와 정서처리는 이제 모든

상담이론에서 치료의 핵심 차원으로 널리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Whelton, 2004).

1) 정서중심치료에서의 정서의 활성화 및 정서수용

먼저 정서중심치료에서는 정서의 활성화와 정서수용을 어떠한 관점으

로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경험적 상담이론에서는 자신의 경

험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자각하여 의식적이거나 암묵적인 경험

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러한 접근들에서는

정서 자체가 내담자 변화의 핵심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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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berg, Korman, & Paivio, 2002). 또한 정서에 대한 깊이 있는 경

험하기는 상담과정에서 핵심 주제로 연결되기도 한다(Greenberg,

Goldman, & Watson, 1998). 정서중심치료를 주창한 L. Greenberg는 정

서에 대해 충분히 경험하기를 통해 정서에 수반되는 심리적․생리적 반

응을 있는 그대로 맞이하면서 정서경험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과정이 변화를 이끌게 된다고 보았다

(Greenberg, 2002, 2010).

Greenberg와 Safran(1987)은 내담자의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개입을

중요시여기는 경험적 치료 관점에서 정서개입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

들은 자신들의 치료적 경험을 바탕으로 내담자의 정서에 접근해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수용하는 과정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였고 이는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정서 허용과 수용의 모형(Greenberg & Safran, 1987: 253)

Greenberg와 Safran(1987)은 정서의 허용과 수용에 있어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정서를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정서

의 유형은 분노나 슬픔과 같이 생물학적으로 적응적인 일차적 정서를 말

하는데, 이러한 정서는 개인의 자기상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

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은 비교적 그 과정이 단순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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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이를 “단순한 허용과 수용”이라 칭하였다. 개인이 분노나 슬픔

같은 위협이나 취약성을 경험하게 되면 이에 수반되는 불안이 느껴지고

즉각적으로 이를 회피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이

러한 회피반응을 극복하고자 했을 때, 개인은 자신의 정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의 정서는 무망감, 절망감과 혼란감과 같이 고통스럽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느낌의 상태이다. 이러한 유형의 정서는 생물학적으로

적응적인 행동 경향성에 대한 접근과는 달리 보다 복잡한 과정의 허용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유형의 정서에 대한 수

용과정에 대해 Greenberg와 Safran(1987)은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한 허

용과 수용”이라고 명하였다. 내담자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양상으로서의 경험에 대해 이를 피함으로써 얻어지는 일시적인 안도감이

아니라 이러한 정서가 자신의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

식하게 되면 희망과 자신감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될 수 있다. 내담자가

이러한 자신의 내적 자극에 대해 집중하게 되면 이에 수반되는 자신의

정서를 허용하게 되고 직관적인 평가가 가능해 진다. 또한 이를 통해 결

과적으로 적응적 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정서에 대한

허용과 수용의 과정은 위협이나 취약성의 경험보다 더 복잡하며 다양한

측면의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보았다.

내담자가 자신의 정서회피 반응을 극복하고 내적 자극에 주의를 집중

하게 되면 자신의 정서 기저의 정보가 드러나게 되어 비로소 정서가 경

험되고 수용되게 된다. 이러한 정서 경험에는 핵심적인 “뜨거운 인

지”(hot cognition)나 직관적 평가가 수반되게 되는데, 정서가 수용이 되

면 생물학적으로 적응적인 정보가 의식적인 처리 체계내로 도입되게 되

고 이것은 결국 행동에서의 변화로 이끌어지게 되는 것이다(Green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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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ran, 1987).

고통스러운 정서에 대한 수용은 희망과 주장과 같은 새로운 적응적인

반응의 출현에 뒤이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서수용에 관한 관찰은 내담

자가 유사한 경험으로서의 몇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은 대개 내담자가 경험한 고통스러운 정서와 관

련된 에피소드에 대해 회상하고 이에 수반되는 자신의 정서를 되살려내

는 활성화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이전에 접촉할 수 없었던 핵심적인

정서와 신념에 대해 의식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수용하는 과정으로 이어

질 수 있게 된다(Cordova & Kohlenberg, 1994; Greenberg & Safran,

1989; SilberSchatz & Sampson, 1991). 또한 고통스러운 기억의 재구성

은 기억이 활성화되었을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상담 장면에서 정

서적 기억이 활성화되어야만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Lane et

al, 2014).

Greeberg와 Safran(1987)은 고통스러운 정서에 대한 허용과 수용의 경

험적 모형을 다음의 그림 3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3] 고통스러운 정서의 허용 및 수용에 대한 경험적 모형

(Greenberg & Safran, 1987: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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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가 불편한 감정 상태를 맞이하게 되면 이는 바로 회피하고자 하

는 반응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를 계속 피하지 않고 접근하고자 할 때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허용하게 되고 이를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잘 설계된 질적 단일사례연구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인데, 내담자가 핵심 정서에 다다르는 과정에서 고통스러

운 정서에 대해 회피 반응을 보이게 되고 이를 수용하게 되었을 때에 채

워지지 않은 내담자의 욕구에 다다를 수 있었다(McNally, Timulak, &

Greenberg, 2014). Greenberg와 Safran(1987)에 따르면, 이렇게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수용하게 되면 두 가지 과정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데, 먼저 불편한 감정을 수용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감정 상태로 변화되

게 되면 뒤이어 적응적인 행동 경향성이 나타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는 비합리적으로 평가해 왔던 자신의 핵심적인 사고나 신념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 새로이 평가를 하게 되고 이러한 신념이 자기와 불

일치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정서적, 인지적 과정을 통해 정서수용에 대한 결과로 정동적인 인지와

행동에 있어서 재조직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상담 장면에서 이러한 내담자의 불편한 감정 상태는 주관적 불편감에

의해 내담자 스스로가 먼저 이야기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지만 때로는

내담자의 정서가가 담긴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의 언어적, 비

언어적 메시지 속에 있는 핵심 정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초단계로써 정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 Greenberg와 Safran(1987)은 경험적 치료의 관점에서 미완성

된 경험의 완결이라는 의미로써 다음의 그림 4와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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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미해결된 경험의 완성 및 인지 투쟁에 관한 모형

(Greenberg & Safran, 1987: 282)

내담자는 자신이 기능적으로 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온 슬픔과

적개심 같은 정서를 보고함으로써 작업이 시작된다. 대상과 상황에 대한

도식적 기억이 불러일으켜지면 도식의 요소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

것이 표현되어지며 재작업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여기에서의 치료적 경

험에서 새로운 요소가 통합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도식이 생성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식적 기억을 세부적으로 불러일으

키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는 정서가가 담긴 경험에 대한 정서를 활성

화시키는 부분과도 부합된다. 또한 인지 투쟁 모형에서도 나쁜 감정에

대해 정서를 각성 또는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생물학적으

로 적응적인 의미와 행동을 이끌어 낸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

로 인지를 재평가하고 재조직화가 일어난다고 하였다(Greenberg &

Safran, 1987). Angus와 Greenberg(2011)는 정서와 의식적 사고가 지속

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이야기의 의미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보았

다. 이처럼 정서의 의미 있는 변화는 인지와 무관하게 일어나지 않으며

정서가 의식적 의미 없이 보유되지 않는다는 것(Greenberg, 2012)을 볼

때, 정서의 변화가 인지적 재조직화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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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 같이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서를 활성

화시키는 단계가 필요한데, 정서경험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통해 이전에

는 접촉하지 않았던 신념을 의식적 차원에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Cordova & Kohlenberg, 1994; Greenberg & Safran, 1989; Silberschatz

& Sampson, 199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서의 활성화 단계를 정서수

용의 이전 단계에 배치함으로써 내담자의 외상경험의 정서를 각성시킨

이후에 이에 수반되는 정서를 수용하는 과정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

다.

2) 정신역동적 치료에서의 정서의 활성화 및 정서수용

정신분석의 창시자 S. Freud 자신은 정서경험을 치료에 있어서의 필

수적인 요소라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 내에서 이렇다 할 정

서에 관한 이론이 없었다(Spezzano, 1993). 하지만 정신역동적 이론 안에

서 정서를 더 이상 추동(drive)의 부산물로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현대의 정신역동 이론에서는 관계적인 맥락 안에서 정서의 역할을 강조

하기도 하였다(Greenberg & Mitchell, 1983). 현대의 정신분석가들은 전

이 관계 내에서 내담자가 핵심 정서 갈등을 해소하고 재경험하게 하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핵심적이라는 데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Luborsky,

1984). 정신분석과 다른 상담이론과의 공통적인 핵심 원리 사이의 통합

을 꾀한 Curtis(2008)는 정신분석이 무의식만을 논하던 것에서 벗어나

“정동적 혁명” 속에서 정서처리의 핵심 기제들을 강조하고 경험에 대한

의미 형성을 방해하는 정서회피를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

와 유사한 맥락에서 최근 들어 정신역동적 치료에서 억압의 힘이 극복되

었을 때에는 정서가 무의식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의식의 구조 안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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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Levine, 2012; Lane

& Weihs, 2010).

이와 관련하여 Westen과 Gabbard(1999)는 개인 내적인 동기와 관계

안에서 갈등을 이루고 있거나 양가적이고 복잡한 정서는 치료적 관계 안

에서 맞닥뜨리고 견디고 수용되어 표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서를 다

루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Mergenthaler(1996)는 정신역동적 치료

에서의 중요한 순간은 정서적 각성과 정서의 의미에 대한 깊은 탐색의

연합이라고 보았고 이것이 내담자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보았다.

Mackay, Barkham과 Stiles(1998)는 상담자에 의해서 내담자가 느낌에

머무르기(staying with the feeling)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분노감정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분노 도식을 인식할

수 있고 분노에 대한 적응적이고 일차적인 느낌에 다다를 수 있게 되어

이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McCullough 등(2003)

은 정신역동적 치료에서 두려운 정서 경험 또는 “정동 공포증”에 대한

방어에 초점을 맞추어 정서를 다루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최근 들어 정신역동적 치료에서 정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는 가운데 Fosha(2000; 2001)는 정신역동적 관점을 기본 바탕으로

경험적 치료적 관점에서 정서를 활용하는 측면을 통합하여 Accelerated

Experiential-Dynamic Psychotherapy(AEDP)를 창안하였다. 그녀는 정

신역동적인 관점에서 정서회피와 유사한 방어적 반응과 함께 정서수용의

의미와 비슷한 표현적 반응을 설명한 바 있는데, 전통적인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정서를 추동의 부산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서 자체가 내

담자 변화의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녀는 두 가지의

다른 정서 경험 패턴을 비교하였는데, 서로 다른 정서적 환경은 각각 다

른 경험 패턴을 활성화시킨다고 보았다. 개인의 주어진 관계 환경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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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험이 두 가지 중 하나의 갈등의 삼각형 도식이 활성화된다고 보았

다.

내담자가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지각되는 상황에서는 방어를 하기 마

련이다. Fosha(2000)가 설명한 첫 번째 유형인 ‘방어적 반응의 삼각형’은

병리적인 패턴을 지속시키는 특성을 지닌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

의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방어적 반응의 삼각형(Fosha, 2000: 107)

방어적 반응의 삼각형에서는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

는 위치에 놓이게 되며 상담자와의 친밀함에 대한 방어가 생기게 되고

자기표현이 방해받게 된다. 이러한 상태 하에서는 상호작용을 통한 회복

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자신감의 정도가 부족하게 된다. 또한 개

인의 핵심 정서로 접근하는데 있어서 장벽으로 인해 차단되게 되고 방어

적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러면서 불안, 수치심과 공포 같은 적색 신호의

정서를 느끼게 된다(Fosha, 2000). 이러한 심리적인 방어로 인해 핵심 정

서 경험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은 정서회피의 결과와도 유사한 측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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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신의 정서를 피하거나 방어하게 되면 변화에 필요한 핵심 정서

경험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담자가 잠재적으로 정서가 촉진된다고 판단되는 안전한 환경 안에서

는 정서적 반응이 보다 직접적으로 나오게 될 수 있다. Fosha(2000)가

말한 두 번째 유형은 ‘표현적 반응의 삼각형’으로, 내담자의 신뢰가 관여

되게 되고 정서적 반응이 보다 유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

음의 그림 6과 같다.

[그림 6] 표현적 반응의 삼각형(Fosha, 2000: 108)

표현적 반응의 삼각형에서는 상담자와의 친밀감과 친근함 및 개인적

경험의 탐색에 대한 저항이 훨씬 적어진다. 여기서 동기를 촉발시키는

요인은 자기표현과 최적의 접촉에 대한 욕구이다. 이러한 욕구의 기저에

는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회복이 효율적으로 되도

록 하는 개인의 감각이 포함되어 있다. 표현적 반응의 삼각형에서는 핵

심 정서 경험에 다다르는데 장벽이 없는 상태이며 표현하고자 하고 의사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 기능적으로 된다. 표현적 반응의 삼각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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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방어는 대처 전략과 사회적 방식과 같은 ‘부드러운 방어’로 내담자

의 핵심 정서 경험으로 다가가는데 있어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이와 함께 희망, 호기심, 신뢰 등과 같은 녹색 신호 정서가 관여

되게 된다(Fosha, 2000). 이와 같이 표현적 반응의 삼각형에서는 내담자

의 핵심 정서 경험으로 다다를 수 있기 위해 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없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정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

서수용의 의미와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Fosha(2000)는 이 두 가지 반응의 삼각형에 이어 두 가지 삼각형의 반

응으로 이어지는 경험의 범주에 대한 역동적 경로를 각각 제시하였다.

먼저 방어적 반응의 삼각형으로 이어지는 경험의 범주에 대한 역동적 경

로는 그림 7과 같다.

Fosha(2000)에 의하면, 슬픔, 적개심, 친밀감의 경험 및 참 자기 경험

등의 핵심 정서 경험이 내담자의 변화를 이끄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

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핵심 정서 경험을 가로막게 되는 것은 이에 접

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어기제와 같은 정서회피 반응에 의해서라고 보

고 있다. 내담자는 먼저 자신의 핵심 정서 경험에 다다르지 못하게 만드

는 부정적인 수용 경험, 즉 받아들이기에 고통스럽고 힘겨운 정서가 안

전하지 못한 환경 하에서 발생하게 된다고 본다. 여기에는 거절당하거나

미움 받거나 비난 받는 대상과의 경험, 그리고 경멸스럽고 불쾌하고 고

통스러운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대상으로서의 자기, 즉 자기 자신에 대

한 혐오감에 의해 온전히 수용되기 힘든 상태가 된다. 이에 수반되는 혐

오 정서는 두려움, 수치심, 외로움 등이 해당되는데 이는 일차적 정서 반

응인 핵심 정서 경험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이차적 정서 반응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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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방어적 반응 삼각형으로 가는 경험 범주의 역동적 경로

(Fosha, 2000: 111)

이러한 혐오 정서 다음에는 불안, 수치심, 두려움, 정서를 느끼는 것에

대한 공포 등 적색 신호로서의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이에 뒤이어 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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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로서의 정서를 느끼지 않게 차단해 버리거나 억압해 버리는 방어가

형성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를 제대

로 다루지 못하게 되는 상태로서의 증상이 형성되고 우울이나 절망으로

이어지는 등 방어적 반응 삼각형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Fosha,

2000). 방어적 반응의 삼각형으로 이끌어지는 경험 범주의 역동적 경로

는 핵심 정서 경험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되는 결과적인

측면으로서의 경로를 보여주기도 하나 이와는 반대방향으로 방어와 같은

정서회피의 결과가 핵심 정서 경험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면도 함께 설

명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핵심 정서 경험에서 표현적 반응의 삼각형으로 이

어지는 경험 범주의 역동적 경로에 대해 Fosha(2000)는 그림 8과 같이

제시하였다.

방어적 반응 삼각형과는 달리 표현적 반응 삼각형으로 이끌어지는 경

험 범주의 역동적 경로에서 상담자에 의해 내담자가 이해되고, 인정받고,

지지받고, 격려 받고 버텨주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 내담자의 핵심 정서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하는 용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내담자가

긍정적인 수용 경험을 하게 되면 뒤이어 상담자와 안전한 신뢰감으로 연

결된 상태의 느낌을 갖게 되고 친밀감과 친근함을 느끼게 되는 등 일차

적인 정서 반응으로써의 핵심 정서 경험에 다다를 수 있는 이차적 정서

반응으로써의 촉진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이에 뒤이어 희망, 신뢰감,

자신감 등의 녹색 신호로써의 정서를 경험하게 되면 내담자는 자신을 병

리적으로 방어할 필요 없이 대처 전략이나 용인되는 사회적 방식 등으로

“부드러운 방어”를 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서적 역량, 회복탄력

성, 자신의 정서를 느끼고 다룰 수 있는 능력 등을 달성하도록 하는 표

현적 반응 삼각형의 결과로써 이어질 수 있게 된다(Fosha, 2000).



- 36 -

[그림 8] 표현적 반응 삼각형으로 가는 경험 범주의 역동적 경로

(Fosha, 2000: 112)

이러한 표현적 반응 삼각형으로 이끌어지는 경험 범주의 역동적 경로

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핵심 정서 경험에 다다를 수 있도록 내담자를 이

해하고 인정하고 지지하고 버텨주는 등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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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스스로가 자신의 정서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적응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와는 반대방향으로 자신의 정서를 수용하

는 경험을 하게 될 때에 핵심 정서 경험에 다다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버텨주는 환경 안에서

내담자의 고통스러운 정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돕는 정서의 활

성화 과정도 여기서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실제로 Jones와 Pulos(1993)는

정신역동 치료에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활성화 과정을 통해서 문제의

정서로 다가가고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것이 긍정적인 상담

성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신역동 치료자

Horowitz(2011)는 외상 경험과 같은 압도되는 경험에 직면하였을 때 이

러한 경험에 대해 과도한 거리두기, 즉 경험회피를 하게 된다면 정서처

리 되지 않은 불안이 계속 유지되게 되고 회피와 불안의 악순환이 반복

되게 된다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고 재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보았다.

3) 인지행동치료에서의 정서의 활성화 및 정서수용

인지행동치료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서를 증상과 문제의 결과 차원

에서 생각하여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

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것이 인지와 정서 사이의 복잡한 관계 내에서 재

정의 되고 있다(Safran, 1998; Samoilov & Goldfried, 2000; Teasdale et

al., 2002). 인지치료의 창시자인 A. Beck은 그의 동료들과 함께 정서 변

인이 인지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Beck, Emery, & Greenberg, 1985). 또한 Beck(1996)은 이후 인지도식

(cognitive schema)보다 기초적이고 신체적이며 정서적, 동기적 정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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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의미를 담은 “주요 양식”(primal mode)이라는 의미를 제안하면서

정서와 동기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그동안 인지행동치료에서는 개인

내적인 의미 구조를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이것은 이

전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되어지고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촉발시키게 된

다는 데에 주목함으로써 경험에 의한 정서적 측면의 중요성을 부각시켰

다(Hofmann, Asmundson, & Beck, 2013).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인지행동치료의 제 3의 물결”(Hayes,

Folette, & Linehan, 2004a)이라는 기조 아래 여러 인지행동치료 이론 사

이에서 경험과 경험에 담긴 정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변증법적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에서는 과거의 부

정적 정서경험에 대해 비판단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정서평가에 대한 부적

응적 신념을 감소시키고 과도하게 정서를 통제하려고 했던 시도를 바꾸

어 정서반응에 있어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았다(Linehan et

al., 2007).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 Commitment Therapy; ACT)에

서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 이를 두려워하고 피하기만하기보다 이것을 있

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진다고

하였다(Hayes et al., 1999, 2012). 또한 마음챙김 기반 인지행동치료

(Kabat-Zinn, 1990; Segal, Williams, & Teasdale, 2002)에서는 정서를

포함한 내적 경험에 대해 현재의 순간에서 유연하고 비판단적인 자각과

수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Samoilov와 Goldfried(2000)는 정서와 정서적 각성이 치료에서 암묵적

의미를 재조직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Leahy(2002)는 전통적인 인지행동치료 관점에서는 기분이나 정서가

주의나 기억의 편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이끌어진 정서와 기억은

인지적 도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던 시각에서 더 나아가 정서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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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였다. 그는 인지행동치료적 관점 안에서

정서처리의 인지적 모델을 제안한 바 있는데, Greenberg와 Paivio(1997)

가 제안한 정서 도식의 개념을 인지행동치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정

서에 대한 “반응”에서 적용된 계획, 개념, 그리고 전략이라고 재정의하고

이를 다음의 그림 9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9] 메타인지적 정서 도식(Leahy, 2002: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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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불안이나 슬픔과 같은 정서가 활성화되면 내담자는 먼저 자신의

정서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세 가지 경로로 나누

어질 수 있는데, 정서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인지적 회피를 하

는 것, 그리고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그것이다. 먼저 자신에게 느껴

지는 정서가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담자는 자신의 정서를 수

용하고 표현하며 그러한 정서가 담긴 경험에 대해 충분히 그럴 만했다고

타당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통해 배우게 된다. 하지만 자

신에게 신호가 오는 정서에 대해 이를 인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회

피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분열, 탐닉, 음주, 약물, 정서적 무감각 등의 부

적응적인 행동이나 정서 반응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내

담자는 자신의 통제감을 상실하게 되고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반추와 근심, 정서를 촉발시킨 상황에 대한 회피, 타

인에 대한 비난 등의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고 부정적 해석으로 빠질 위

험이 있다. 또한 자신에게 느껴지는 정서에 대해 죄책감, 과도한 합리화,

지나치게 단순화한 관점 등 인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정적 해석을

내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려워

지고 정서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 이 또

한 인지적 회피로 이어지거나 통제 상실, 반추, 근심, 타인 비난 등의 부

적응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Leahy, 2002).

Leahy(2002)는 정서 도식의 역할에서 먼저 이러한 정서 도식이 활성

화되기 위해 정서적 자각과 함께 각성이 일어나서 이를 “출발점”으로 삼

아 정서수용으로 이어지는 과정(Dryden, 1990)을 돕는 측면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서의 활성화 과정과 유사

한 부분으로 정서수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선행 조건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또한 Leahy(2002)는 자신의 정서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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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서 인지적인 관점을 강조하여 느껴지는 정서에 대해 인지적으로

이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서 자체가 문

제가 있는 것이라 판단하여 이를 회피하거나 부정적인 해석을 내리냐에

따라 적응적인 결과로 이어지거나 부적응적인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였

다. 이러한 인지적 관점에서도 내담자에게 자각되는 정서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이 타당화되는 것이 필요하

고 이를 통해 적응적인 경험이 학습된다고 보았다. 인지행동치료에서 정

서처리 회피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실시된 무선 통제 연구(Newman

et al., 2011)에서, 비록 가설대로 인지행동치료에 정서초점 기법을 추가

한 것이 인지행동치료에 대인관계적 기법을 추가한 것에 비해 효과차이

를 낳지는 않았지만 두 가지 모두에서 장단기적인 효과가 났다는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 인지행동치료에서도 정서처리와 정서회피를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역설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4) 인간중심치료에서의 정서의 활성화 및 정서수용

인간중심치료를 주창한 Rogers(1961)는 사람으로서 되어가는 과정(on

being a person)에 대해 소개하면서 정서경험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였

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는 자신의 경험을 ‘고통스럽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보았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정서

를 포함한 경험에 대해 가면 뒤로 회피하는 것은 진정한 자신을 찾고자

하는 노력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안전한 치료적 관계 안

에서 유기체적으로 떠오르는 감정을 경험할 수 있을 때에 온전한 자기

자신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정서와 생각, 신체 감각을

포함한 경험을 인식하지 않으려 하고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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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에서 벗어나 개인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 될 수 있을 때에

경직되지 않고 유연한 태도로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 상황들, 새로운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다. Rogers(1980)는 또한 경험하기

(experiencing)에 대한 과학적 근거들을 인용하면서 억압된 감정을 수용

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때 심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변화까지도

일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자신의

정서를 능동적으로 조절해 나가고 자신의 경험을 수용함으로써 온전한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인간중심치료에서는 내담자에 대한 존중과 상담자 일치성이 여전히 필

수적인 배경 조건이지만, Rice와 Greenberg(1991)는 내담자가 정서적인

색조가 묻어나는 경험의 가장자리에서 이를 접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고 경험의 핵심적 요소를 발견하고 통합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경험적 탐색”이라고 명하였다. 인간중심치료의 기본

가정은 내담자의 정서적인 색조가 묻어나는 내적 경험에 대한 변별된 자

각이 그 순간의 유기체 상태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경험적 탐색의 과정에 내재해 있는 가정은 내담자가 자신의 삶

에서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해 묘사하는 것에는 그 사건이 일어난 때의

자각이 여전히 충분히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정서와 인지의 정보가

담겨있는 저장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 사건에 대해 공

감적 이해와 체계적 경험 탐색이 이루어지는 안전한 조건 하에서 생생하

게 재활성화 되면 보다 느리고 완전하게 재처리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경험적 탐색 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자기를 둘러싼 세계 안에서 자신의

경험에 있어 보다 정확한 표상과 조직화로써의 새로운 의미에 다다를 수

있다.

Rice와 Greenberg(1991)는 인간중심치료의 관점 안에서 경험적 탐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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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해 다섯 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1 단계: 일차 정서 반응에 머무르기

상담자가 내담자의 경험을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작업은 내담자가 반응에서 반응으로 에너지의 초점을 이리저리 옮겨 다

니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내담자가 문제라고 인식되는 느낌이 있는 반응

에 초점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다. 내담자가 반응에서 반응으로 옮겨다

는 것을 Greenberg와 Safran(1987)은 “이차 정서 반응”이라고 명명하였

고 여기에는 욕구불만, 우울이나 불안 같은 분화되지 않은 정서가 포함

되어 있다. 내담자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이차정서는 수치심이나 자기혐

오 같은 정서가 포함되고 내담자가 이를 고통이라고 인식하는 한 일차

정서 반응으로써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단계에서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필요하다면 이차 정서 반응을 완화하는 것이

고, 둘째는 심리적으로 어렵다고 느껴지는 반응에 초점을 유지하는 것이

며, 셋째는 내면 탐색의 여정에 동참할 것에 대한 명백한 의도가 있다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Rice & Greenberg, 1991).

2 단계: 중요한 지점을 찾고 다시 들어가기

이 단계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그때의 느낌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담자의 반응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상황을 묘사하도록 요구

한다. 여기에는 지각된 지점과 반응이 촉발되기 직전의 내담자의 내적

상태를 포함한다. 내담자는 가능한 생생하게 그 사건을 묘사해 보도록

격려 받아서 그 때의 경험에서 보았고, 들었고, 느껴졌던 것에 대해 다시

불러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내담자는 중요한 그 지점으로 “다시 들어가

고” 자신의 반응이 촉발되었을 그 때를 생생하게 재경험하게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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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정서적인 불러일으킴 또는 활성화는 내담자가 정서적인 색조

가 묻어나는 경험을 즉시적으로 추적해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Rice

& Greenberg, 1991). 이 단계는 본 연구에서 내담자의 외상경험에 대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도록 유도한 정서의 활성화의 측면과 유사한 것으로

내담자의 정서가가 있는 경험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3 단계: 자극 유도에서 중요성을 인식하기

내담자의 경험에서 중요한 지점이 되살아나고 정서 도식이 활성화되면

내담자는 반응이 촉발될 당시에 중요했던 자극 상황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회상하도록 격려 받는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내

담자는 그 당시의 자동적 지각-정서 평가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자신

에게 정서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유도된 자극의 양상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내담자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자극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인식

을 통해 중요한 지점의 양상을 알게 되고 경험된 영향에 대한 초점적 자

각이 가능해지며 다음 단계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Rice & Greenberg, 1991).

4 단계: 자극을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개인적 의미를 찾기

자극 상황의 중요한 양상에 대해 초점적 자각이 이루어지면 상담자는

내담자가 유도된 자극의 영향이나 잠재적 영향이 해석되고 경험되는 방

식으로 되새기고 탐색하도록 촉진하는 작업을 한다. 이 탐색이 성공적으

로 이루어지면 내담자는 해석된 영향과 촉발된 반응의 특성 사이를 연결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탐색 작업은 원래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 당

시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명백한 자각의 과정을 포함한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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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치료적 환경의 양상과 탐색의 초점 때문에 가능

한 것이다. 첫째로는 이전에는 자동적이었던 과정이 이제는 속도가 줄어

들었고 집중적 작업이 가능해진다. 둘째는 내담자의 에너지가 자신의 내

면으로 고도로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셋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양상은 내

담자의 정서적 각성 또는 활성화가 정서-도식 기억 체계에 접근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해준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내담자의 정서가가 담긴 경험 안으로 다시 접근

하고 이를 다시 활성화시켜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단

계는 내담자가 자극 상황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주관적 해석의 특성을

발견하고 이 해석을 자기의 대리자(self as agent)로서 인식함으로 인해

서 완결된다. Rice와 Greenberg(1991)는 이것을 “의미를 연결 짓는 다

리”라고 표현하였다. 이 단계는 본 연구에서 조작적 정의를 내린 정서수

용의 의미와 유사하며 무엇보다 필요하다면 내담자의 정서가가 담긴 경

험 안으로 다시 접근하고 이를 다시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강조한 반복적 정서수용의 목적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5 단계: 확장하기, 깊이 들어가기, 보유하기 등과 같은 자신만의 기

능 양식을 탐색하기

이전 단계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성 반응이 자극 상황에 대한 자신만

의 특징적인 해석으로 인한 직접적 반응이고 따라서 정서가 각성된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완결된다. 이러한 특징적인 연결이 인식되면 내

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기능하는 방식은 보다 퍼져 있고 전반적

인 기능의 양식에 대한 한 예였음을 동시에 인식하게 된다. 내담자는 자

신이 어쩔 수 없이 반응한 개인의 기능 방식이 분명히 작동해 왔고 이것

이 자신의 자기-기대의 측면과는 불일치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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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 안에서 경험에 대한 감각을 만드는 수단으

로써 개인적 기능 양식과 그 결과를 탐색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게 되

는 것이다. 이러한 집중적인 탐색은 호기심보다 더 동기화 되곤 한다. 자

신의 삶의 어떤 측면들은 올바로 가지 않고 있고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

키지 않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감각이 길러진다. 이렇게 자기가 인도하는

탐색은 자신만의 욕구, 바람, 가치와 기본 신념, 두려움 및 역량의 탐색

을 이끈다. 이러한 연결은 지적인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경험에 담긴 정서를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다. Rice와 Greenberg(1991)는 이를 “해결”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관점과 맥을 같이 하여, 위기 상태에 있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현상학적 질적 연구(Carrick, 2013)에서 인간중심치료를 통해

내담자의 위기 경험으로 인한 회피를 자각하고 깊이 있는 감정 상태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깊이 있는 연결성을 경험하

게 되고 내담자의 경험에 대해 정확한 상징화가 가능하게 되어 외상과

같은 위기 후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Elliott(2013)은

인간중심치료 및 정서중심치료, 포커싱 치료 등의 경험적 상담이론을 활

용한 19편의 연구를 분석하면서 불안이라는 정서에 대해서 그동안 인지

행동치료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경험적 상담이론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을 통해 불안이 회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관계

안에서 맞닥뜨리고 이를 재경험해야 하며 수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최근의 경험연구들과 더불어 Rice와 Greenberg(1991)가 인간중심치료

의 관점에서 제시한 내담자 변화의 5 단계는 내담자의 경험 안에 담긴

정서를 상담 장면 안에서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정서적인 색조가 담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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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경험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보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수용하

고 이 안에 담겨 있는 자신의 욕구, 바람, 가치 및 기본 신념 등을 발견

해 나가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이러한 경험 안으로 들어

가는 것이 단회의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재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는 본 연구에서 정서의 활성화와 반복적 정

서수용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과 부합되는 부분이라고 사료된

다.

5) 행동치료에서의 정서의 활성화 및 정서수용

행동치료에서는 전통적으로 Skinner(1953)가 정서 변인이 행동치료에

있어서 중요함을 강조하였지만, 정서가 행동치료 사이에서 전면에 부각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점점 그 중요성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Barlow, 2002). 최근 들어 행동치료에서는 내담자의 이전 경험으로 인해

형성되어진 부정적인 정서 반응에 주목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Foa, 2009). 이러한 가운데 정서처리가 효과적인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것을 언급해 왔는데, 정서처리

가 다양한 장애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았다

(Foa & Kozak, 1986; Foa, Rothbaum, & Furr, 2003). Wolpe(1958)의 고

전적인 체계적 둔감화 이론에 이어 행동주의에서는 공포나 불안 등의 정

서 반응에 대한 둔감화를 강조해 왔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효

과적이라고 알려진 노출치료 분야에서도 이러한 정서적 둔감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포 정서가 생리적으로 활성화되고 이것이 언

어화가 되면 공포 자극에 대한 노출을 통해 이러한 반응들이 점진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Foa & Kozak,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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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하게 Jaycox, Foa와 Morral(1998)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에 대한 노출치료에서 공포 구조의 활성화와 둔감화의 과정이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심상 노출을 통해 강

한 정서가 각성될 수 있고 이것이 몇몇 내담자에게는 일시적으로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Foa, Zoellner, Feeny, Hembree, & Alvarez-Conrad, 2002)는

행동치료에 있어서도 정서수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

속적 노출치료(Prolonged Exposure Therapy; PE)에서 공포 자극에 대해

정서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시킴으로 인해서 PTSD 관련 인지의 변화

가 일어나게 되고 이를 통해 PTSD와 우울 증상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결

과(Zalta et al., 2014)는 반복적인 정서적 활성화와 이에 대한 수용의 중

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공포 자극에의 노출이나 심상 노출기법과 더불어서 내담자의

삶의 이야기가 담긴 내러티브를 노출하는 것을 통해 뜨거운 기억이 활성

화되고 이와 관련된 정서와 감각에 접촉하는 것을 통해 둔감화가 일어나

며 인지적 재구조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정을 강조한 내러티브 노출치료

(Narrative Exposure Therapy; Schauer et al., 2011)에서도 정서를 포함

한 기억의 활성화와 둔감화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

어 외상 내러티브의 구조적, 내용적 특성에 관해 살펴본 최근의 연구

(Jaeger, Lindblom, Parker-Guilbert, & Zoellner, 2014)에서는 외상경험에

대한 내러티브에서 부적 정서와 정적 정서 경험에 대해 많이 이야기 할

수록 정서처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PTSD 증상의 심각성

을 낮추게 된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을 살펴보았을 때, 내러티브를 통해

정서를 활성화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이 정서처리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

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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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치료에서는 임상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진 자극에 대한 교감 반응의

둔감화가 체계적 둔감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Wolpe(1958)의 연

구 이후에 자극과 자극, 그리고 자극과 반응 간의 관계에서의 둔감화 연

구를 많이 수행해 왔다. 또한 Foa와 Kozak(1986)은 행동치료에서 정서

처리의 중요성을 논하였고 관련 연구들의 개관을 통해 행동치료에서의

정서처리가 둔감화 과정과 함께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정리하였다.

Hunt(1998)는 이러한 행동치료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우울한 사건

을 경험한 이후에 정서처리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기제

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그녀는

행동치료적인 기조 아래 인지행동치료적인 요소를 더하여 정서처리의 과

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정서처리가 스트

레스를 어떻게 완화시키는지에 대한 기제에 대해 가설을 설정하였고 이

는 다음의 그림 10과 같이 제시되었다.

[그림 10]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정서처리의 기제(Hunt, 1998: 371)

Hunt(1998)는 우울을 유발하는 사건을 제시한 다음 세 가지 집단에

대한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정서를 있는 그대로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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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정서처리의 기제에 대한 최종 모형

(Hunt, 1998: 380)

고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유도한 정서처리 집단이고 두 번째 집단은

자신의 상황을 논박해서 자신의 관점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도록 유도한 논쟁 집단이며 세 번째 집단은 단순히

주의를 다른 곳으로 기울이도록 유도한 주의분산 집단이다. 실험연구 결

과 정서처리 집단에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기분이 더 나아졌음을 확인

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두 번째 연구에서 Hunt(1998)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

는 정서처리의 기제에 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정서

적 각성에 의해 나타나는 정서적 구조의 활성화는 부적 정서의 강소를

낮추는 둔감화를 이끌 것이다. 둘째, 정서적 각성의 둔감화는 보다 효과

적이고 덜 편향된 인지적 재구조화를 이끌 것이다. 셋째, 정서적 구조 저

변에 있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통합인 인지적 재구조화는 정서적 구조가

활성화되고 정서적으로 각성이 되었을 때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Hunt(1998)는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해 다음

의 그림 11과 같은 보다 단순화된 최종 모형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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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t(1998)는 우울한 사건을 유발시킨 다음 피험자들이 작성한 세 편

의 에세이를 통해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서처리의 이득에 관한 단

순한 둔감화 모형이 강하게 뒷받침되었고 두 번째의 인지적 재구조화 모

형은 약하게 뒷받침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

적 각성이 낮거나 중간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졌을 때, 인지적 재구조화

가 보다 효과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부

적 정서를 억압한 피험자들에게 있어서는 인지적 재구조화가 오히려 해

롭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각성 자체를 회피하고자 했을 때

에 일어나는 반응으로 정서의 활성화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

고 이를 피하면서 인지적 재구조화만 꾀하려 했을 때에는 더 해로운 결

과가 나타난다는 것으로 본 연구의 기본 맥락과 일치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Hunt(1998)는 정서처리의 과정에서 정서적 각성으로

인해 즉시적으로는 불편한 정서를 경험하여 더 나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나,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정서처리가 온전히 이루

어지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보다 이로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에서 본 연구의 반복적 정서수용의 과정

과 부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둔감화를 통한 장기적 효과는 내담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

극, 반응 및 의미에 대해 여러 상담 회기에 걸쳐 반복적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회기 내의 둔감화와 회기 간의 둔감화를 통해 장기적

학습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Baker et al., 2010).

비록 Baker 등(2010)의 경험적 연구에서 그들이 의도한 대로 이러한 메

커니즘에 대한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는 최근의 경험연구

(Zalta et al., 2014)에서도 확인되는 부분이다. 인지적, 행동적 회피를 하

게 되는 PTSD 증상에 대해 지속적 노출치료(Prolonged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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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apy)를 통해 정서의 활성화를 반복하고 정서처리 과정을 지속하였

을 때에 병리적 인지의 재구조화가 일어나게 되어 증상 완화까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정서처리의 장기적 효과는 비단 행동치료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주로

표현적 글쓰기나 말하기를 통해서 정서처리의 효과를 살펴본 J. W.

Pennebaker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서도 확인되는 부분이다. 정서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정서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집단보다 일시적으로 보다 많은 스

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구분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Pennebaker, Colder, & Sharp, 1990). Spera, Buhrfeind와

Pennebaker(1994)의 연구에서도 실직과 같은 우울한 경험에 대해 정서에

대해 표현하고 그 사건에 담긴 의미를 탐색하도록 도왔을 때 장기적으로

심리적 안녕감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이 함께 개선될 수 있었다. 이같

이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 표현적 글쓰기를 하도록 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는 보다 나쁜 느낌을 경험하나 수주나 수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장

기적으로 보다 나은 정서를 경험하는 결과(Pennebaker & Francis, 1996)

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이후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정서처리에 있어서의 장기적인 효과는 대체로는 단회의 과

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의 반복되는 정서처리의 과

정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개 외상경험과 같은 고통스

러운 정서에 대해 정서적 강도가 강하게 일어날수록 반복되는 정서처리

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특히 이러한 반복적인

정서처리의 과정을 강조한 분야는 자극에 대한 반복적 노출을 통한 둔감

화를 연구해 온 행동치료 분야이다. Foa와 Kozak(1986)은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 경험한 부적절한 요소에 대한 수정은 종종 반복적인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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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서처리의 과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둔감화

가 일어나 변화를 이끌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노벨 생리학상 수

상자 Kandel(2000)의 연구에서 바다달팽이가 민감한 자극에 대해 어떻게

민감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이에 대해 반대되는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자

극이 주어져도 괜찮은 경험을 통해 비로소 둔감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장기기억에 저장될 수 있는 것을 살펴본 것을 통해, 인간의 경험 안에서

도 민감했던 자극에 대해 둔감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정서처리 과정을 통해 이것이 자신의 경험 안에서 괜찮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도 정서처리 과정

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정서수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를 맞닥뜨림으로

써 그것의 장기적 효과를 보고자 하였던 것도 이러한 강조점과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4. 외상경험과 정서수용

1) 외상경험에 대한 정서수용

본 연구에서는 상담과정에서 정서의 활성화 및 반복적 수용의 역할을

경험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 대상자로 외상경험을 가진 사

람들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따라서 외상경험이 정서회피의 측면과 어

떻게 연결이 되며 이것에 대해 정서수용을 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외상경험의 특징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이와 관련된 정서 반응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였다.

외상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는 경험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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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발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Ford, 2009). 다시 말해서, 외상 스트레스 요인에 대

한 경험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모든 이들이 PTSD로 발전하지는 않

는다는 것이다. Ford(2009)는 폭력, 학대 또는 재앙과 같은 각각의 외상

경험은 독특하기 때문에 그 경험의 발생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그 특징

이 매우 다르다고 하였다. McFarlane과 de Girolamo(1996)는 이러한 외

상 스트레스 요인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비행기 사고라든가 성폭행과 같은 시간적으로 제한된 사건으로, 준비되

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강도로 경험하는 사건을 말한다. 이와 달리 두

번째 유형은 누적적인 영향이 있는 지속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경찰이

나 소방관의 업무와 같이 긴급한 상황 같은 일에 노출되는 것을 뜻한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불안정성과 무력감을 일으키는 위험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안정 애착 형성과 기본적 안정감을 손상시

키는 반복적인 가족 내 학대 등을 의미한다.

비록 이렇게 외상 스트레스 요인이 상이하고 각각의 특징이 독특하더

라도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각각의 장애별로 공통적인 특징을 지

닌다. 게다가 외상의 유형은 PTSD 관련 인지와 PTSD 사이를 조절하지

않는다는 결과(Foa, Ehlers, Clark, Tolin, & Orsillo, 1999)를 놓고 보았

을 때, 외상의 세부 유형들이 외상 관련 증상의 특징을 결정짓지 않고

오히려 공통적인 특징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DSM-5(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의 트라우마나 스트

레서와 관련된 장애에서 PTSD에 대한 규준 C에는 외상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외상사건과 관련된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를 들면서 다음의

두 가지 증상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외상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에 대해 스트레스를 주는 기억, 사고 또는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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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을 피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나 회피하는 것(C1)과 외상사건과 직접적으

로 관련되거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에 대해 스트레스를 주는 기

억, 사고 또는 느낌을 각성시키는 외부 회상요인(사람, 장소, 대화, 활동,

물체, 상황)을 피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나 회피하는 것(C2)으로 그 증상

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Acute Stress Disorder)에

대한 규준 B의 ‘회피 증상’ B8, B9에서도 PTSD에 대한 회피 증상과 같

이 외상사건과 이와 관련된 외부 자극에 대해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포함하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이처럼 외상 경

험에 대한 증상 중 공통적이면서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정서를 포함한

경험을 회피하는 측면이다.

외상 경험에 대한 회피가 외상의 심리적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중요한

지에 대해 van der Kolk, Weisaeth와 van der Hart(1996b)는 외상 연구

의 선구자인 Pierre Janet의 연구를 개관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이 격렬한 감정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들의 경험과 인지도

식을 함께 연결시키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험에 대한 기억을 자각

으로 통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대신 의식으로부터 경험을 분리시키게 된다. 따라서 외상의 영향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상 기억을 통합하는데 실패해서

생기게 되는 극심한 정서적 각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외상 경험을 자각의 전체성으로 통합시키지 못한다면 외

상 자체에 고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개인은 외상 기억을 통합

시키지 못하게 되고 새로운 경험을 융합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 즉, 경험

으로부터 배우기 위해 그 경험에 집중하고 전념 행동을 하는데 방해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상 경험에 대한 정서회피는 그 결과가 가져다주는 부적응적



- 56 -

인 측면으로 인해 치료적 접근의 핵심적인 목표가 된다. van der Kolk,

McFarlane과 van der Hart(1996a)는 외상경험 치료에 대한 일반적 접근

방식으로 회피에 대한 중요성을 꼽았다. 그들에 따르면 외상 경험을 한

사람들은 외상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상황이나 장소, 정서로부터 회피하

기 위해 알코올이나 약물을 섭취하게 되고 이것이 고통을 주는 정서 상

태에 대한 자각을 무감각하게 만든다. 또한 의식적 자각으로부터 불쾌한

경험을 분리시키기도 한다. 외상경험의 생존자가 회피를 하는 것은 상담

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 인식하기 때문인데, 외상을

상담 장면에서 재경험하는 것은 둔감화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불안으

로부터 서서히 벗어날 수 있음을 인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Schauer

et al., 2011). 이와 더불어 외상적 기억에 맞닥뜨리게 될 때에는 오히려

외상경험과 관련된 정서나 사고를 억제하기 위해 그동안 소모해 왔던 인

지적, 생리적인 에너지가 줄어들 수 있게 되고(Pennebaker, 1989), 이를

다른 생산적 과정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외상 경험을 한 사람들에 대한 상담의 목표는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이에 수반되는 정서적 각성 자극을 이해하여

현재에 충분히 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자신의

정서적 반응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획득하고 외상을 역사적 사건이나 사

건들의 연속 같은 그들의 삶의 보다 큰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

하다.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상담의 핵심 요소는 받아들이기 힘

들고, 이상하고, 끔찍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경험을 그들의 자기개념으로

통합하는 것이다(van der Kolk et al., 1996a). 이렇게 외상경험에 대한

정서를 회피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자기를

통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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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론적 설명 모형

1) 본 연구의 이론적 설명 모형

본 연구에서는 여러 상담이론에서 표현하고 있는 정서처리 과정에서

정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부

분들을 바탕으로 정서의 활성화 및 정서수용 또는 정서회피의 과정을 거

치는 것이 어떠한 일시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인지에

관해 살펴보기 위해서 그림 12와 같은 이론적 설명 모형을 설정하였다.

사람들은 외상경험과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면 이와 유사한

자극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이전에 경험했던 외상경험에서 유사

하게 겪은 고통스러운 정서를 다시금 느끼게 되는 민감화의 현상이 일어

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전의

고통스러웠던 자극에 대해 생생하게 회상하고 그에 수반되었던 감정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정서의 활성화 과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후

에는 각각 정서수용 집단과 정서회피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의 실험조작

에 이은 즉각적인 정서 변화를 살펴보아 일시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가지

는지 탐구하였다.

앞서 여러 상담이론을 통해 살펴본 정서처리 과정의 맥락 안에서 유사

한 의미로 적용할 수 있는 정서수용과 정서회피의 각각의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지 정리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반복적으로 정서

수용을 하게 하거나 정서회피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가능한 잠재

적 과정이 펼쳐질 수 있는지 예측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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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본 연구의 정서의 활성화 및 정서수용/회피에 대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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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반복적인 정서회피를 하게 되면 핵심정서 경험에 대한 장벽으로

인해 자신의 핵심정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인지적으로 자신의 경험에 대

해 생각하는 것조차 회피하게 되며 이로 인해 미해결된 감정을 지속적으

로 느끼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부정적인 해

석을 내리게 되고 자신의 경험과 유사한 경험이 촉발되는 상황을 피하고

자 하는 행동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능한 잠재적 과정

을 통해 반복적으로 정서회피를 하게 되면 장기적 효과에 있어서 정서수

용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반복적인 정서수용을 하게 되면 행동치료에서 강조한 바와

마찬가지로 자극에 대한 반복적 노출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경험과 유

사한 자극에 대한 둔감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둔

감화는 반복적인 정서회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반복적인 정서수

용을 하게 되었을 때에 예측되는 가능한 잠재적 과정은 핵심정서를 경험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게 되며 자신의 경험 속에

서 고통스러웠던 정서에 대해 충분히 그럴 만 했다는 타당화 과정을 거

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자기가 무엇을 원해 왔고 추구해 왔는

지 욕구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둘러싼

인지를 재평가하고 재조직화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러한

과정은 안전한 환경 하에서 상담자가 섬세하게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만, 일반 사람들은 적절한 수준의 정서적 각성과 불편감 하에서 효과적인

인지적 변화와 정서적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Hunt(1998)의 견해가 본

연구의 실험적 절차로 인해 어느 정도 긍정적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

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또한 이렇게 밝혀진 결과가 결국 상담의 과정에

서 내담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정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필요한지

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데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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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상담이론에서 강조하여 온 정서를 다

루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서의 활성화와 반복적

인 정서수용의 역할을 정서수용과 정서회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이 이론적 설명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험적 방식을 적용한 모의상담

연구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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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절차

1) 연구절차 개관

본 연구는 여러 상담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서의 활성화 및 반복적

정서수용이 상담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실험적

방식을 적용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 개관을 통해 상담과

정에서 정서의 활성화와 반복적 정서수용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

보았고 이것이 여러 상담이론에서 강조하는 부분들과 어떻게 부합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서론과 이론적 배경을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연구문제를 도출한 다음 연구방법을 계획하였다. 이렇게 준비된 논

문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통과하였고 이 계획서에 대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NUIRB)의 심사과정을 거쳐 승인을 받았다.

이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서의 활성화와 정서수용 및 정서회피에 대

한 실험조작을 개발하여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컴

퓨터 프로그래머에게 의뢰하여 실험조작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정서의

활성화 및 정서수용 또는 정서회피 실험조작은 상담자의 편안한 목소리

로 사전에 녹음되었고 이 녹음자료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포함되었다. 자

기보고식 측정도구 또한 프로그램화 되어서 그 결과가 엑셀파일에 자동

으로 저장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다.

실험조작 프로그램이 준비된 이후 실험조작 프로그램이 노트북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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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잘 운영되는지, 실험조작이 연구에서 의도한 바대로 적절히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의 응답에 대한 데이터가 잘

저장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와 비슷한 연령과 교육환경

내에 있는 5인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먼저 실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

으로 자료수집 과정에 있어서의 타당성이 제고되었다. 특히 실험조작이

연구 참여자들에 있어서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담

관련 전공 교수 3인에 의해 그 타당성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의 변경 등 연구방법 상

의 부분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연구계획서를 일부 수정하

여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연구회에 연구계획 변경 심사를 신청하였다.

그 결과 심사신청에 대한 신속심의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

았다. 또한 수정된 연구계획서 및 예비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조작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 요청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실험조작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이후 서울 소재 종합대학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

용하여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를 냈고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본 실험에 들어갔다. 본 실험은 일주일 간격으로 2차에 걸쳐서

같은 대상의 연구 참여자에게 실시되었고 이후 한 달 뒤에 온라인 설문

을 통해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최종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해석 및 논의하였

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의 그림 13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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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개관
Ÿ 상담이론에서의 정서의 활성화 및 정서수용

Ÿ 정서수용과 정서회피의 비교

⇩

논문계획서 심사
Ÿ 서론,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작성

Ÿ 논문계획서 심사 통과

⇩
IRB 심의 및

승인

Ÿ 논문계획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NUIRB)

심사 및 승인(IRB No. 1311/001-001)

⇩
실험조작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Ÿ 정서의 활성화 및 정서수용/정서회피 실험조작 및 자

기보고식 측정도구에 대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의뢰

⇩
예비연구 및

자료수집 과정의

타당성 제고

Ÿ 실험과정에 대한 예비연구 실시

Ÿ 실험설계의 적절성 및 자료수집 과정의 타당성 제고

⇩
IRB 연구계획

변경 심의

Ÿ 측정도구의 변경 등 연구계획 일부 변경

Ÿ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신속심의 및 승인

⇩
실험조작 컴퓨터

프로그램 수정

Ÿ 측정도구 등 연구계획 일부 변경에 따른 실험조작 및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에 대한 컴퓨터 프로그램 수정

⇩
연구 참여자

모집

Ÿ 서울 소재 대학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연구 참

여자 모집

⇩

본 실험
Ÿ 연구 참여자 62명에 대한 1차 실험 실시

Ÿ 일주일 이후 60명에 대한 2차 실험 실시

⇩
온라인 사후

설문 실시
Ÿ 2차 실험참여 한 달 이후 온라인 사후 설문 실시

⇩
자료분석 및

결과해석

Ÿ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한 자료분석

Ÿ 연구결과 해석 및 논의

[그림 13]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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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조작 스크립트 준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한 조작을 시행하기에 앞서 외상 경험에 대

한 정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침투적으로 떠오르는 원치 않는 기억과 함

께 그러한 원치 않는 기억을 피하기 위해 시도한 것과 그 사건에 대한

영향 등을 머릿속으로 상세히 그려 심상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하

였다. 이러한 ‘정서의 활성화’ 과정은 다음의 표 1과 같이 이끌어 내었다.

구분 조작 내용

정서의

활성화

“자, 이제 눈을 감고 이전에 작성했던 외상경험과 관련한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떠올려 당신

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 상세히 그려보세요. 그 경험은 당

신이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피해 온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험에 관한 기억을 떠올릴 때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각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압도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집중하기 힘들고

기억하기 어렵다고 느껴질지라도 가급적 마음속으로 상

세히 그 경험에 대해 앞으로 2분간 떠올려 보십시오.”

<표 1> 정서의 활성화 조작 내용

‘정서의 활성화’ 조작 내용은 상담학관련 분야의 교수 3인에 의해 이해

도, 몰입도 및 내용 적절성에 관하여 7점 Likert 척도로 평정을 받아 구

성되었다. 이해도는 ‘정서의 활성화 조작 내용의 지시사항을 일반인들(대

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이해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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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으로 1점으로 갈수록 ‘이해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이고 7점으로 갈

수록 ‘이해를 아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이다. 이해도에 대한 평정 결과

는 평균 6.33점(SD = 0.58)으로 나왔다. 몰입도는 ‘정서의 활성화 조작

내용을 컴퓨터 화면에 제공되는 스크립트의 내용을 보면서 동시에 녹음

된 자료(같은 내용)를 음성으로 듣게 된다면 조작 내용에 몰입하는데 도

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묻는 문항으로 1점으로 갈수록 ‘몰입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이고 7점으로 갈수록 ‘몰입을 아주 잘 할 수 있을 것

이다’이다. 몰입도에 대한 평정 결과는 평균 6.33점(SD = 0.58)이었다. 내

용에 대한 적절성은 ‘정서의 활성화 조작 내용이 연구에서 의도한 대로

외상경험에 대한 정서를 활성화(각성) 시키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

까?’를 묻는 문항으로 1점으로 갈수록 ‘매우 적절하지 않다’이고 7점으로

갈수록 ‘매우 적합하다’이다. 조작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평정 결과는 평

균 5.33점(SD = 1.53)이었다.

실험집단은 정서를 수용하도록 조작하는 집단을 말하고 비교집단은 정

서를 회피하도록 조작하는 집단을 뜻한다. 이렇게 정서를 수용하는 집단

과 정서를 회피하는 집단에서의 구체적인 조작 내용은 다음의 표 2 및

표 3과 같다.

정서수용 조작 및 정서회피 조작에 있어서도 상담교수 3인의 평정을

받아 내용이 구성되었다. 이해도는 ‘정서수용/정서회피 조작 내용의 지시

사항을 일반인들(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이해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를 묻는 문항으로 1점으로 갈수록 ‘이해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

다’이고 7점으로 갈수록 ‘이해를 아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이다. 이해도

에 대한 평정 결과, 정서수용 조작에 있어서는 평균 6.33점(SD = 0.58)이

나왔고 정서회피 조작에 있어서는 평균 6.00점(SD = 1.00)이 나왔다.



- 66 -

집단 조작 내용

실험집단

(정서수용)

“조금 전 떠올린 외상경험으로 인한 감정에 대해 계속해

서 마음속에 그려 보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 당

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집중하여 주십시오. 몸의

특정 부위에서 일어나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몸

의 반응이 일어나는 곳에 신경을 집중하여 그 반응이 어

떠한지,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어떤 감각인지 살펴보십

시오. 그러면서 이러한 감각과 관련하여 지금 떠올려지는

생각이나 이미지가 있다면 이를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 이 순간 외상경험으로 인한 감정에 대해 떠올리

면서 당신에게 느껴지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맞이하십시

오. 감정이 당신 안에 그대로 있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 감정을 피하려고 하거나 차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당신의 마음 안에서 있

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고 잠시 그 감정에 머물러 있

어 보십시오.

이제 당신 안에 느껴지는 몸의 감각과 감정을 표현하

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 안에 느껴지는 감정에 대해

당신이 나타내기 쉬운 말로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당신

의 마음 안에 느껴지는 감정을 은유로 표현하셔도 좋습

니다. 느껴지는 감정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상세히 그려

보시고 표현해 보십시오. 당신 마음의 감정에 이름을 붙

여 보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당신에게 느껴지는 감정

에 대해 가능한 상세하게 묘사해 보도록 노력해 보십시

오. 자, 이제부터 당신이 말로 표현하는 것이 녹음됩니

다. 시작하십시오.”

<표 2> 실험집단의 조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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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조작 내용

비교집단

(정서회피)

“조금 전 떠올린 외상경험으로 인한 감정에 대해 계속해

서 마음속에 그려 보십시오. 그러면서 지금까지 당신이

외상경험으로 인한 감정을 해소해 보려고 시도한 방식에

대해서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

고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 보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시도들이 무엇 때문에 잘 통하지 않았고 실패로

돌아갔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외상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의 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떠올려 보

십시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외상경험에 대한 감정에 대해 떠

올리면서 당신의 감정을 느껴보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감정이 문득

문득 떠올려진다면 어떨 것 같은지 상상해 보십시오. 외

상경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러한 감정들이 남아

있게 된다면 어떨 것 같은지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당신이 외상경험을 통한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

해 피해보려고 애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에게 느

껴지는 감정을 피하기 위한 방법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

을 것입니다. 이와는 관련 없는 다른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다른 감정이 들었던 때를 회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외상경험을 떠올

리면서 들었던 감정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

음 이 과정을 통한 당신의 생각들을 상세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자, 이제부터 당신이 말로 표현하는 것이 녹음

됩니다. 시작하십시오.”

<표 3> 비교집단의 조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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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도는 ‘정서수용/정서회피 조작 내용을 컴퓨터 화면에 제공되는 스

크립트의 내용을 보면서 동시에 녹음된 자료(같은 내용)를 음성으로 듣

게 된다면 조작 내용에 몰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묻

는 문항으로 1점으로 갈수록 ‘몰입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이고 7점으로

갈수록 ‘몰입을 아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이다. 몰입도에 대한 평정 결

과, 정서수용과 정서회피 조작 모두에서 평균 6.67점(SD = 0.58)이 나왔

다. 내용에 대한 적절성은 ‘정서수용/정서회피 조작 내용이 연구에서 의

도한 대로 외상경험에 대한 정서를 수용/회피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

십니까?’를 묻는 문항으로 1점으로 갈수록 ‘매우 적절하지 않다’이고 7점

으로 갈수록 ‘매우 적합하다’이다. 내용에 대한 적절성 평정 결과, 정서수

용 조작에 있어서는 평균 5.67점(SD = 1.15)이 나왔고 정서회피 조작에

있어서는 평균 5.33점(SD = 1.53)이 나왔다. 또한 ‘정서수용 조작 내용과

정서회피 조작 내용의 전체 지시사항의 분량(단어 수)이 유사하다고 보

십니까?’를 묻는 문항에서는 평균 7.00점(SD = 0.00)이 나와 두 가지 조

작 내용의 지시사항의 분량이 거의 동일하게 주어져서 내용의 양적 차이

로 인한 가외변인 발생의 가능성을 줄였다.

3) 실험절차

모집된 62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각각 31명씩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무선으로 할당하여 배정하였다. 실험집단은 정서를 수용하는 집단이고

비교집단은 정서를 회피하는 집단이다. 실험은 연구 참여자들이 다른 외

부 자극에 방해받지 않고 실험환경에 적합한 상담실습실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실험의 전 과정은 컴퓨터 기반(computer-assisted

experiment)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는 상담자의 목소리가 녹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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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마이크가 장착된 헤드셋으로 청취하고 이와 연결된 컴퓨터 화면

에 주어지는 지시사항을 응시하면서 실험에 참여하였다. 또한 실험집단

과 비교집단의 조작 과정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음성이 헤드셋의 마이크

를 통해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게 함으로써 상담의 과

정과 유사한 모의상담 연구로 설계하였다. 실험의 과정은 기저선(Time

1) 측정, 정서의 활성화 직후(Time 2) 측정, 정서수용 또는 정서회피 실

험조작 직후(Time 3) 측정으로 이루어졌다. Time 1과 Time 2 측정 사

이에 사전검사로 정서표현 갈등 및 수용 행동 척도, 그리고 기꺼이 경험

하기 문항이 실시되었다. Time 1, 2, 3에서는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 및

불쾌감과 각성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정서적 반응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실험의 과정은 그림 14와 같다.

이러한 조작 절차를 통해 1차 실험 과정을 모두 마친 다음 연구 참여

자들에게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1주일 후에 동일한 과정으로 2

차 실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안내하였다. 2차 실험은 사전검사 측정

만 제외하고 1차 실험의 과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여 그림 14와 같

이 Time 4, 5, 6에서 자기보고식 설문지 측정을 실시하였다. 2차 실험이

끝난 뒤에는 실험의 전 과정에 대한 디브리핑을 통해 연구의 목적 및 실

험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연구 참여자가 실험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였다.

이렇게 2차 실험의 과정이 종료된 지 한 달이 지난 이후에는 연구 참

여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한 달 간의 정서 상태 및 수용 행동, 기

꺼이 경험하기 및 외상 후 성장 정도를 묻는 자기보고식 설문을 링크된

온라인을 통해 실시하였다. Time 7의 측정이 모두 마무리 된 이후에 연

구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모바일을 통해 전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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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실험 조작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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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소재 종합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 중에

서 외상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간단한 외상경험 질문지를 실시한 다

음 실험에 적합한 사람을 선별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온라

인 커뮤니티에서는 총 141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외상경험 질문지는

외상사건의 종류와 외상경험에 대한 주관적 고통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송승훈(2007)이 개발하고 신선영(2009)이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외

상경험 질문지 내에는 사고 및 상해,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본인의 심각

한 질병, 성추행 및 성폭행, 적응의 어려움 등 16가지 유형의 외상사건

목록이 있고 이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적으라고 한 다음 이 일이 일어난

시기를 묻는 한 문항과 그 사건이 있었을 당시의 정서적 고통 정도를 묻

는 한 문항,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최근의 정서적 고통 정도를 묻는 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외상경험 질문지를 통하여 외상경험이 있으면서 그에 대한 정서적 고

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그 사건을

경험한 당시의 정서적 고통과 최근에 겪고 있는 정서적 고통이 어느 정

도인지를 묻는 7점 Likert 척도에 대해 두 문항 모두에서 5점 이상이라

고 응답한 사람을 선정하였다. 이 문항에서 5점 이상으로 나온 학생들에

게 정서의 변화과정에 대한 실험연구에 관해 안내를 한 다음 참여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실험집단

과 비교집단의 각 집단에 무선으로 배정되는 연구 참여자의 수를 31명씩

으로 하여 총 62명을 최종적으로 모집하였다. 처음에는 총 62명이 선정

되었으나, 1차 실험 이후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에서 각 1명씩이 탈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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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최종적으로 60명이 2차 실험까지 참여하였다. 또한 한 달 이후의 온

라인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실험집단에서 28명(응답률 93%), 비교집단에

서 30명(응답률 100%)으로 총 58명이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살면서 경험한 외상경험의 유형 및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외상경험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모든 외상사건의 경우 이별, 실연, 절교 등의

대인관계 파탄이 36명(60%)으로 가장 많이 경험한 사건이었고 낙방, 실

패, 좌절과 같은 학업이나 과업 문제가 34명(56.7%), 학교, 사회, 군대에

서의 소외 및 따돌림과 같은 적응의 어려움이 30명(50%)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적게 경험한 외상사건은 홍수, 지진, 폭설 등의 자연재해로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으며 구타, 폭행, 강도 등의 범죄피해가 4명(6.7%),

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재, 폭발 등의 사고 및 상해와 본인의 심각한 신

체 질병이 각각 5명(8.3%)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한 외상사건들 중에서 자신에게 있어

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별, 실연, 절교 등의 대

인관계 파탄이 13명(21.7%)으로 가장 많이 경험한 사건이었고 낙방, 실

패, 좌절과 같은 학업이나 과업 문제가 10명(16.7%), 학교, 사회, 군대에

서의 소외 및 따돌림과 같은 적응의 어려움이 7명(11.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은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들을 제외하고 가

장 낮은 비율로 나온 사건은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과 기타(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가 각각 1명(1.7%)이었고 다음으로 부모, 파산, 신용불량 등

의 재정적 어려움과 실직, 구직의 실패가 각각 2명(3.3%) 순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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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의 유형
경험한 모든

사건의 빈도(%)a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의 빈도(%)

사고 및 상해(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재, 폭발 등)
5(8.3) 4(6.7)

자연재해

(홍수, 지진, 폭설 등)
0(0.0) 0(0.0)

구타, 폭행, 강도 등의 범죄 피해 4(6.7) 0(0.0)

성추행 및 성폭력 7(11.7) 0(0.0)

본인의 심각한 신체 질병 5(8.3) 3(5.0)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 10(16.7) 1(1.7)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8(13.3) 6(10.0)

대인관계 파탄

(이별, 실연, 절교 등)
36(60.0) 13(21.7)

적응의 어려움(학교, 사회, 군대에서

소외, 따돌림)
30(50.0) 7(11.7)

이혼 및 별거

(본인 및 부모)
9(15.0) 3(5.0)

학업, 과업 문제

(낙방, 실패, 좌절 등)
34(56.7) 10(16.7)

배신 충격

(거짓말, 외도, 속임, 사기 등)
18(30.0) 3(5.0)

재정적 어려움

(부도, 파산, 신용불량 등)
21(35.0) 2(3.3)

실직, 구직의 실패 8(13.3) 2(3.3)

어린 시절의 학대 9(15.0) 5(8.3)

기타 9(15.0) 1(1.7)

<표 4> 참여자가 경험한 외상유형과 가장 고통스러웠던 외상경험

a. 경험한 모든 외상 사건은 중복응답을 허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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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사건 발생 시기 빈도(명) 비율(%)

한 달 이내 1 1.7

6개월 이내 6 10.0

7개월-12개월 전 7 11.7

1년-2년 전 11 18.3

2년-3년 전 4 6.7

3년-10년 전 23 38.3

10년-20년 전 8 13.3

20년 전 이상 0 0.0

<표 5> 외상사건 발생 시기

연구 참여자들이 응답한 가장 고통스러웠던 외상적 사건이 언제 일어

났는지에 대한 응답 비율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외상사건의 발생 시기의 경우 3년-10년 전이

23명(38.3%)으로 가장 많았고 1년-2년 전이 11명(18.3%)으로 그 뒤를 이

었다.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 발생 시기는 20년 전 이상에 응답한 사

람이 아무도 없었고 다음으로 한 달 이내가 1명(1.7%) 순으로 나타났다.

‘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당신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까?’를

묻는 Likert 문항에서 1점으로 갈수록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다’이고 7점

으로 갈수록 ‘매우 고통스러웠다’인데,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5점 이상

(M = 6.45, SD = 0.72)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최근에 그 사건으로 인

해 당신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를 묻는 Likert 문항에서 1점

으로 갈수록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이고 7점으로 갈수록 ‘매우 고통스럽

다’인데,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5점 이상(M = 5.32, SD = 0.65)이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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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1)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가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에 대해 이선화, 김보미,

유성은(2012)이 일부 문항을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PANAS는

Watson, Clark과 Tellegen(1988)이 짧고 측정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고 개발된 검사이다. 정적 정

서(Positive Affect; PA)가 높으면 에너지가 높고 집중력이 높은 상태를

말하며 즐겁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상태 등을 의미하고 낮으면 무기력

해지거나 슬퍼지는 상태를 반영한다. 부적 정서(Negative Affect; NA)의

경우 높으면 불쾌한 정서와 주관적인 심리적 고통을 반영하고 낮으면 평

온하거나 차분한 상태를 의미한다.

PANAS 원 척도는 정적 정서(PA) 10문항과 부적 정서(NA) 1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현희 등(2003)이 한국판으로 타당화 하는 과정에

서 번안 상의 문제로 정적 정서에 속해 있던 ‘alert’이 ‘기민한’으로 잘못

번역되어 부적 정서로 요인이 분류되게 되었다고 하면서 번역 내용의 재

검토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선화 등(2012)은 ‘alert’을

‘기민한’이 아닌 ‘정신을 바짝 차린’으로 수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ashamed’를 ‘부끄러움’에서 ‘수치스러운’으로, ‘interested’를 ‘흥미진진한’

에서 ‘흥미를 느끼는’으로 원어에 충실하게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선화 등(2012)의 수정된 PANAS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적 정서(PA) 하위척도에는 활기찬(active), 열정적인(enthusi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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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만한(inspired), 자랑스러운(proud), 강한(strong), 흥미를 느끼는

(interested), 흥분된(excited), 결의에 찬(determined), 주의 깊은

(attentive), 정신을 바짝 차린(alert) 등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적

정서(NA)의 하위척도에는 긴장한(nervous), 짜증스러운(irritable), 괴로운

(distressed), 마음이 상한(upset), 두려운(afraid), 적대적인(hostile), 조바

심 나는(jittery), 겁에 질린(scared), 죄책감 드는(guilty), 수치스러운

(ashamed) 등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PANAS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척도 개발자들의 연구

(Watson et al., 1988)에서 정적 정서가 .88, 부적 정서가 .85로 나왔으며,

한국판 타당화를 실시한 이현희 등(2003)의 연구에서는 정적 정서가 .84,

부적 정서가 .87, 전체 척도가 .84로 나왔다. 이선화 등(2012)의 연구에서

는 정적 정서가 .89, 부적 정서가 .89로 나와 PANAS의 신뢰도 계수는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 PANAS의 구성타당도는 이

현희 등(2003)의 연구에서 기분 측정도구인 POMS와 간이정신진단검사

(SCL-90-R)와의 상관을 통해 비교되었는데, 대체로 정적 정서는 부정적

인 하위요인들과 상관이 낮거나 부적 상관을 보였고, 부적 정서는 부정

적인 하위요인들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긍정적 차원과는 상관이 낮게

나와 타당한 도구임이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적 정서의 내적 합치

도 계수가 총 7번의 시간 포인트에서 .80-.89 사이의 분포를 보였으며,

부적 정서의 경우 .88-.93 사이의 분포를 나타냈다.

2) 정서 격자

정서의 각성 정도와 정서의 쾌(快), 불쾌(不快)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ussell, Weiss와 Mendelsohn(1989)에 의해 소개된 9×9 격자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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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단문항 도구를 사용하였다. 정서 격자(Affect Grid; AG)는 한국에서

타당화되어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과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자가 일차적으로 번안한 다음에 한국어

와 영어를 모두 사용하는 이중 언어사용자이면서 상담학 분야 박사과정

에 재학 중인 학생이 역번역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8가지 정서 상태에

대한 번역-역번역이 모두 일치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최종적으로 정서 격

자 척도가 준비되었다.

정서 격자는 쾌-불쾌, 각성-졸음의 두 차원으로 이루어진 원형 모형

(circumplex model) 구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12시 방향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높은 각성’, ‘흥분’, ‘유쾌한 느낌’, ‘이완’, ‘졸음’, ‘우울’, ‘불쾌한

느낌’, ‘스트레스’로 정서의 ‘쾌-불쾌’ 및 ‘각성-졸음’의 두 차원에 따른 상

태가 배열되어 있다. 정서 격자는 이러한 상위 차원의 정서를 비교적 빠

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측정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도구

는 적절한 평정자간 신뢰도를 보이고 PANAS 같은 다른 정서 측정 도

구들과 좋은 수렴타당도를 보인다. 이 정서 격자는 (1) 매우 짧게 측정을

할 때, (2) 단기간의 기분 상태 변화를 자주 측정할 때, (3) 조작 확인이

필요한 연구를 할 때 유용하다(Russell et al., 1989). 본 연구에서는 정서

격자의 각성 차원을 정서의 활성화에 대한 조작 확인을 위해 사용하였으

며 쾌-불쾌 차원을 PANAS의 부적 정서와 함께 불쾌감을 측정하기 위

해 사용하였다.

3) 한국판 정서표현 갈등 척도

정서표현의 양가적 갈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 갈등 척도(Ambivalence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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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를 최해연과 민경환

(2007)이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

표현 갈등 척도(AEQ-K)를 사용하였다. AEQ-K는 정서표현을 하는 상

황에서 자기 방어적인 갈등과 관계 관여적인 갈등에 대해 정서표현 및

조절을 하는 양가적인 감정을 측정한다. 이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언어

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는 증상인 감정표현불능증

(alexithymia)과 관련이 있으며 Hayes 등(2004b)의 경험 회피와도 관련

이 있다(최해연, 민경환, 2007).

AEQ는 원래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요인분석 과정을 통해

최해연과 민경환(2007)은 총 24개의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AEQ-K는

자기-방어적 갈등이 14문항이고 관계-관여적 갈등이 10문항이다. 내적

합치도 계수는 자기-방어적 갈등이 .89, 관계-관여적 갈등이 .78이었으며

전체의 α 값은 .90이었다. 이 척도는 성별에 있어서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연령에 있어서는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이 약한 부적

관계(r = -.162, p < .001)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첫 번째 실험을 실시하기 이전에 시행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의 정서표현 갈등 정도가 무선배정을 한 이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α 값은 .92로 나왔다.

4) 수용 행동 질문지

자신의 가치와 목적에 따라 행동하면서 생길 수 있는 원치 않는 생각

과 감정을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Hayes 등(2004b)이 개발하

고 문현미(2006)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수용 행동 질문지(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16; AAQ-16)를 사용하였다. Hayes 등(2004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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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론인 수용전념치료에서 말하는 수용 행동을 근거로 32문항 풀

을 개발하였는데, 여기서 16문항의 척도를 초기에 개발하였지만 이 중 α

값이 .61이 되지 않는 7문항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9문항의 AAQ 척도

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척도개발자들은 치료적 과정에서 수용 정도의 변

화과정을 섬세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16문항형을 사용하도록 제안하였

다. AAQ-16은 7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수용의 정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개발자들이 제시한 대로 문현미(2006)의 한국판 AAQ-16도 내적

사건을 기꺼이 경험하려는 태도를 측정하는 ‘기꺼이 경험하기’ 요인과 내

적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에 전념하는 태도를 측정하는 ‘행동’

요인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었음이 요인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AAQ-16

은 7문항 척도(r = .91) 및 9문항 척도(r = .89)와 높은 상관을 보였고 4

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4로 제시되었다. Hayes 등(2004b)은

9문항의 AAQ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는 .70이라고 제시하였고, Arch,

Eifert, Davies와 Vilardaga(2012)는 AAQ-16의 사전 사후 α 값을 각각

.78과 .86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AQ-16을 첫 번째 실험을 실

시하기 이전에 측정하고 두 번째 실험이 실시된 지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측정하여 장기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사전검사의 α 값

은 .70이었으며 사후검사는 .75였다.

5) 외상 후 성장 척도

외상 경험 이후의 성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한 외상 후 성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를 송승훈, 김교헌, 권선중, 이홍석(2006)이 번안하고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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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한 한국판 척도(K-PTGI)를 사용하였다. K-PTGI는 ‘대인관계 의미

변화’, ‘새로운 가능성 발견’, ‘개인적 강점의 변화’, ‘영적 관심의 변화’, ‘삶

에 대한 감사’ 등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1문항 6점 Likert 척도로

외상 경험 이후에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 = 나

는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였다’에서 ‘5 = 나는 매우 많이 경험하였

다’ 사이의 6가지 반응 가운데 하나에 평정하도록 구성되었다.

Tedeschi와 Calhoun(1996)은 21문항의 PTGI에 대해 내적 합치도 계

수는 .90이고 5가지 하위 척도에 대한 α 값은 .67-.85 사이로 나왔으며

두 달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71로 나와 비교적 안정적인 검사라

고 보고하였다. 송승훈 등(2006)은 척도개발자들과 유사한 요인구조를

보인다고 하였고 내적 합치도 또한 .92로 나왔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

는 .80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외상 후 성장과 같은 스트레스 관련

성장은 정서처리 및 긍정적인 재구성과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Moore, Varra, Michael, & Simpson,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두 번째 실험이 끝나고 한 달 이후에 K-PTGI를 측정하여 정서수용

집단과 정서회피 집단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α 값은 .93으로 나타났다.

6) 언어분석 프로그램

피험자들을 통해 녹음되는 언어의 내용을 부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Pennebaker, Francis와 Booth(2001)에 의해 개발된 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LIWC)를 이창환, 심정미와 윤애선(2005)이 한국어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만든 언어분석 프로그램(KLIWC)을 활용하였

다. LIWC는 정서적 단어의 빈도와 함께 화자의 인지적 구조까지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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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도구를 통해 피험자들이 실험 조작 과정에서 녹

음된 언어의 내용을 분석하여 실험 조작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조작 확인도 할 수 있다. KLIWC의 심리적 변인에 대한 신뢰도는 .40이

상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이창환 외, 2005). 본 연구에서는 정서수용과

정서회피 집단의 조작 확인을 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두 가지 독립변인의 수준들이 서로 교차되고, 그 한 가지

독립변인은 동일한 실험의 반복으로서 피험자내 요인에 해당하며, 다른

한 가지 독립변인은 정서수용 및 정서회피의 실험조건으로 피험자간 요

인인 실험설계를 사용하므로 ‘구획분할 교차요인설계’(split-plot factorial

design) 또는 ‘혼합설계’(mixed design)에 해당된다. 이 실험설계는 이요

인 반복측정설계이면서 한 가지 요인에서만 반복측정이 이루어진 특수한

설계이다(박광배, 2003).

본 연구의 측정은 기저선 ― 정서의 활성화 ― 실험조작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같은 방식으로 2회 실시하며 한 달 이후에 최종적으로 1회 측

정하므로 총 7개의 시간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요인이면서 동시에 실험

조건은 정서수용 및 정서회피 등 2개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설계이므로

2×7 이요인 반복측정 변량분석(two-way repeated measurement

analysis of variance)이다. 또한 실험조건의 주 효과와 반복효과의 주 효

과를 포함하여 기저선 ― 정서의 활성화 주 효과 및 정서의 활성화 ―

실험조작 주 효과와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이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대비분석(contrast analysis)을 병행하여 실

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9.0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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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결과 분석을 위한 타당성 검토

본 연구에서는 외상경험에 대해 정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반복적으로

수용하게 도왔을 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정서수용 집단과 정서회피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실험조작을 시행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

과를 분석하기 전에 연구결과 분석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사전 동질성을 검증하였고 두 집단에 동

일하게 조작된 정서의 활성화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다르게 조작된

정서수용와 정서회피의 조작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증을 실

시하였다.

1)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외상경험에 대해 정서를 활성화시키고 한 집단에는 정서수용 조작을,

다른 한 집단에는 정서회피 조작을 하여 두 집단 간 정서적 반응의 결과

를 비교하기 전에 두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

기 위하여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

변인으로서 측정되는 변인들과 함께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

별, 연령, 정서표현의 양가적 갈등, 수용 행동 정도 및 기꺼이 경험하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 두 집단 간 t-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및 집단 간 차이 검증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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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집단 N M SD df t(p)

성별
정서수용 30 1.60 0.50

57.402a -1.088(.281)
정서회피 30 1.73 0.45

나이
정서수용 30 24.53 4.23

46.956a 1.896(.063)
정서회피 30 22.83 2.49

정서표현

갈등

정서수용 30 50.53 16.60
58 -1.142(.258)

정서회피 30 55.43 16.63

수용 행동
정서수용 30 45.23 9.49

58 0.548(.586)
정서회피 30 43.93 8.87

기꺼이

경험하기

정서수용 30 3.57 1.55
58 0.643(.523)

정서회피 30 3.30 1.66

부적 정서

기저선 1

정서수용 30 6.40 5.24
58 -1.951(.056)

정서회피 30 9.83 8.09

정적 정서

기저선 1

정서수용 30 13.63 6.36
58 1.186(.241)

정서회피 30 11.70 6.27

불쾌감

기저선 1

정서수용 30 3.57 1.70
58 -1.934(.058)

정서회피 30 4.43 1.78

<표 6> 사전 측정치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a. 소수점 세 자리의 자유도는 Levene의 변량의 동질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를 나타냄.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인 성별, 나이, 정서표현 갈등,

수용 행동 및 기꺼이 경험하기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따라서 두 집단의 구성에 있어서 성별과 나이의 사전 구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서표현 갈등, 수용 행동 및 기꺼이 경험하

기의 정도에 있어서도 두 집단 간 사전 차이가 없었다. 종속변인의 경우,

첫 번째 기저선에서 부적 정서, 정적 정서, 불쾌감 등 모든 종속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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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유의확률

시점 27.911 2 13.956 4.000 .021

시점×집단 2.711 2 1.356 0.389 .679

오차 404.711 116 3.489

<표 7> 각성 정도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피험자내 효과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모든 종속변인

및 종속변인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에 있어서 집단 간 사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2) 실험조작에 대한 조작 확인

본 연구에서는 외상경험에 대한 반복적 정서수용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해 외상경험을 회상하여 그 경험에 대한

정서를 각성시키기 위해 정서의 활성화 조작을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또

한 실험집단에 대해서는 정서를 수용하도록 조작하였고 비교집단에 대해

서는 정서를 회피하도록 조작하였다. 정서의 활성화와 정서수용 및 정서

회피에 대한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조작

확인(manipulation check) 절차가 이루어졌다. 이 중 먼저 두 집단에 동

일하게 적용된 정서의 활성화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Russell

등(1989)에 의해 소개된 정서 격자 중 각성-졸음 차원을 측정하였다. 이

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기저선 ― 정서의 활성화 ― 실험조작 등

세 번의 측정 시간에서의 두 집단의 각성정도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 85 -

변산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유의확률

시점(기저선-활성화) 45.067 1 45.067 5.818 .019

시점(활성화-실험조작) 0.267 1 0.267 0.047 .830

시점×집단(기저선-활성화) 1.667 1 1.667 0.215 .644

시점×집단(활성화-실험조작) 1.067 1 1.067 0.187 .667

오차(기저선-활성화) 449.267 58 7.746

오차(기저선-실험조작) 330.667 58 5.701

<표 8> 각성 정도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대비분석

두 집단의 각성 정도가 정서의 활성화 조작 전후로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합동대칭성(compound symmetry) 가정의 충족 여부

를 판단하는 것이 반복측정 분산분석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박광배,

2003). 이를 위해 Mauchly의 구형성(sphericity)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유의확률이 .374로 유의수준 .05보다 크므로 합동대칭성 가정이 충

족되었다. 위의 표 7은 구형성 가정이 충족되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피험자내 효과 검증에서는 시점에 있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서의 활성화가 잘 이루어졌는지 조작확인을 하기 위해 반

복측정 분산분석에 대해 대비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의 표 8과 같다.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기저선과 정서의 활성화 조작 사이의 각성 정

도에 대한 유의확률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활성화 ― 실험조작 사이

의 각성 정도와 시간과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

라서 기저선에 비해 정서의 활성화 조작을 시행한 것이 각성 정도의 차

이를 보였다. 다시 말해서, 정서의 활성화 조작이 두 집단에 대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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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서 각성 정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컴퓨터 기반 실험조작의 전 과정에 대한 이해 정도와 지시사

항에 따르고자 한 정도 및 정서수용과 정서회피 조작 집단 사이의 조작

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문항들을 활용하였다. 먼저

컴퓨터 기반 실험조작의 전 과정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당

신은 실험의 전 과정에서 지시받은 사항들에 대해 얼마나 이해했다고 생

각하십니까?’를 질문하였고 1로 갈수록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이고 7로

갈수록 ‘완전히 이해하였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정서수용 집단

(N = 30, M = 5.87, SD = 0.97)과 정서회피 집단(N = 30, M = 5.47,

SD = 0.90) 모두에서 대체로 잘 이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두 집

단의 이해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 = 1.653, p = ns).

그리고 정서의 활성화 조작 부분에서 외상경험을 떠올리라는 지시사항

에 얼마나 충실히 잘 따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신은 처음에 당신의

외상경험에 대해 2분간 떠올려 보라고 지시받았던 상황에서 외상경험을

얼마나 상세히 떠올렸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고 1로 갈수록 ‘최대한 떠

올리지 않으려 했다’이고 7로 갈수록 ‘최대한 상세히 떠올려 보려고 했

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로 정서수용 집단(N = 30, M =

6.07, SD = 0.91)과 정서회피 집단(N = 30, M = 6.03, SD = 0.85) 모두

에서 외상경험을 최대한 상세히 떠올리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 = 0.147, p = ns). 또

한 이러한 결과는 위의 정서의 활성화에 대한 각성 정도의 변화 결과와

도 부합되는 부분이다.

또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서의 활성화 조작

과는 달리 실험집단에서는 얼마나 정서수용의 과정을 따랐는지, 비교집

단에서는 얼마나 정서회피의 과정을 따랐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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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외상경험에 대해 떠올려 보고 녹음하게끔 지시받았을 때 당신에게

드는 감정에 대해 어떻게 하고자 노력했습니까?’로 질문하였고 1로 갈수

록 ‘최대한 감정을 피해보려고 했다’이고 7로 갈수록 ‘최대한 감정을 있

는 그대로 느껴 보려고 했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정서수용 집단

(N = 30, M = 5.93, SD = 0.83)과 정서회피 집단(N = 30, M = 2.33,

SD = 1.67)의 응답 패턴이 다르게 나왔으며 이러한 두 집단 간의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t = 10.590, p < .001). 즉, 실험조작에

서 의도한 대로 정서수용 집단에서는 실험조작에서 자신에게 느껴지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자 하였으며 정서회피 집단에서는 자신에

게 느껴지는 감정을 최대한 피하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서수용 집단과 정서회피 집단 사이의 조작이 서로 구분되

어 잘 이루어졌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각각의

실험조작 지시시항에 따라 녹음한 자료의 결과를 한국어 언어분석 프로

그램(KLIWC)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KLIWC의 결과는 크게 언어학적

변인분석과 심리학적 변인분석으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서수

용 집단과 정서회피 집단 사이의 조작확인을 위해 심리학적 변인분석 결

과 중 ‘긍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정서’ 및 ‘신체적 상태와 기능’ 세 가지

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긍정적인 정서는 정서수용 집단(N = 30, M =

4.23, SD = 3.69)보다 정서회피 집단(N = 30, M = 9.40, SD = 5.46)에서

더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이 두 집단의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t = -4.296, p < .001). 부정적인 정서는 정서수용 집단(N = 30,

M = 19.13, SD = 8.77)이 정서회피 집단(N = 30, M = 14.60, SD =

6.71)보다 더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이는 유의확률 .05 수준에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t = 2.248, p < .05). 신체적 상태와 기능에 있어서도

정서수용 집단(N = 30, M = 11.20, SD = 6.79)이 정서회피 집단(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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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내

효과
Mauchly’s W χ2 df

유의

확률

Greenhouse-

Geisser’s ε

측정시점 .223 80.766 20 .000 .676

<표 9> 부적 정서에 대한 Mauchly의 구형성 검증

30, M = 4.83, SD = 2.98)보다 더 높은 빈도를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t = 4.702, p < .001).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정서수용 집단의 참여자들이 정서회피 집단의 참여자들보다 더 높

은 빈도로 부정적인 정서와 신체적 상태와 기능에 대해 보고하였고 더

낮은 빈도로 긍정적인 정서에 대해 보고하였다. 다시 말해서, 정서수용

집단에서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이와 관련한 자신의

신체적 반응에 대해 더욱 많이 자각하여 보고하였다는 의미를 지니며 정

서회피 집단에서는 괴로운 정서를 회피함으로 인해서 더욱 긍정적인 정

서를 많이 보고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서수용과 정서회피 조작이 적절히

잘 이루어진 결과라 볼 수 있다.

2. 연구결과

1) 정서수용 및 정서회피 집단의 부적 정서

정서수용 집단과 정서회피 집단의 부적 정서에 대한 반복측정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반복측정설계에서 중요한 가정인 합동대칭성 가정이 충족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Mauchly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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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원 자승합 df 평균자승 F 유의확률

시점 4683.819 4.055 1154.964 18.962 .000

시점×집단 1839.386 4.055 453.566 7.446 .000

오차(시점) 13832.935 227.101 60.911

<표 10> 부적 정서에 대한 Greenhouse-Geisser 피험자내 효과 검증

Mauchly의 구형성 검증에서 유의확률이 .05보다 작게 나왔으므로 정

서수용 및 정서회피 집단의 부적 정서에 대한 반복측정치의 합동대칭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정의 파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Greenhouse-Geisser의 상수 ε 값을 분자 자유도와 분모 자유도에 각각

곱해준 값을 이용하여 F 분포의 임계치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박광배, 2003). Greenhouse-Geisser의 ε 값을 활용한 피험자내

효과 검증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부적 정서에 대한 Greenhouse-Geisser 피험자내 효과 검증에서 시간

의 주 효과 및 시간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 모두에서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은 값이 나왔으므로 정서수용과 정서회피 집단의 부적 정서

종속변인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합동대칭성 가정의 파기에 대

한 대처방안이 확립되었다. 따라서 구형성 검증에 대해 다변량 분석을

사용하지 않고 일변량 분석으로도 결과분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박

동권, 2002).

정서수용 및 정서회피 집단의 부적 정서 종속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치

를 제시하면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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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시점 집단 M SD Na

기저선 1

정서수용 6.357 5.417 28

정서회피 9.833 8.095 30

총계 8.155 7.093 58

활성화 1

정서수용 14.429 8.929 28

정서회피 17.667 8.679 30

총계 16.103 8.875 58

실험조작 1

정서수용 14.929 9.854 28

정서회피 11.367 7.850 30

총계 13.086 8.976 58

기저선 2

정서수용 5.786 5.080 28

정서회피 6.900 7.126 30

총계 6.362 6.195 58

활성화 2

정서수용 13.929 8.344 28

정서회피 14.800 7.411 30

총계 14.379 7.818 58

실험조작 2

정서수용 15.214 9.946 28

정서회피 8.167 6.347 30

총계 11.569 8.943 58

기저선 3

정서수용 11.929 7.860 28

정서회피 18.500 9.224 30

총계 15.328 9.139 58

<표 11> 부적 정서 종속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치

a. 정서수용 집단의 N이 28인 것은 한 달 후 측정시점에서 2명이 탈락한 것에

기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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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원 측정시점 자승합 df
평균

자승
F

유의

확률

측정시점

기저선 1 대 활성화 1 3663.580 1 3663.580 66.394 .000

활성화 1 대 조작 1 487.200 1 487.200 9.596 .003

조작 1 대 기저선 2 2682.484 1 2682.484 23.594 .000

기저선 2 대 활성화 2 3727.475 1 3727.475 63.290 .000

활성화 2 대 조작 2 414.164 1 414.164 11.663 .001

조작 2 대 기저선 3 719.343 1 719.343 5.365 .024

측정시점×

집단

기저선 1 대 활성화 1 0.821 1 0.821 0.015 .903

활성화 1 대 조작 1 669.683 1 669.683 13.190 .001

조작 1 대 기저선 2 316.691 1 316.691 2.785 .101

기저선 2 대 활성화 2 0.854 1 0.854 0.015 .905

활성화 2 대 조작 2 908.233 1 908.233 25.575 .000

조작 2 대 기저선 3 2686.240 1 2686.240 20.035 .000

오차

(측정시점)

기저선 1 대 활성화 1 3090.024 56 55.179

활성화 1 대 조작 1 2843.300 56 50.773

조작 1 대 기저선 2 6366.895 56 113.695

기저선 2 대 활성화 2 3298.129 56 58.895

활성화 2 대 조작 2 1988.681 56 35.512

조작 2 대 기저선 3 7508.381 56 134.078

<표 12> 부적 정서에 대한 피험자내 대비검증(반복)

외상경험에 대해 정서의 활성화 조작을 하고 이어서 정서수용/정서회

피 조작을 실시한 다음 조작 시점에 따른 부적 정서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피험자내 대비검증(반복)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12 및 그림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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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시점별 집단 간 부적 정서 평균점수의 변화 추이

위의 표 12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의 측정시점에서의 부적 정서는 그

다음 측정시점에서의 부적 정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01,

p < .01 또는 p < .05)를 보였다. 다시 말해서, 기저선 ― 정서의 활성화

― 실험조작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각각의 시점과 그 이후의 시점

에서 측정한 부적 정서의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관심사는 이러한 측정시점에서의 차이가 정서수용 및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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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집단과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에 있다. 기저선에서 측정하고 이후

정서의 활성화 조작을 시행한 다음 측정하는 과정은 정서수용 집단과 정

서 회피 집단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측정시점과 집단과의 상

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며 정서의 활성화 이후 정서수용 조작과

정서회피 조작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결과적으로 시점과 집단 사이의 상

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느냐가 관심사이다. 또한 한 달 후 시점에서 측정

한 부적 정서가 두 집단 사이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지가 중요하

다. 즉, 두 집단에서 동일하게 정서를 활성화시키는 조작을 제외하고는

부적 정서의 변화 양상이 두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표 12에서 활성화 1 시점과 실험조작 1 시점, 그리고 활성화 2 시

점과 실험조작 2 시점에서 모두 시점과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

타났으며 최종적으로 실험조작 2 시점과 기저선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유

의미하였다.

위의 그림 15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기저선 시점 이후 정서를 활성화

시켰을 때에는 부적 정서가 두 집단 모두에서 높아졌다. 정서수용 집단

은 정서를 활성화 시킨 이후 실험조작을 하였을 때 부적 정서가 증가한

반면에, 정서회피 집단은 부적 정서가 오히려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가설 1-1과 1-2를 충족시키는 결과로 정서를 있는 그대로 맞

닥뜨리고 이를 수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일시적으로는 부적 정서가 오히

려 올라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정서를 활성화시키고 정

서를 수용하게 한 다음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한 번 활성화시키고 정

서를 수용하게 하였을 때 정서수용 집단에서는 실험조작 1시점(M =

14.929, SD = 9.854)보다 실험조작 2시점(M = 15.214, SD = 9.946)의 부

적 정서가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정서회피 집단에서는 실험조작 1시점

(M = 11.367, SD = 7.850)보다 실험조작 2시점(M = 8.167, SD = 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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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오히려 부적 정서가 낮아졌다. 이는 연구가설 2-1과 2-2와는 반대

되는 결과로, 반복적으로 정서수용을 하게 하였더라도 그 직후의 정서변

화는 부적 정서가 여전히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이러한 부적 정서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보았

을 때 어떤 양상을 띠는지에 있다. 비록 정서수용의 반복적 효과를 살펴

보는데 있어서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 모두에서 정서수용 집단에

서는 부적 정서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지만 이러한 결과가 한 달 후에

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가 주된 관심사인 것이다. 반복측정 분산분

석 결과 최종적으로 한 달 후에는 실험조작 2 시점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F = 25.575, p < .001).

다시 말해서, 실험조작 2 시점에서는 정서수용 집단에서 부적 정서가 높

아졌고(M = 15.214, SD = 9.946) 정서회피 집단에서 부적 정서가 오히

려 낮아졌으나(M = 8.167, SD = 6.347) 한 달 후인 기저선 3 시점에서

는 정서수용 집단에서 부적 정서가 낮아진 반면(M = 11.929, SD =

7.860), 정서회피 집단에서는 부적 정서가 오히려 큰 폭으로 높아졌다(M

= 18.500, SD = 9.224). 이러한 결과는 연구가설 3-1을 충족시키는 것으

로 정서수용의 반복적 효과가 실험조작 직후의 측정시점에서는 즉각적으

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것의 장기적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정서수용 및 정서회피 집단의 정적 정서

외상경험에 대해 정서수용 집단 및 정서회피 집단에서 측정된 부적 정

서 및 불쾌감과 함께 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정적 정서

를 종속변인으로 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반복측정 분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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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내

효과
Mauchly’s W χ2 df

유의

확률

Greenhouse-

Geisser’s ε

측정시점 .198 86.997 20 .000 .653

<표 13> 정적 정서에 대한 Mauchly의 구형성 검증

변산원 자승합 df 평균자승 F 유의확률

시점 5798.865 3.918 1480.219 42.084 .000

시점×집단 345.889 3.918 88.292 2.510 .044

오차(시점) 7716.382 219.384 35.173

<표 14> 정적 정서에 대한 Greenhouse-Geisser 피험자내 효과 검증

석 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먼저 Mauchly의 구형성 검증을 통해 합동대

칭성 가정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고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정적 정서 종속변인에 대한 Mauchly의 구형성 검증에서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합동대칭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다. 따라서 Greenhouse-Geisser가 제안한 대처방안

에 따라 Greenhouse-Geisser ε 값을 자유도에 곱해 주어 F 분포 임계치

를 산출하는 방식을 따랐고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14와 같다.

정적 정서 종속변인에 대한 Greenhouse-Geisser 피험자내 효과 검증

에서 측정시점 변산원에 대해 유의확률이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으며, 측정시점과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확률 .05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측정시점 주 효과와 시점과 집단

의 상호작용 효과 모두 합동대칭성 가정의 미충족에 대한 대안으로 그



- 96 -

측정시점 집단 M SD Na

기저선 1

정서수용 13.464 6.274 28

정서회피 11.700 6.271 30

총계 12.552 6.281 58

활성화 1

정서수용 8.607 5.606 28

정서회피 7.133 5.224 30

총계 7.845 5.415 58

실험조작 1

정서수용 7.679 5.430 28

정서회피 9.800 7.980 30

총계 8.776 6.893 58

기저선 2

정서수용 12.429 7.676 28

정서회피 12.200 6.733 30

총계 12.310 7.141 58

활성화 2

정서수용 8.250 5.797 28

정서회피 7.467 6.084 30

총계 7.845 5.908 58

실험조작 2

정서수용 8.179 6.301 28

정서회피 11.067 7.629 30

총계 9.672 7.109 58

기저선 3

정서수용 20.500 8.324 28

정서회피 18.167 6.170 30

총계 19.293 7.320 58

<표 15> 정적 정서 종속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치

결과를 해석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정서수용 집단과 정서회피 집단의 정적 정서 종속변인에 대한 기술통

계치는 다음의 표 15에 제시하였다.

a. 정서수용 집단의 N이 28인 것은 한 달 후 측정시점에서 2명이 탈락한 것에

기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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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원 측정시점 자승합 df
평균

자승
F

유의

확률

측정시점

기저선 1 대 활성화 1 1286.188 1 1286.188 29.509 .000

활성화 1 대 조작 1 43.752 1 43.752 1.790 .186

조작 1 대 기저선 2 740.395 1 740.395 12.179 .001

기저선 2 대 활성화 2 1150.250 1 1150.250 38.572 .000

활성화 2 대 조작 2 180.322 1 180.322 9.756 .003

조작 2 대 기저선 3 5462.779 1 5462.779 70.248 .000

측정시점×

집단

기저선 1 대 활성화 1 1.222 1 1.222 0.028 .868

활성화 1 대 조작 1 187.200 1 187.200 7.660 .008

조작 1 대 기저선 2 79.981 1 79.981 1.316 .256

기저선 2 대 활성화 2 4.457 1 4.457 0.149 .701

활성화 2 대 조작 2 195.219 1 195.219 10.562 .002

조작 2 대 기저선 3 394.848 1 394.848 5.077 .028

오차

(측정시점)

기저선 1 대 활성화 1 2440.795 56 43.586

활성화 1 대 조작 1 1368.524 56 24.438

조작 1 대 기저선 2 3404.450 56 60.794

기저선 2 대 활성화 2 1669.974 56 29.821

활성화 2 대 조작 2 1035.057 56 18.483

조작 2 대 기저선 3 4354.807 56 77.764

<표 16> 정적 정서에 대한 피험자내 대비검증(반복)

외상경험에 대한 정서를 활성화시키고 한 집단에서는 정서수용을 하도

록 조작하였고 한 집단에서는 정서회피를 하도록 조작한 다음 두 집단에

서의 정적 정서의 회복 양상의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피험

자내 대비분석(반복)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16과

그림 1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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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시점별 집단 간 정적 정서 평균점수의 변화 추이

정적 정서 종속변인에 대한 피험자내 대비검증(반복) 결과를 살펴보면

정서의 활성화 1과 실험조작 1의 정적 정서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모든 이웃한 측정시점에서

의 정적 정서의 차이가 유의확률 .001 또는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다. 그림 16을 보면, 정서의 활성화 1 시점 이후 실험조작 1 시

점에서 정서수용 집단에서는 정적 정서가 낮아지고 정서회피 집단에서는

정적 정서가 높아졌지만 평균점수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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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이 시점을 제외하고는 기저선 ― 정서의 활성화 ― 실험조작으

로 이어지는 과정 모두에 있어서 정적 정서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관심사인 정서의 활성화 이후 정서수용 집단과 정서회

피 집단 사이에서의 정적 정서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시점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여

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의 정서의 활성

화 이후 실험조작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측정시점과 집단 간의 상호작

용 효과가 유의수준 .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 본

연구가 의도한 바와 같이 두 집단에서의 정적 정서 변화의 차이가 발견

되었다. 즉, 정서의 활성화 조작에 이어 각각 정서수용과 정서회피 실험

조작을 하였을 때 두 집단에서의 정적 정서 변화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

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이 종료된 지 한 달 이후의 측정시

점에서도 시점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였다. 나머지 측정시점에서의 시점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이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관심사가 아니다.

이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서수용 집단과 정

서회피 집단 모두에서 기저선에 비해 외상경험에 대한 정서를 활성화시

킨 이후에는 정적 정서가 낮아졌다. 그러나 첫 번째 실험에서 정서의 활

성화 이후 실험조작을 실시한 경우에 두 집단의 양상의 차이가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 정서수용 집단에서는 정서의 활성화 이후(M = 8.607, SD

= 5.606) 정서를 수용하게 조작하였을 때 정적 정서가 더 낮아지는 양상

(M = 7.679, SD = 5.430)을 보였지만, 정서회피 집단의 경우 정서의 활

성화(M = 7.133, SD = 5.224) 이후 정서를 회피하도록 조작하였을 때

정적 정서가 회복되는 결과(M = 9.800, SD = 7.980)를 나타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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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1-1과 1-2를 충족시키는 결과로 정서를 있는 그대로 맞닥뜨리

고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왔을 때에는 즉시적으로는 정적 정서가 낮

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가설과는 달리 일주일 후의 두 번째 실험에서도 이

러한 양상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정서수용 집단과 정서회피 집단 모두에

서 기저선 측정시점보다 외상경험에 대한 정서를 활성화시킨 이후 정적

정서가 현저하게 낮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양상은 정서의 활성화 이후에

는 두 집단 사이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정서수용 집단에서는 정서의 활

성화 이후(M = 8.250, SD = 5.797) 정서를 수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정

적 정서가 소폭으로 감소되었지만(M = 8.179, SD = 6.301), 정서회피 집

단에서는 정서의 활성화 이후(M = 7.467, SD = 6.084) 정서를 회피하게

하였을 때에는 정적 정서가 오히려 큰 폭으로 회복되었다(M = 11.067,

SD = 7.629). 이는 부적 정서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구가설 2-1

및 2-2와는 반대되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정서수용을 하게 하였더라도

즉각적으로는 정적 정서가 다시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인

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이러한 두 집단에서의 정적 정서의 차이가

장기적인 효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있다. 두 번째 실험조작이 이루어

진 시점과 한 달 이후의 시점에서 이루어진 측정치의 결과를 보았을 때,

두 시점 사이에 시점 및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다(F = 5.077, p < .05).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험조작 2 시점에

서는 정서수용 집단의 정적 정서(M = 8.179, SD = 6.301)가 정서회피의

정적 정서(M = 11.067, SD = 7.629)보다 현저하게 낮았으나 한 달 이후

인 기저선 3 시점에서는 정서수용 집단의 정적 정서(M = 20.500, SD =

8.324)가 정서회피 집단의 정적 정서(M = 18.167, SD = 6.170)보다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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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내

효과
Mauchly’s W χ2 df

유의

확률

Greenhouse-

Geisser’s ε

측정시점 .418 48.956 14 .000 .750

<표 17> 불쾌감에 대한 Mauchly의 구형성 검증

려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부적 정서에 있

어서와 마찬가지로 연구가설 3-1을 충족시키는 것이며 정적 정서에 있

어서도 정서수용의 반복적 효과가 즉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장기

적 효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3) 정서수용 및 정서회피 집단의 불쾌감

정서수용 집단과 정서회피 집단의 부적 정서 종속변인과 마찬가지로

정서의 쾌-불쾌 차원에서의 불쾌감을 종속변인으로 측정하여 이 변인이

두 집단 사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를 확인하기에 앞서 합동대

칭성 가정이 충족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Mauchly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

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17과 같다.

Mauchly의 구형성 검증에서 유의확률이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합동대칭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다. 따라

서 Greenhouse-Geisser의 ε 값을 활용하여 자유도 산출을 한 다음 F 분

포 임계치를 결정하는 대처방안에 따라 실시한 피험자내 효과 검증에 대

한 결과는 다음의 표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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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원 자승합 df 평균자승 F 유의확률

시점 366.925 3.750 97.837 39.981 .000

시점×집단 67.947 3.750 18.117 7.404 .000

오차(시점) 532.294 217.521 2.447

<표 18> 불쾌감에 대한 Greenhouse-Geisser 피험자내 효과 검증

종속변인 불쾌감에 대해 측정시점의 주 효과와 시점 및 집단의 상호작

용 효과 모두에 있어서 Greenhouse-Geisser의 ε 값을 적용하였을 때의

F 검증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따라

서 측정시점의 주 효과와 시점 및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 결과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각 측정시점에 따라 불쾌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주

효과가 나타났으며, 측정시점과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쾌감의 경우 두 번째 실험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난 다음에는 측정하

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불쾌감을 측정하는 정서 격자가 한 달 동안의

정서를 측정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쾌감

종속변인의 경우에는 총 6번의 측정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서 불쾌감에

대한 장기적 효과는 산출할 수 없다.

정서수용 및 정서회피 집단의 불쾌감 종속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치는

표 19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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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시점 집단 M SD N

기저선 1

정서수용 3.57 1.695 30

정서회피 4.43 1.775 30

총계 4.00 1.776 60

활성화 1

정서수용 5.87 1.358 30

정서회피 6.80 0.961 30

총계 6.33 1.258 60

실험조작 1

정서수용 5.87 1.548 30

정서회피 5.53 1.871 30

총계 5.70 1.710 60

기저선 2

정서수용 3.57 1.716 30

정서회피 3.60 1.610 30

총계 3.58 1.650 60

활성화 2

정서수용 5.87 1.042 30

정서회피 6.00 1.050 30

총계 5.93 1.039 60

실험조작 2

정서수용 6.13 1.592 30

정서회피 4.47 1.456 30

총계 5.30 1.730 60

<표 19> 불쾌감 종속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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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원 측정시점 자승합 df
평균

자승
F

유의

확률

측정시점

기저선 1 대 활성화 1 326.667 1 326.667 111.934 .000

활성화 1 대 조작 1 24.067 1 24.067 9.072 .004

조작 1 대 기저선 2 268.817 1 268.817 42.120 .000

기저선 2 대 활성화 2 331.350 1 331.350 132.085 .000

활성화 2 대 조작 2 24.067 1 24.067 12.316 .001

측정시점×

집단

기저선 1 대 활성화 1 0.067 1 0.067 0.023 .880

활성화 1 대 조작 1 24.067 1 24.067 9.072 .004

조작 1 대 기저선 2 2.017 1 2.017 0.316 .576

기저선 2 대 활성화 2 0.150 1 0.150 0.060 .808

활성화 2 대 조작 2 48.600 1 48.600 24.872 .000

오차

(측정시점)

기저선 1 대 활성화 1 169.267 58 2.918

활성화 1 대 조작 1 153.867 58 2.653

조작 1 대 기저선 2 370.167 58 6.382

기저선 2 대 활성화 2 145.500 58 2.509

활성화 2 대 조작 2 113.333 58 1.954

<표 20> 불쾌감에 대한 피험자내 대비검증(반복)

외상경험에 대해 정서를 활성화시킨 다음 정서를 수용하게 하였을 때

와 정서를 회피하게 하였을 때의 불쾌감 반응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피험자내 대비분석(반복)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의 표 20과 그림 17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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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시점별 집단 간 불쾌감 평균점수의 변화 추이

불쾌감 종속변인에 대한 피험자내 대비검증(반복) 결과에 따르면, 이웃

한 모든 시점에서의 차이가 유의수준 .001 또는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기저선 ― 정서의 활성화 ― 실험조작으로 이

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불쾌감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부적 정서에 대한 피험자내 대비검증(반복)을 실시한 결과

와 유사하다.

본 연구의 관심사는 외상경험에 대한 정서를 활성화시킨 다음 정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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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또는 정서회피의 실험조작을 한 이후의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지에

있다. 따라서 정서의 활성화 이후 실험조작으로 연결되는 시점에서 측정

시점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가 주된 관심사인 것이다. 대

비분석 결과 부적 정서와 마찬가지로 불쾌감 종속변인에 대해 활성화를

시킨 이후 실험조작 시점에서 측정시점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

의수준 .01 또는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정서의 활성화 이후 정서수용 집단과 정서회피 집단 사이에서 불쾌감의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첫 번째 실험 및

두 번째 실험 모두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이 시점을 제외한 다른 시점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지만 이

는 본 연구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실험에서 정서수용 집단에서는 정

서를 활성화시킨 다음(M = 5.87, SD = 1.358) 실험조작을 실시하였을

때에 불쾌감이 동일하게 나타난 반면(M = 5.87, SD = 1.548), 정서회피

집단에서는 정서를 활성화시킨 다음(M = 6.80, SD = 0.961) 실험조작을

실시하였을 때에 불쾌감 정도의 평균이 낮아졌다(M = 5.53, SD =

1.871). 이는 연구가설 1-1과 1-2를 충족시키는 결과로 정서를 수용하도

록 하였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불쾌감의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다. 또한 일주일이 지난 후 실시한 두 번째 실험에서도 정서수용 집단에

서는 정서를 활성화시킨 다음(M = 5.87, SD = 1.042) 정서를 수용하게

하였을 때에 불쾌감이 높아진 반면(M = 6.13, SD = 1.592), 정서회피 집

단에서는 정서를 활성화시킨 다음(M = 6.00, SD = 1.050) 정서를 회피

하게 하였을 때에는 불쾌감이 오히려 낮아졌다(M = 4.47, SD = 1.456).

이러한 결과는 위의 그림 17에서도 확인되는 바로, 그림의 패턴이 부적

정서의 그것과 유사한 형태로 나왔으며 부적 정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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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유의확률

공분산

(사전검사)
2308.953 1 2308.953 28.563 .000

집단 405.417 1 405.417 5.015 .029

오차 4446.061 55 80.837

전체 127075.000 58

<표 21> 수용 행동 사전․사후검사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연구가설 2-1과 2-2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왔다. 이는 반복적으로 정

서를 수용하도록 하였더라도 즉각적으로는 불쾌감이 다시금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4) 정서수용 및 정서회피 집단의 장기적 효과 비교

앞서 두 번째 실험이 종료된 지 한 달 이후에 측정한 부적 정서와 정

적 정서 모두에 있어서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났음을 기술한 바 있다. 이

와 더불어서 반복적으로 정서수용을 하게 한 집단과 정서회피를 하게 한

집단 사이의 장기적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수용 행동, 기꺼이

경험하기 및 외상 후 성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실험 직전에 실시한 수용 행동 질문지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었다. 이를 두 번째 실험 종료 한

달 이후에 측정한 수용 행동의 정도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의 표 2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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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행동 사전․사후검사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사전․사후검사의

공분산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정서수용 집단

과 정서회피 집단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정서수용 및 정서회피 집단의 수용 행동 정도

의 평균점수 변화로 살펴보면, 정서수용 집단의 경우 수용 행동 정도가

사전검사(M = 45.233, SD = 9.493)보다 사후검사(M = 48.786, SD =

11.196)에서 더욱 높아진 반면에 정서회피 집단에서는 사전검사(M =

43.933, SD = 8.870)보다 사후검사(M = 42.300, SD = 10.780)에서 오히

려 더욱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복적 정서수용을 한 결과, 반

복적 정서회피를 한 집단보다 불확실한 삶에서 자신의 가치에 따라 전념

할 수 있는 수용 행동 정도가 장기적인 효과로서 높아졌다는 의미이며

이는 연구가설 3-2를 충족시키는 결과이다.

이러한 장기적 효과는 수용 행동 정도의 의미와도 부합되는 ‘기꺼이

경험하기’에서도 나타나는 결과이다. 여기서 기꺼이 경험하기란 ‘당신은

앞으로 당신이 이전에 겪었던 외상경험처럼 힘겨운 경험을 어쩔 수 없이

겪게 된다면 이를 기꺼이 맞이하고자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

점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것이라고 부인할 것이다’로, 7점은 ‘기꺼

이 맞이하려고 할 것이다’로 응답하게 한 것으로써 7점으로 가까워질수

록 자신이 경험한 외상경험과 비슷한 경험을 어쩔 수 없이 겪게 된다면

이를 기꺼이 맞이하고자 하는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꺼이

경험하기에 대한 사전․사후문항의 공분산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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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유의확률

공분산

(사전문항)
15.313 1 15.313 4.842 .032

집단 21.180 1 21.180 6.697 .012

오차 173.951 55 3.163

전체 1290.000 58

<표 22> 기꺼이 경험하기 사전․사후문항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기꺼이 경험하기에 대한 사전․사후문항의 공분산분석 결과 사전문항

과 사후문항의 공분산도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정

서수용과 정서회피 집단의 집단 간 차이도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집단 간 차이를 기꺼이 경험하기 평균점수에 대한

결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수용 집단에서 기꺼이 경험하기 사전

문항 점수(M = 3.57, SD = 1.55)보다 사후문항 점수(M = 4.96, SD =

1.88)에서 큰 폭으로 증가된 반면, 정서회피 집단에서는 사전문항 점수

(M = 3.30, SD = 1.66)보다 사후문항 점수(M = 3.70, SD = 1.80)에서

소폭으로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정서를 수용하게

한 집단에 있어서 자신이 경험한 외상경험과 비슷한 힘든 경험을 어쩔

수 없이 겪게 되었을 때에 이를 기꺼이 맞이하고자 하는 태도가 정서회

피 집단보다 크게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곧 반복적 정서수용

의 장기적 효과라고 볼 수 있으며 연구가설 3-2를 충족시키는 결과이다.

이러한 반복적 정서수용의 장기적 효과는 두 번째 실험이 종료된 지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 외상 후 겪게 되는 성장경험에 대한 지각을 통

해서도 드러났다. 두 번째 실험 종료 한 달 후의 정서수용 집단과 정서

회피 집단의 외상 후 성장 정도에 대한 평균점수의 차이는 다음의 표 23

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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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정서수용 28 56.821 18.298

정서회피 30 46.200 19.999

<표 23> 외상 후 성장 정도에 대한 기술통계치

외상 후 성장 정도에 대한 집단 간 평균점수의 차이는 두 집단에 대한

t-검증 결과 Levene의 변량의 동질성 가정을 충족하였고(F = 0.094, p =

ns),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 = 2.106, p <

.05). 따라서 반복적 정서수용 조작을 받은 집단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포함하여 외상사건 이후에 겪을 수 있는 성장의 정도에 대해 반복적 정

서회피 조작을 받은 집단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역시 반복적 정서수용에 대한 장기적 효과라고 볼 수 있으며 연구가

설 3-2를 충족시키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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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상담의 과정에서 정서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상담이

론에서 중요하게 부각시켜 온 정서의 활성화와 반복적 정서수용의 역할

을 실험적 방식을 통해 적용함으로써 상담과정 연구의 기초적 자료로 활

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가 상담과정 연구에 주는

함의는 그동안 상담과정에서 정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필요한지에 관

해 여러 상담이론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거나 서로의 내러티브는 다르지

만 유사한 의미로 그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해 온 것에 대하여 핵심적인

사항들을 추출하여 그 요소들이 내담자의 변화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

지에 대해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탐구하였다는데 있다.

1. 정서의 특성 및 정서회피의 결과

정서는 내담자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내담자가 상담실

문을 두드리게 되는 동기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상담의 과정에서 상

담자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

구하고 상담과정에서 정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해 범이론적으로 관심

을 가져온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Maroda, 2010; Mennin & Farach,

2007; Whelton, 2004). 그만큼 정서가 내담자의 변화를 위한 과정에서 매

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Greenberg et al., 2002), 특정 이론의 전

유물이 아닌 통합적 관점 안에서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해 최근에 들어서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Diener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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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senroth(2009)는 상담의 실제에서 이러한 통합적인 관점에 대한 함의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탐구되지 않았고 정서중심 치료 원리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서는 그 자체로서 적응적인 기능을 한다(Frijda, 1986; Izard, 1990).

정서는 개인의 욕구와 소망이 좌절되었을 때에 자신의 내적 가치와 환경

또는 관계 간의 불일치를 나타내는 일종의 신호체계(signaling system)

이다(Lazarus, 1991; Sroufe, 1996). 따라서 어떠한 특정한 정서가 느껴질

때에는 자신의 욕구나 소망이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 좌절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신호이며 이를 통해 개인은 적응을 해 나가기 위해 나름대

로의 시도를 하게 되도록 만든다. 이렇게 정서는 유기체의 적응을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행동 경향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또한

유기체가 적응해 나가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동기화를 촉진시키

기도 한다(Frijda, 2004). 이에 더하여 정서는 자신의 내면의 상태가 어떠

하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내담자 역시 자신에게 느껴지는 정서의 문제를 나름대로 겪어 나간다.

자신에게 일종의 신호체계로써 반응되는 정서를 통해 불편하고 괴로운

정서를 자각하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 이러한 정서의 신호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게 된다(Cordova & Kohlenberg, 1994). 하지만 이러한

나름대로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게 될 때에 좌절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정서를 다시금 느끼게 된다. 그렇게 되면 느껴지는 정서가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이를 가능한 한 피하고자 하게 된다. 그러나 정서를 회피

하고자 하는 시도는 일시적으로 고통스러운 정서를 느끼지 않게 도와줄

수 있으나 이것이 만성화가 되었을 때에는 온전한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

고 다른 적응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만든다(Hayes & Melan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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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Hayes et al., 1999, 2012). 실제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정서회피를 하는 직후에는 부적 정서가 낮아지고 정적 정서가 높아져 정

서조절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는 정서수용 집단에 비해 정서처리를 잘 하지 못하게 만들고 수용 행동

과 기꺼이 경험하기 및 외상 후 성장 정도가 더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내담자는 자신의 경험 안에서 이렇게 불편한 정서를 맞이하게 될 때에

회피하게 되는 반응의 결과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는 비단 느껴지는 정

서가 고통스럽기 때문만이 아니라 한 번 또는 여러 번의 경험 안에서 주

어진 고통스러운 자극에 대해 그 경험 자체가 극심하게 아프고 힘겨웠기

때문에 이 자극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며 이것이 민감화의 반응

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외상경험과 같이 극도로 힘겨운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와 유사한 자극이 주어지거나 심지어 이에 수반되

는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섬광적 기억이 떠올랐을 때에는 마치 그 경험을

다시 겪게 되는 것처럼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다(van der Kolk et al.,

1996a). 이렇게 되면 아픈 경험으로 인해 수반되어진 고통스러운 정서를

회피하고자 하는 반응이 민감화의 일환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한 기억 자체가 장기기억에 저

장되어 비슷한 자극만 주어져도 움츠러드는 자동적 반응을 보이는 것

(Kandel, 2000)과도 마찬가지로 괴로운 정서를 회피하게 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정서를 지속적으로 회피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가 부적응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정서를 회피하게

되면 정서 자체가 주는 적응적인 신호 자체를 무시하게 되고 이를 통해

중요한 상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Silberschatz & Sampson, 1991). 그리고 이러한 정서회피가 만성적으로

지속되었을 때에는 자신의 경험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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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정서를 의식 안에서 상징화 하지 못한 채 의미를 창조해 내지 못하

여 부적응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Greenberg & Paivio, 1997). 또한 더

나아가서 정서를 회피하는 것이 비단 개인 내적인 부적응적인 결과를 가

져 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경험에 있어서도 정서 경험을

방해해 왜곡되게 만들 수 있게 되어 자기 통합과 타인과의 연결성을 통

한 성장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다(Fosha, 2000).

이러한 정서회피와 관련하여 Kashdan, Breen과 Julian(2010)은 PTSD

의 증상이 있는 전쟁참가 퇴역군인과 증상이 없는 퇴역군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PTSD 증상이 있는 퇴역군인 사이에서 높은 회피 반응

을 보이는 사람들의 정서적 안녕감이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Horowitz(2011)는 외상경험과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경험에서 과도하게 거리를 두어 회피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서

가 처리되지 않은 채 회피와 불안의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보았다.

2. 상담과정에서 정서의 활성화 및 정서수용의 역할

정서회피의 부적응적인 결과 때문에 상담의 과정에서는 내담자가 그동

안 회피해 오던 자신의 고통스러운 정서를 있는 그대로 맞이하고 이에

머물러 있는 경험을 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Greenberg, 1994;

Mackay et al., 1998).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담자가 피해 왔던 정

서를 다시금 느낄 수 있도록 이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Cordova & Kohlenberg, 1994; Silberschatz & Sampson, 1991). Lane 등

(2014)이 언급하였듯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기억

과 기억에 수반되는 정서가 활성화 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내담자는 상

담 장면 안에서도 자신의 에피소드를 보고할 때 이미 무뎌져 있거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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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해온 정서에 다가가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때에 상담자는 섬세하게 내담자의 정서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 때로는 내담자의 핵심 정서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마치 상담자가

그 길을 함께 인도하듯이 그 경험 안으로 탐색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내담자가 그동안 차단해오거나 들여다보지 않으려 했던

정서에 다가가서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Greenberg, 2012). 왜냐하면 “정서의 색조가 묻어나는” 지점이 곧 내담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경험일 가능성이 크며 이를 통해 내담자에게 있어

서 중요한 지점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Rice &

Greenberg, 1991).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내담자가 가장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핵심 정서에 다다를 수 있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며(Fosha,

2001), 상담 장면에서 정서의 각성 상태를 활용하는 것이 작업 동맹과

상담의 성과로 이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Carryer & Greenberg,

2010). 이와 관련하여 Zalta 등(2014)은 지속적 노출치료를 통해 공포 자

극에 대한 정서적 활성화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유도함으로써 PTSD

관련 인지가 재구조화되었고 이를 통해서 PTSD 및 우울 증상이 감소되

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Jaeger 등(2014)은 연구 참여자의 외상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에서 부적 정서 및 정적 정서 경험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 할수록 정서처리가 잘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PTSD의 증상이 완

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대개는 회피해오거나 차단해왔던 정서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고통스러

운 정서와 같은 부적 정서를 느끼게 된다(Scott & Stradling, 1997).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외상경험에 대한 정서를 활성화시켜 그 당시의 경험

을 지금 여기로 가지고 와 정서를 불러일으켰을 때에 이에 수반되는 부

적 정서가 높아지고 정적 정서는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즉, 정서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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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시켰을 때에는 정서적 각성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부적 정서가 높아

지고 생리적으로도 활성화되게 된다. 여러 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상태가

내담자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정의 첫 출발이라고 보았다(Ehlers &

Clark, 2000; Foa et al., 1995; Greenberg & Pascual-Leone, 2006). 결국

내담자에게 중요한 핵심 정서를 파악하고 그에 담긴 의미를 발견해 나가

는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정서적 각성을 유발하는 활성화를 시키는 단

계(McNally et al., 2014; Mergenthaler, 1996; Samoilov & Goldfried,

2000)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정서적 활성화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내담자의 부적 정서가 높

아지게 되기 때문에 내담자는 이를 이전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회피하려

고 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McNally et al., 2014; Silberschatz &

Sampson, 1991). 부적 정서가 높아지면 내담자는 자신의 경험에서 수반

된 고통스러운 정서를 다시금 느끼게 된다고 인식하여 이를 차단하거나

피해 버리고 싶어 한다(Boulanger et al., 2010). 하지만 이때 상담자가

함께 내담자를 인도하여 고통스럽지만 이를 있는 그대로 맞닥뜨릴 수 있

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Greenberg, 2002, 2010). 그리고 고통스러운 정

서 가운데 신체적인 반응을 유의 깊게 살피고 이를 온전히 자각하는 것

이 필요하다. 대체로 괴로운 정서는 신체적인 반응과 함께 일어나는 경

우가 많은데, 신체적인 반응에 대한 자각을 함으로써 이와 연관된 자신

의 정서를 지금 여기에서 자각해 나갈 수 있게 된다(Damasio, 1999;

Perls, 1973). 또한 신체적 자각과 함께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에 대해 이

름을 붙여 봄으로 인해서 그것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Fredman,

2004), 정서의 언어화를 통해 부정적 정서 반응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며

(Schauer et al., 2011), 이러한 신체적인 자각과 함께 고통스러운 정서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며 이를 자신의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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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정서수용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정서를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

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고통

스러운 정서가 느껴질 때 이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기보

다 대체로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정서를 서서히 받아들여 나가는 과정을

거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정서에 대한 수용이 이

렇게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적인 의미에서 서서히 받

아들여지는 것이라고 볼 때, 정서수용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일시적으

로는 다시금 부적 정서가 높아지는 반응을 보이게 될 수 있다(Foa et

al., 2002). 힘겨운 경험에 수반되는 고통스러운 정서가 활성화되었을 때,

이를 바로 수용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부적 정서가 낮아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를 수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 반응

에 주목하게 되고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내면에 느껴지는 정서를 자각해

나가는 단계에서 이를 섬세히 들여다보는 과정을 거쳐 나가기 때문에 다

시금 또는 일시적으로 부적 정서를 강하게 느끼게 될 수 있다

(Kennedy-Moore & Watson, 1999; Smyth, 1998). 이는 본 연구의 결과

와도 부합되는 부분으로 정서를 활성화시킨 다음 정서를 수용하도록 조

작한 집단에서 오히려 부적 정서가 활성화를 시킨 시점보다 더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경험적 연구들(Davis & Gross, 2011; Holmes &

Mathews, 2005; Kross & Mishcel, 2011; Raes et al., 2003; Low et al.,

2008; Neumann & Philippot, 2007)에서 정서처리의 과정에서 정서를 수

용하게 한 집단에서 때로는 부적 정서가 높아지고 정적 정서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던 것과 일치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오히려 정서를 회피하게

하였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부적 정서가 낮아지고 정적 정서가 높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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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였다. 이는 정서를 활성화시킨 다음 이에 수반되는 고통스러운

정서를 최대한 피해보도록 조작하였을 때, 당장에는 그 정서를 느끼지

않으려는 태도가 반영되어 오히려 부적 정서가 낮아지고 정적 정서가 높

아지는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상담의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내담자가

고통스러워했던 경험에 대해 정서를 활성화시키면 이에 수반되는 괴로운

정서가 각성되게 되고 이것이 괴롭기 때문에 이를 느끼지 않고 싶어 하

고 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핵심 정서 경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버텨 주는 환경(holding environment)을 제공

하면서 내담자를 인도하게 된다(김창대, 2002; Fosha, 2000; Greenberg

et al., 1993). 이러한 과정 안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정서를 있는 그대로

맞닥뜨리고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정서가 지속적으로 일어

날 수 있다. 하지만 상담자가 내담자의 고통스러움을 담아내주고

(containing) 내담자가 이를 버티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통해 내

담자는 비로소 자신의 정서가 고통스럽지만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것

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Greenberg & Paivio, 1997). 또한 내담자는 자

신의 정서로 인해 느껴지는 신체 감각에 주목하게 되고 자신의 정서에

이름을 붙이는 과정을 통해 비록 고통스럽지만 이러한 정서가 자신의 것

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수용의 장단기적인 효과는 여러 경험연구들에 의해서도 밝

혀진 바가 있다. Bowen 등(2009)은 물질사용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

으로 마음챙김 기반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8주간 적용하여 무선으로 통제

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알코올 사용을 통해 회피를 하는 대신에 부정

적인 정서에 대한 인내력을 가지는 것이 알코올 의존의 재발방지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Carrick(2013)은 현상학적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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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구를 통해 위기 상태의 내담자가 자신의 위기 경험으로 인한 회피

를 자각하고 정서 상태에 깊이 있게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경험에 대

한 정확한 상징화로 이어져 외상 후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Berking, Wirtz, Svaldi와 Hofmann(2014)은 교차지연 패널분석

을 통해 정서조절 기술이 5년 이후의 우울 증상의 심각도를 줄이는 장기

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 여러 가지 정서조절 기술 중 특히 정서

수용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3. 반복적 정서수용의 필요성

자신의 정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고통스러웠던 정서가 견

딜 만하고 이것이 자신이 무너져 내릴 만큼 극도로 강한 고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서서히 인식해 나가게 된다(Greenberg & Pascual-Leone,

1995). 그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피하고자 했던 정서이지만 상담자와

함께 그 정서에 머물러 있는 경험을 통해서 그 정서로 인해 자신이 통제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되지 않고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등 자신

에게 심각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고통스러워서

피해 왔던 정서가 받아들여질 만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핵심정서에 다

가가더라도 자신이 괜찮은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Westen & Gabbard, 1999). 그리고 이를 통해 앞으로도 이러한 핵

심 정서 경험에 다다르게 되는 과정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

는 등 자신의 고통스러운 정서를 있는 그대로 맞이하고자 하는 용기가

생길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대체로 내담자가 경험했던 정서의 강도에 따라

한두 번의 과정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수차례 반복해서 다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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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험에 수반되는 정서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Paivio et al.,

2001). 고통스러운 경험에 수반되는 정서를 수용하는 과정을 한 번 거쳤

다고 해서 이에 대한 정서가 단 번에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Schauer et

al., 2011), 대개는 그 경험 및 이와 유사한 경험적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여전히 괴로운 정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복적인 정서

수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내담자의 정서적 색조가 묻어나는 경험은

그 자체로써 중요하며 경험에 담긴 정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가 드

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Rice & Greenberg, 1991), 이에 대한 에피소드

나 에피소드는 다를지라도 이와 관련된 핵심 정서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

라면 반복적으로 그 정서적 경험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내담자는 자신의 핵심정서와 관련된 이야기는 그 내용이 달라질지

라도 반복적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상담자는 그럴 때마다

내담자의 정서가 묻어나는 경험 안으로 들어가 다시금 고통스러운 정서

를 수용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행동치료에서 자극에 대한 반응을 계속해서 노출시키거나 민감

화가 되어 있는 자극에 지속적으로 반응하게 하였을 때에 결과적으로 나

타나게 되는 둔감화의 개념(Foa & Kozak, 1986; Wolpe, 1958)과도 유사

한 과정이다. 내담자가 외상경험과 같은 고통스러운 정서를 수반하는 경

험을 하게 되면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유사한 경험을 되살리게 되

는 기억이나 정서에 대해 민감화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민감화된 자극에 대해 정서를 수용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서서

히 그 정서의 강도가 약해지고 정서적 색조가 옅어지게 되는 둔감화의

과정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Foa & Kozak, 1986; Hunt, 1998; Low et

al., 2008; Stanton et al., 2000). 따라서 이전에는 고통스러웠던 경험에

대해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이를 직면하고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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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둔감화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

서수용 집단과 정서회피 집단에 대해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반복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실시한 것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 가설을 세운 바대로 정

서수용의 과정을 두 번 반복하였을 때에 즉각적으로 부적 정서가 낮아지

지는 않았지만 장기적 효과로서 한 달 이후에는 정서회피 집단보다 부적

정서가 낮아지는 결과가 산출되었다. 이는 정서수용을 두 번 반복하였다

고 하더라도 역시 즉시적으로는 부적 정서가 바로 낮아지지 않고 어느

정도의 회복을 보이는데 시간이 더 필요함을 시사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이는 Low 등(2008)의 연구에서처럼 정서수용 또는 정서회피 조작 이후

즉각적인 정서변화와 함께 몇 분이 지난 이후의 회복력을 추가로 측정하

였다면 정서변화의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부

정적인 정서에 대한 반복적인 수용은 최근의 실험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Roth 등(2014)은 이스라엘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포를

유발하는 영화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을 통해 부정적인 정서를 수

용하는 것이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방어적 처리를 덜 하게 만들고 보다

나은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

4. 가능한 잠재적 과정을 통한 장기적 효과

반복적으로 정서를 수용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비단 유사한 자

극에 대한 둔감화가 일어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먼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반복적으로 정서를 수용해 나가는 것을 통해 내담자의

경험 안에 있는 핵심적인 정서를 재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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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의 경험적 의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담자의 정서가 담겨 있는

지점을 찾아서 그것이 내담자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주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Rice & Greenberg, 1991). 대개는 내담자의 핵심정서 안

에 내담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을 가능성이 높다. 내

담자가 가장 힘겨워하는 정서는 곧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의미

가 담겨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내담자의 정서가 여전히 힘겨운 상태

로 남아 있는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은 내담자에게 있어 중요한 지점일

가능성이 높다(Greenberg et al., 1998). 내담자가 보고하는 에피소드의

내용이 바뀔지라도 공감적 탐색과 공감적 질문을 통해 결국 내담자의 핵

심 감정으로 연결되어진다면(이동식, 2008), 이는 내담자에게 있어서 가

장 중요한 깊은 핵심 상태(core state)가 될 것이며 적응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내적 자원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McCullough-Vaillant,

1997). 또한 내담자가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중요한 지점에 대해

공감적으로 반응해 주고 내담자의 핵심 정서와 연결된 욕구와 소망에 접

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촉진적인 변화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Paivio, 2013).

Greenberg와 Safran(1987)은 고통스러운 정서가 느껴지는 것을 일차적

으로 허용하고 이를 수용하게 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정서 상태로의 변화

가 일어난다고 보았는데, 새로운 정서 상태란 지금까지 그 경험을 통해

서 느껴졌던 고통스러운 정서의 상태가 아닌, 견딜 만하고 받아들여질

만한 정서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Fosha(2000)가

핵심 정서 경험에 대한 장벽을 걷어내고 일차적 정서 반응으로써 핵심

정서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게 되면 이에 수반되는 정서를 환영하고, 수

용하며 이에 반응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본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면으

로 보인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담자와의 관계 안에서 안전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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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연결된 상태와 친밀감을 경험하게 되는 등 이차적 반응으로써의 촉

진적인 정서로 이어질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감과 희망감과 같은

녹색 신호로써의 정서를 느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내담자는 자신의 정

서에 대해 회피하거나 방어할 필요가 없이 적응적인 대처 전략이나 사회

적으로 용인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갖추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적인 변화와 함께 반복적인 정서수용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경험이 극심하게 고통스러웠고 힘들어 할 만 한 충분

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타당화의 경험

(Linehan, 1993; Linehan et al., 2007)을 하게 된다는 데에 있다. 이는 상

담자가 공감적인 반응의 한 형태로써 내담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지만 결국 내담자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충분히 그럴 만했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가 타당하다고 여기는

태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내담자의 경험 안에서 핵심 정서에

담긴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단지 고통스러웠던 경험으로써

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었거나 배울 수

있었던 새로운 의미로써의 경험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먼저 자

신의 경험 자체가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는 것을 있

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타당화하는 경험을 통해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것

이다(Greenberg & Paivio, 1997).

또한 반복적인 정서수용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정서를 있는 그

대로 받아들이는 경험을 통해 그 안에 담겨 있는 자신의 욕구와 소망을

발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내담자가 힘겨운 정서를

느낀다는 것은 단지 그 경험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내담자가

중요하게 추구하여 온 자신의 욕구와 소망이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좌절



- 124 -

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내담자가 추구하고 갈망해 온 욕구와 소

망은 그 자체로써 온당하며 내담자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내담자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욕구와 소망이 좌절되어 왔고 이것을 통해

괴로운 정서를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반복적인 정서수용을 통해

내담자 자신의 정서 저변에 있는 욕구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며 이

를 통해 진정성 있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김창대, 2009).

결국 진정성 있는 자기를 온전히 발견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담자의 경험

에서 새로운 의미가 창조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내담자의 깊은 변화

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내담자의 핵심 정서에 다가가

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통스러운 정서를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내담자의 중요한 욕구에 다다를 수 있게 되었다는 질적 단일사례연구

(McNally et al., 2014)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반복적인 정서수용을 통해 핵심 정서 경험이 이루어져 새로운

정서를 느끼게 되고 내담자의 경험에 대해 타당화가 이루어져 욕구와 소

망을 발견하게 되어 경험에 담긴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면 인지적인 재

평가와 재조직화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Greenberg & Safran,

1987). Greenberg(2012)는 정서가 의식적인 의미 없이는 보유되지 않는

다고 하였고, Angus와 Greenberg(2011)는 정서와 의식적인 사고가 지속

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의미를 창출해 낸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지적인 평가와 재조직화가 함께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

담자가 그동안 자신의 경험에 따른 고통스러운 정서를 있는 그대로 허용

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데에서 파생되어 온 핵심적인 사고나 신념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데(Clark, Beck, & Alford, 1999; Hofmann et al.,

2013), 반복적으로 정서를 수용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

할 수 있게 되고(Hunt, 1998) 자신의 정서 저변의 욕구 및 소망과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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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자동적 사고와 같은 인지적인 왜곡 사이의 불일

치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와 신념 사이의 불일치를

인식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부정적인 해석

을 해 오던 틀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인지적으로도 회피해 오던 패턴이 재조직화될 수 있는 변화의 기틀이 마

련될 수 있게 된다(Greenberg & Safran, 1987; Leahy, 2002).

상기한 바와 같이 정서의 활성화와 반복적인 정서수용을 통해 고통스

러운 정서에 대한 둔감화가 이루어지고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과정은

본 연구의 실험설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실험참여자들의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데에

서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느냐에 관한 질문을 던져 보았을 때, 기존의

상담이론에서 정서를 다루는 것에 대해 공통적으로 강조하여 온 부분과

함께 경험적인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에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비추어볼 때 가능한 잠재적 과정이 한 달이라는

기간 사이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정서수용 집단에 배정된 연구 참여자들은 정서회피 집단

에 배정된 참여자들보다 두 번째 실험이 종료된 지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여러 면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정서수용 집단의 참여자들의 부적

정서가 정서회피 집단의 참여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가 되었다.

또한 이것이 두 번째 실험에서 실험조작 이후에 측정된 양상과는 상반되

는 결과로 나와 이 시점과 한 달 이후의 시점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

났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실험에서 정서수용 실험조작을 하였을 때에

오히려 부적 정서가 올라가는 양상이 나타났고 정서회피 집단에서는 부

적 정서가 낮아지게 되었으나, 한 달 이후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역전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장기적인 효과가 정서수용 집단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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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양상은 정적 정서의 회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났다. 이 역시 장기적인 효과로써 정서수용 집

단에 있어서 정서조절이 더욱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비단 이러한 정서에 있어서의 장기적 변화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정서

수용 집단이 정서회피 집단에 비해 수용 행동에 대한 태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고 이와 더불어 기꺼이 경험하고자 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났으며 외상 후 성장의 정도에 있어서도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

이가 드러나게 되었다. 정서의 활성화와 반복적인 정서수용을 함으로 인

해서 자신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경험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정서와 사

고 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행동해 나가고자

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자신의 외상경험

과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앞으로 어쩔 수 없이 겪게 된다면 이를 기꺼

이 맞이하고자 할 것인지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에서 정서수용을 한

집단에서 정서회피를 한 집단보다 기꺼이 경험하고자 하는 태도가 더 높

아졌다. 이는 자신의 경험이 고통스럽지만 이제는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이를 맞이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게 된 것이고 인생에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를 얼마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지에 관한 태

도에 있어서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외상경험을 한 이후로 이러

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다고 지각하는지에 있

어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정서수용을 한 집단에서는 정서회피를 한 집단

에서보다 자신의 삶에 대해 더욱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게 되었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사람들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자 하는 마음

이 더욱 생기게 되었으며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부분에 있어서 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더욱 많이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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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변화는 결과적으로 정서를 활성화시키고 이에 수반되

는 고통스러운 정서를 반복적으로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과

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잠재적으로 가

능한 변화의 과정을 따라 자신의 경험에 대한 타당화가 이루어지고 정서

에 담긴 욕구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진정성 있는 자

기를 확인함으로써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게 되고 이전의 고

통스러웠던 경험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보다 적응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는 상담에서 정서의 활성화와 반복적 정서수용

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관해 여러 상담이론에서 정서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강조해 왔던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지점들을 연결하여 상

담과정적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본 연구의 실험설계를 통해 구현해 낸 결

과라고 판단된다. 즉, 그동안 여러 상담이론에서 정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중요한지에 관해 서로의 내러티브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강조하는

부분들이 서로 완전히 구별되지 않고 같은 의미의 맥락 안에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라 사료된다.

5. 연구의 의의

본 연구가 가지는 몇 가지 측면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실험결과를 통해 상담과정에서 정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들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

에 대한 에피소드를 보고할 때에 이와 관련하여 정서가 드러나는 지점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서적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를 활성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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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단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런 다음, 내담자가 자

신의 정서가 고통스러울지라도 이를 피하거나 차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

로 맞닥뜨리고 이에 수반되는 신체적 반응과 생리적 변화를 알아차리고

자신의 정서를 허용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내담자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정서 저변에 담긴 욕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경험과

관련한 의미를 새롭게 다질 수 있게 되어 경험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 상담이론에서 강조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가능한 잠재적 과정으로써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상담과정에

서 내담자의 경험에 담긴 정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가 함의를 가져다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과정에서 정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중요한

지에 관해 여러 상담이론에서 강조한 부분들의 공통적인 요인들을 추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서의 변화과정과 함께 장기적인 태도변화까지 이

어지는 과정을 실험적 방식을 적용하여 실증적 자료를 통해 관찰하고자

한데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정신분석, 현상학적 관점 및 경험적 상담

이론, 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의 다양한 상담이론에서 내담자의 변화

를 위해 핵심적으로 다루는 정서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정서의 활성화

및 정서수용 또는 정서회피라는 과정적인 맥락 안에서 이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고 실험적 방식으로 설계하여 구현해 냈다. 이를 통해 정서의

활성화와 정서수용 또는 정서회피로 이어지는 과정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범이론적 관점 안에서 정서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의 공통

적인 중요한 요소들의 연결점을 찾아 이를 바탕으로 상담 과정적 의미에

서 재해석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여러 상담이론에

서 서로가 표현하는 방식의 내러티브는 다를 수 있지만, 그것에 담긴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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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인 의미들에서 공통적인 요인들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지향하는 바

에 있어서의 유사성을 짚어낼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정서처리의 과정을 정서의 활성화와 정서수용 또

는 정서회피로 구분되는 실험조작의 두 가지 단계로 세분하여 구성하였

다. 이는 기존의 정서 및 정서처리에 관한 실험연구들에서 잘 볼 수 없

었던 방식으로, 선행연구들에서는 정서수용과 정서회피의 조작을 한 번

의 조작방식으로 적용함으로써 조작과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부적

변화과정을 세밀히 탐색할 수 없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서처리의

과정을 정서의 활성화 및 실험조작이라는 두 가지 조작방식으로 세분화

하여 실시함으로써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고려할 수 없었던 세부 과정에

서의 정서 변화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정서가가 담긴 자신의 에피소드에 대한 기억을 떠올

림으로 인해서 먼저 정서가 활성화되고 이에 대한 상담자의 정서적 개입

이 들어가는 것처럼, 실험의 과정을 이와 유사하게 세분화하여 정서의

활성화와 정서수용 또는 정서회피 실험조작의 과정으로 분리시켰다. 게

다가 이러한 방식으로 분리시킨 것이 그동안의 관련 연구들에서 보여 지

는 상반된 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는 데에서 본 연구의 의의

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한 번의 실험과정으로 정서수용의 효과를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간격으로 동일한 실험과정을 한 번 더 실시하게

함으로써 정서수용에 대한 반복적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상담과정에서

내담자가 가장 힘겨워 하는 정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대체로는 단회의

과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내담자가 느끼는 고

통스러운 정서를 완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내담자의 정서 저변에 있는 욕구가 발견되어지고 경험에 대



- 130 -

한 진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수용

또는 정서회피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그것의 반복적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서처리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

졌을 때, 연구 참여자들의 정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해서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정서수용의 효과에 대해 실험적 방식을 통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인과적 결과를 살펴보았을 뿐만 아니라, 한 달 이

후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정서수용에 대한 장기적 효과를 살펴볼 수 있

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대체로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경험하는

정서처리의 과정이 단회적 인과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담

장면을 벗어났을 때에 얼마나 일반화해서 일어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또한 상담과정에서 개입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이것의 장기

적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도 실험적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인과적 결과

뿐만 아니라 한 달 간격의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의 정

도를 측정하였고 정서수용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이

를 통해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서에 있어서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나는 결

과를 비교해 보는 것을 통해서 정서수용에 대한 장기적 효과의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었다.

여섯째, 본 연구는 상담과정에서 정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해 정서

의 활성화, 정서수용/정서회피 실험조작, 반복적 정서수용/정서회피, 그리

고 장기적 효과에 이르기까지 정서의 세밀한 변화과정과 함께 이에 따른

경험에 대한 개방적 태도 및 기꺼이 경험하고자 하는 수용적 태도에 있

어서의 변화까지 하나의 맥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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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기실 상담과정은 복잡다단한 요소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과정이

나,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내담자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에 관한 메커니즘 연구가 상담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라 하겠다.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관해 횡단 연구로써

밝혀 낼 수 있는 부분들에는 제한점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에 관해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 절차를 통해 대상자의 변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메커니즘의 과정으로써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정서의 변화와 태도에 있어서의 장기적 변화가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이

해되는데 있어서 본 연구의 실험 절차가 상담 장면에서의 변화 과정처럼

이어질 수 있었다는 데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상담과정에 대한 메

커니즘 연구는 상담과정에 있어서의 복잡다단한 요소들을 조작적으로 정

의하고 이를 보다 단순화해서 적용하여 개입의 효과나 내담자의 변화과

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필요하다 하겠다.

일곱째, 상담과정에서 정서수용의 역할에 대해 실험적 방식을 사용하

여 접근한 본 연구를 통해 상담과정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실험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데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상담과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질적연구방법론에 치중되

어 이루어졌지만 실험적 방식을 적용하여 진행된 연구는 드물다. 특히

국내에서 상담과정에 대한 실험연구가 수행된 경우는 흔치 않은 실정이

지만 실험적 방식을 상담과정 연구에 적용하여 인과적 관계를 규명해 나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게다가 그동안 실험방법을 적용한

연구는 국외에서 사회심리학이나 행동치료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지

만 이처럼 상담 분야에서 실험방법을 적용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제

실험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상담과정 연구에서 얻

고자 하는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나감으로써 각 주제에 대한 인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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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함과 동시에 상담학 연구에서 다양한 방법론의 적

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었다.

6.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가 가지는 몇 가지 제한점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

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정서수용에 대한 정서처리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

여 기저선 — 정서의 활성화 — 실험조작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각

실험모듈 당 총 3회의 측정을 실시하였다. 이는 정서의 변화 과정을 세

분화하여 측정하고자 한 시도로써 각 조작 단계별로 연구 참여자들의 정

서가 변화하는 패턴을 보고자 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 실험조

작 직후에 측정한 정서 측정치는 정서수용이나 정서회피 조작 직후의 정

서를 반영하였으나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의 회복력을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예를 들어, 실험조작 직후에 한 번 측정하고 이후 수분이 지난

이후에 한 번 더 측정할 수 있었다면 실험조작 직후에서 뿐만 아니라 수

분이 지나고 난 이후의 회복되는 정도가 정서수용 집단과 정서회피 집단

에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었을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조작 이후에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정서를 측정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 번의 반복되는 실험과 한 달 이후의 측정 사이

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을 법한 정서변화를 민감하게 잡아내지 못했다.

따라서 정서의 변화과정을 연구하는 후속 연구에서는 실험조작 직후의

정서변화를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분이 지난 이후에 정서가 회복되

는 정도를 한 번 이상 측정하여 정서의 변화 패턴을 결과에서 보다 상세

히 제시할 수 있다면 정서변화과정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탐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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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이러한 정서변화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측정과 더불어 경

험에 수반되는 정서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 정서를 수용하는 과정 이후

에 이어질 수 있는 정서 저변의 소망과 욕구에 대한 타당화 과정이 본

연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가능한 잠재적 과정으로써 이를 추

론해 볼 수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정서를 수용하는 과

정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기의 확인 과정의 일환인 정서

저변에 담긴 소망과 욕구에 대한 타당화가 함께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결과제시를 할 수 있다면 보다 세밀한 정서변화과정에 대한 탐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과정에서 중요시여기는 자기에 대한 확인의 긍

정적 기능이 탐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정서수용의 과정을 실

험적 방식으로 적용하여 탐구해 나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여타의 많은 오

염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일관되고 체계화된 방식

으로 적용되는 컴퓨터 기반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오염변인에

대한 통제력을 높여서 실험조작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의 신뢰도를 높이

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나, 상담과정에서처럼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잘 반영하기는 어려웠다는 제한점이 있다. 게다가

안전한 환경 안에서 자신의 정서를 수용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

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것이 충분히 이루어지기는 힘든 측면이 있었다.

내담자의 정서를 다루는데 있어서 상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자

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실험방식을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에 반영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최대한 상담의 과정과 유사

하게 방법론을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방

식을 그대로 적용하면서도 연구 참여자가 외상경험에 대한 정서처리의

과정을 말로써 표현할 때 연구자 또는 연구보조자가 연구 참여자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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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를 끄덕이는 등 최소한의 비언어적인 반응만 보이면서 앉아 있을 때

에는 어떤 다른 결과가 펼쳐질 수 있을지 탐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상담과정 연구에서 실험적 방식을 적용하되, 최대

한 상담과 유사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실제 상담에서의

반응과 유사하도록 실험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과정에서 정서의 활성화 및 반복적인 정서수

용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외상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

험적 방식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

에서 이전의 외상경험에 대한 정서적 강도가 얼마나 높은지, 현재는 이

에 대해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한 설문의 형식으로만

질문하였고 구체적으로 외상경험이 있었던 당시와 이에 대한 정서가 최

근 들어 활성화 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정서 강도를 경험하는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이러한 정서 강도의 차이가 연구 참여자의 정서수

용이나 정서회피 조작에 대한 결과에 대해 특정한 차이를 낳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었다. 또한 다양한 외상경험을 가진 연구 참여

자들에 대해 그들이 경험한 외상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결

과를 산출한 것도 제한점이라 볼 수 있다. 비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와 같이 경험한 외상의 유형이 다를지라도 나타나는 증상에 있어서는 공

통적인 부분을 공유하지만 외상경험의 유형에 따라 결과적인 양상이 어

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

서는 외상경험과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 정서를 활성화시키고 이

를 수용해 나가는 과정을 연구함에 있어서 외상경험의 유형과 정서의 강

도를 구분하여 그 결과적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면밀히 고려해 보

는 것을 통해 어떠한 차이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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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외상경험 질문지

1. 귀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매우 힘들고 비극적이고, 극심

하게 충격적이었던 사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귀하께서 경험한 모든

사건들이 아래 목록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 번호 위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고 및 상해(교통사고, 산업

재해, 화재, 폭발 등)
9
적응의 어려움(학교, 사회,

군대에서 소외, 따돌림)

2
자연재해

(홍수, 지진, 폭설 등)
10

이혼 및 별거

(본인 및 부모)

3
구타, 폭행, 강도 등의 범죄

피해
11

학업, 과업 문제

(낙방, 실패, 좌절 등)

4 성추행 및 성폭력 12
배신 충격(거짓말, 외도, 속

임, 사기 등)

5 본인의 심각한 신체 질병 13
재정적 어려움

(부도, 파산, 신용불량 등)
6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 14 실직, 구직의 실패
7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15 어린 시절의 학대

8
대인관계 파탄

(이별, 실연, 절교 등)
16 기타

2. 앞에서 표시하신 사건들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을 하나만 선택해

서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

그리고 어떤 경험이었는지 간략하게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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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응답하게 될 문항들은 2번에 표시하신 사건 하나에 관한 것

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앞으로 “외상(trauma)사건”이라고 하겠습

니다. 표시하신 사건을 잘 기억해 주시고 그에 따라 문항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 )

① 한 달 이내 ② 6개월 이내 ③ 7개월-12개월 전 ④ 1년-2년 전

⑤ 2년-3년 전 ⑥ 3년-10년 전 ⑦ 10년-20년 전 ⑧ 20년 전 이상

4. 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당신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다

보통이다

매우

고통스러

웠다

5. 최근에 그 사건으로 인해 당신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고통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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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ANAS)

※ 다음에 나오는 각 단어는 감정이나 기분을 기술한 것입니다. 각 단어

를 읽고 지금 현재 당신이 느끼는 기분의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낸 곳

에 √표 해 주십시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

정도로

그렇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1 흥미를 느끼는 ① ② ③ ④ ⑤

2 짜증스러운 ① ② ③ ④ ⑤

3 괴로운 ① ② ③ ④ ⑤

4 정신을 바짝 차린 ① ② ③ ④ ⑤

5 흥분된 ① ② ③ ④ ⑤

6 수치스러운 ① ② ③ ④ ⑤

7 마음이 상한 ① ② ③ ④ ⑤

8
충만한(생각이나 아이디어

등으로)
① ② ③ ④ ⑤

9 강한 ① ② ③ ④ ⑤

10 긴장한 ① ② ③ ④ ⑤

11 죄책감 드는 ① ② ③ ④ ⑤

12 결의에 찬 ① ② ③ ④ ⑤

13 겁에 질린 ① ② ③ ④ ⑤

14 주의 깊은 ① ② ③ ④ ⑤

15 적대적인 ① ② ③ ④ ⑤

16 조바심 나는 ① ② ③ ④ ⑤

17 열정적인 ① ② ③ ④ ⑤

18 활기찬 ① ② ③ ④ ⑤

19 자랑스러운 ① ② ③ ④ ⑤

20 두려운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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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정서 격자(Affect Grid)

※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9×9의 정서 격자는 정서의 각성 정도와 정서

의 쾌(快), 불쾌(不快)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정서 격자

는 쾌-불쾌, 각성-졸음의 두 차원으로 이루어진 원형모형 구조를 이

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정서 격자 81칸에서 당신의 현재 정서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한 칸에만 √표시 하여 주십시오.

스트레스 높은 각성 흥분

불쾌한

느낌

유쾌한

느낌

우울 졸음 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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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한국판 정서표현 갈등 척도(AEQ-K)

※ 다음은 귀하의 정서표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

정도로

그렇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1
종종 내가 느끼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왠지 망설여진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문제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정말 이

야기하고 싶지만, 때때로 그러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그

로 인해 나 자신이 당황하게 되거나 상

처받게 될까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4
종종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을 표

현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사랑한다는 말을 해 주고 싶지만, 적당

한 말을 찾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6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

을까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7
정서적 반응을 좀 더 즉각적으로 드러내

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을 다른 사

람에게 표현할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

한지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종종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실망감을 드러내고 싶지만 상처받기 쉬

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애정을 좀 더 겉으로 표현하고 싶

지만, 다른 사람이 오해할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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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

정도로

그렇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12

내가 그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했더라면 하고 회상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감정들을 감춰두

려 하지만,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

기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화를 참으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15
화를 낼까 하다가도, 그렇게 하지 않으

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때때로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싶더라도

나는 언제나 기분을 다스리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누군가 나의 신경을 건드릴 때, 느끼는

바를 말하고 싶더라도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화나서 말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더라도,

말없이 부루퉁해 있는 것은 피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할

때조차, 나는 그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

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① ② ③ ④ ⑤

21

비록 가까운 사람들에게 온당한 일은 아

니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의 부정

적인 느낌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내가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이성 친구

(배우자)가 알았으면 하면서도, 질투심을

억누르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죄책감을 느

낀다.
① ② ③ ④ ⑤

24
실제보다 더 행복하게 보이기 위해, 항

상 웃음을 유지하려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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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수용 행동 척도(AAQ-16)

※ 다음 항목들을 읽고, 당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

지않

다

거의

그렇

지않

다

드물

게그

렇다

때때

로그

렇다

자주

그렇

다

거의

항상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1.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이 옳은

지 확실치 않아도 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

0 1 2 3 4 5 6

2. 우울하거나 불안하면, 나는 책임을

다할 수가 없다.
0 1 2 3 4 5 6

3. 원치 않는 생각이나 감정이 들면, 이

를 생각지 않음으로써 억제하려고 애

쓴다.

0 1 2 3 4 5 6

4. 우울하거나 불안해도 괜찮다. 0 1 2 3 4 5 6

5. 불안, 걱정 및 감정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별로 염려하지 않는다.
0 1 2 3 4 5 6

6. 중요한 일을 하려면, 나는 모든 불확

실함을 해결해야 한다.
0 1 2 3 4 5 6

7. 내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0 1 2 3 4 5 6

8. 우울하거나 불안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0 1 2 3 4 5 6

9. 불안은 나쁘다. 0 1 2 3 4 5 6

10. 불확실하더라도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느끼며, 그에 전념한다.
0 1 2 3 4 5 6

11. 내가 인생에서 겪은 모든 고통스런

경험을 없앨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

게 할 것이다.

0 1 2 3 4 5 6

12. 내 삶을 잘 통제하고 있다. 0 1 2 3 4 5 6

13. 과업이 지겹더라도, 마무리할 수 있다. 0 1 2 3 4 5 6

14. 걱정이 나의 성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0 1 2 3 4 5 6

15. 나는 그 순간의 감정대로 행동한다

(내 행동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0 1 2 3 4 5 6

16. 무엇을 하기로 다짐했다면, (나중에 하

고 싶지 않더라도) 나는 그것을 한다.
0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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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외상 후 성장 척도(K-PTGI)

※ 당신이 실험참여 당시에 떠올렸던 외상경험에 대해 다시 한 번 떠올려보세

요. 당신이 경험한 ‘인생의 위기 사건’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이 아래

문항에 들어 있습니다. 귀하께 해당하는 정도에 따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경험

못하

였다

매우

적게

조금

경험

보통

경험

많이

경험

매우

많이

경험

1. 나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

이 바뀌었다.
0 1 2 3 4 5

2. 내 삶이 가치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다. 0 1 2 3 4 5

3. 나는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0 1 2 3 4 5

4.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더 커졌다. 0 1 2 3 4 5

5. 영적․정신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더 커졌다. 0 1 2 3 4 5

6.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0 1 2 3 4 5

7. 내 삶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생겼다. 0 1 2 3 4 5

8. 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큰 친밀감을 느끼

게 되었다.
0 1 2 3 4 5

9. 나는 내 감정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0 1 2 3 4 5

10. 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

게 되었다.
0 1 2 3 4 5

11. 나는 내 삶을 통해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0 1 2 3 4 5

12.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더 잘 받아

들일 수 있게 되었다.
0 1 2 3 4 5

13. 나는 매일 매일에 대해 더 감사하게 되었다. 0 1 2 3 4 5

14.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접하

게 되었다.
0 1 2 3 4 5

15.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정이 더 깊어지게 되

었다.
0 1 2 3 4 5

16. 나는 사람들에게 더 정성을 기울이게 되었다. 0 1 2 3 4 5

17.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단지 생각

으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0 1 2 3 4 5

18. 나는 종교적인 믿음이 더 깊어졌다. 0 1 2 3 4 5

19.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내 자신이 강하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0 1 2 3 4 5

20. 나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 알게

되었다.
0 1 2 3 4 5

21. 나는 이웃의 필요성을 이전보다 더 인정하게

되었다.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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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실험조작 컴퓨터 프로그램

<시작 화면>

<인적사항 입력>



- 167 -

<AG – Time 1 측정>

<PANAS – Time 1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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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Q-K 1/2 측정 – 첫 번째 실험만 해당>

<AEQ-K 2/2 측정 – 첫 번째 실험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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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Q-16 1/2 측정 – 첫 번째 실험만 해당>

<AAQ-16 2/2 측정 – 첫 번째 실험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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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꺼이 경험하기 측정 – 첫 번째 실험만 해당>

<실험시작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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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의 활성화 조작>

<AG – Time 2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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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AS – Time 2 측정>

<정서수용 실험조작 – 정서회피와 무선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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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수용 실험조작 – 녹음시간 경과 안내>

<정서회피 실험조작 – 정서수용과 무선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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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 Time 3 측정>

<PANAS – Time 3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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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확인>

<실험종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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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ents struggle to deal with the painful emotions that accompany their 

daily life experiences. Most of the times, clients do not want to feel these 

painful emotions so they try to avoid those distressing emotions as a way 

of regulating emotions (Cordova & Kohlenberg, 1994). However, these 

methods tend to fail in adequately regulating emotions, only to increase 

subjective distress and to become overwhelmed by negative motions such as 

depression, anxiety, anger, and shame. With resulting psychological problems, 

clients finally enter counseling (Elliott, Watson, Goldman, & Greenberg, 

2004; Kring & Werner, 2004; Walden & Smith, 1997).

  To help these clients, dealing with emotions within the counseling process 

is a fundamental factor for successful counseling outcome (Clarke, 1989; 

Greenberg, 2010; Rogers, 1957). How counselors intervene in dealing with 

clients' painful emotions in their experiences is critical (Fosha, 2000; Omaha, 

2004; Southam-Gerow & Kendall, 2002). Clients feel burdened that they 

have to reveal the painful emotions that followed their previous experiences 

in the counseling room. This is because the process of recalling the painful 

emotions they had experienced during counseling in and of itself intensifies 

the distressful feelings, and clients do not wish to become overwhelmed by 

these feelings. However, not dealing with these painful emotions in 

counseling would be a repetition of the avoidance reaction repeatedly 

employed by clients prior to coming to counseling, and this would not be 

helpful in solving their issues (Perls, Hefferline, & Goodman, 1951). This 

study sought to explore the aspects of dealing with such emotions in the 

counseling process that have been emphasized by various counseling theories 

using experiment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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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ct of trying to avoid painful emotions itself is a natural human 

response (Hayes, 1994). When one recognizes the emotion they are 

experiencing to be distressful, he immediately tries not to feel them, and 

ends up avoiding negative emotions to be at ease once again (Boulanger, 

Hayes, & Pistorello, 2010; Mogg, Bradley, Miles, & Dixon, 2004). As such 

avoidance reaction continues, he may appear to be controlling emotions 

effectively, but when similar stimulus or another painful experience is given, 

distressful emotions follow and cause negative consequences (Chapman, 

Gratz, & Brown, 2006; Gross & John, 2003; Kahn & Garrison, 2009; Marx 

& Sloan, 2005; Tull, Gratz, Salters, & Roemer, 2004). Also, the act of 

avoiding painful emotions includes not only wanting to forget the emotions, 

but also trying to avoid experiences themselves. Thus clients lose 

opportunities to gain benefits from such experiences and continue to react in 

avoidance (Hayes & Melancon, 1989; Hayes, Strosahl, & Wilson, 1999, 

2012).

  In the counseling process, clients should be helped to re-experience 

painful experiences of the past. To do this, clients' experiences are explored 

in detail in order to induce consequent painful emotions as if they are 

experienced again in the here and now (Foa, Riggs, Massie, & Yarczower, 

1995). This is because important part of a client's experience is highly 

likely to be where emotions are alive, and through feeling them again in 

counseling, clients are led to find the meaning from their experiences (Perls, 

1973). In fact, a number of scholars have emphasized that emotional arousal 

can be a significant start point for clients' change (Fosha, 2002; Greenberg 

& Watson, 2005; Lane, Nadel, & Greenberg, 2014; Paivio, Hall, Holow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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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llis, & Tran, 2001).

  Emotions aroused in counseling are usually as painful as the actual time 

of real experience. But the aroused painful emotions should not be avoided 

and be faced as is (Greenberg & Pascual-Leone, 2006). When they are 

avoided, clients lose the opportunity to find out important messages 

delivered by emotions, thus foregoing positive benefits of emotions 

(Campbell-Sills & Barlow, 2007). In contrast, when painful emotions are 

accepted as is and are experienced fully, clients are given the chance to 

find any hidden meaning. Moreover, such act of acceptance helps clients to 

experience gradual decrease in the degree of suffering, and become stronger 

to endure the pain (Greenberg, 1994; Lane et al., 2014).

  Typically, this process of emotional acceptance is not a one or two-time 

event, but occurs repeatedly again whenever the client reports any related 

episode. Through the repeated process of emotional acceptance, the client 

finally experiences the effect of 'habituation' where he is no longer sensitive 

to stimuli. When a stimulus related to painful past is given, one is typically 

taken aback, and emotional schema similar to the painful past is activated, 

resulting in sensitive reaction (Greenberg, Rice, & Elliot, 1997). A learned 

sensitive reaction to painful experience, sensitization can be undone through 

repeated re-experiencing in a safe environment (Foa & Kozak, 1986; Foa & 

McNally, 1996). As such, counselors should facilitate habituation through 

repeatedly activating difficult emotions that come along with client's painful 

memories.

  Through facing and accepting distressful emotions as is, clients can 

eventually reach their core emotion(s). Moreover, re-experiencing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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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s allow clients to find meaning behind emotions (Fosha, 2001). They 

realize that there were good reasons for such experiences and end up feeling 

validated, with their pains accepted as is (Linehan, Bohus, & Lynch, 2007). 

And when this happens, clients can identify their desires and wishes behind 

emotions and affirm authentic self (Kim, 2009). Eventually, clients go 

through cognitive reevaluation about their experiences that have long been 

considered negative, and are led to begin behavioral change (Leahy, 2002). 

Clients take a more open-minded stance and are less avoiding of their 

experiences; they will be able to find themselves as a fully-functioning 

person (Rogers, 1980).

  This study considers emotions as the first step to client change, and 

sought to activate emotions first and then compare the functions of 

emotional acceptance and emotional avoidance. Activation of emotions refers 

to the act of leading clients to experience the emotions that accompany 

certain experience through a detailed visualization work. Emotional 

acceptance was operationalized as the act of facing emotions as they are 

and paying attention to the physical reactions aroused by emotions as well 

as labeling the emotions or expressing it visually or metaphorically. 

Emotional avoidance was defined as the act of not facing the activated 

emotions by trying to avoid them or shifting attention to other matters. This 

study focused on the changes in emotions in the process of either emotional 

acceptance or avoidance once certain emotions were activated. Ultimately, 

the roles of activating emotions and repeated acceptance were explored.

  Participants of the study included people who had gone through traumatic 

experiences in the past. People with traumatic experience tend to have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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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s of emotional clarity and struggle with emotional regulation (Ehring & 

Quack, 2010; Weiss et al., 2012). Thus, facilitating emotional acceptance 

about traumatic experience is an essential aspect in the counseling process. 

In order to help them overcome psychological maladjustment resulting from 

emotional avoidance, interventions for people with traumatic experiences 

should include aspects of emotional acceptance and tolerance for stress 

(Gratz, Bornovalova, Delany-Brumsey, Nick, & Lejuez, 2007; Zvolensky & 

Otto, 2007). Therefore, helping these people not to avoid but accept 

emotions as a part of emotion processing is an important part of the 

counseling process.

  Based on this, the research hypotheses were as follows.

Hypothesis 1-1. Negative emotions will increase immediately after acceptance 

of the activated emotions is facilitated.

Hypothesis 1-2. Negative emotions will decrease immediately after avoidance 

of the activated emotions is facilitated.

Hypothesis 2-1. Negative emotions will decrease immediately after 

acceptance of the emotions is facilitated upon repeated 

reactivation of emotions a week after.

Hypothesis 2-2. Negative emotions will increase immediately after avoidance 

of the emotions is facilitated upon repeated reactivation of 

emotions a week after.

Hypothesis 3-1. Negative emotions will decrease further in the emotional 

acceptance group than the emotional avoidance group a month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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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3-2. Levels of acceptance behavior, willingness to experience, 

and post-traumatic growth will increase in the emotional 

acceptance group than the emotional avoidance group a month 

after.

Methods

Participants

  The participant group included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from a 

Seoul-based university who had past traumatic experience(s). Participants 

were asked to complete a brief traumatic experience survey through an 

online community. Then people who seemed adequate for the study's 

experiment were selected and asked to participate. The traumatic experience 

survey was developed by Sohn (2007) and later revised by Shin (2009) in 

order to assess the type of the traumatic event and the level of subjective 

pain from the event. People who had rated 5 or higher on a 7-point Likert 

scale measuring the subjective emotional pain due to the traumatic event 

were selected as experiment participants. Initially, 62 people were selected, 

but one person from each of the experimental and comparison group 

dropped out. Thus, a total of 60 people participated all the way to 2nd 

experiment. Also, 28 people from the experimental group and 30 people 

from the comparison group had responded to the online survey conducted 

after one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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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s

  62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the experimental group 

or the comparison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was the group that 

accepted emotions (emotional acceptance group), and the comparison group 

was the group that avoided emotions (emotional avoidance group). 

Experiments were individually carried out in a counseling practicum room 

where no other external stimuli disrupts the study experiments. The entire 

experimental process was computer-based. Research participants listened to 

the recorded voice of a counselor with a headset attached with a 

microphone, and read instructions given on a computer screen. In the 

process of manipulation of experimental/comparison groups, participants' 

voices were programmed to automatically be recorded through the 

microphone on the headset. The experiment process included three steps: 

baseline (Time 1) measurement, immediately after emotional activation (Time 

2) assessment, and immediately after emotional acceptance or emotional 

avoidance manipulation (Time 3) measurement. Between Time 1 and Time 2 

measurements, pre-experiment survey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16, 

willingness to experience item) were conducted. At Time 1, 2, 3, a 

self-report measure assessing negative emotions were administered to measure 

participants' emotional responses. Once 1st experimental process was 

completed, gift cards were given to the participants, who were then told 

they will participate in an identical process as the 2nd experiment. During 

the 2nd experiment, self-report surveys were conducted at Time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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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2nd experiment, debriefing on the entire process of experiment 

were provided, and whether any participant is still experiencing negative 

emotions was checked. After a month after the 2nd experiment process 

(Time 7), e-mails were sent out with a link to a self-report online survey 

packet to assess participants' emotional state and acceptance action, 

willingness to experience, and post-traumatic growth.

Measures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To measur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Korean version of the 

PANAS scale validated by Lee et al. (2003), and later modified by Lee, 

Kim & Yoo (2012) was used. PANAS was originally developed by Watson, 

Clark & Tellegen (1988) to measur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in a brief 

and easily administered way. When the Positive Affect (PA) is high, a 

person is in a high energy, high concentration state, working happily and 

passionately; a low level of PA signifies lethargic and sad emotional state. 

A high score on Negative Affect (NA) reflects a state of unpleasant 

emotions and subjective psychological pain, while a low score signifies 

peaceful and calm state.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only NA was 

utilize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

  The Korean version of th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K) was first developed by King & Emmons (1990)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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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modified and validated by Choi & Min (2007) to better reflect the 

Korean cultural context. AEQ-K measures the level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regulation regarding self-defensive conflict and 

relationship-involvement conflict in a situation where emotion is expressed. 

This scale is related to alexithymia, a state where a person does not know 

how to express their emotions through language. It is also related to Hayes 

et al. (2004)'s experiential avoidance (Choi & Min, 2007). In this study, 

AEQ-K was conducted before the 1st experiment to check whether the level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changed after the experimental 

manipulation.

  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16 (AAQ-16)

  AAQ-16 measures the level of acceptance toward unwanted thoughts and 

emotions that may arise when seeking personal values and purposes. It was 

developed by Hayes et al. (2004), and translated and validated by Moon 

(2006). Hayes et al. (2004) had developed a 32-item pool based on the 

concept of acceptance behavior in his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 16-item scale was initially developed, but 7 items that had Cronbach's 

alphas less than .61 were excluded and made the final 9-item AAQ scale. 

However, the scale developers suggested the 16-item scale to be used to 

measure the changes in acceptance levels in detail. AAQ-16 is a 7-point 

Likert scale, where a high score indicates a high level of psychological 

acceptance. In this study, AAQ-16 was conducted before the 1st experiment 

and then administered again a month after the 2nd experiment to see any 

long-term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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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

  To measure the degree of growth that may take place after a traumatic 

experience, a translated/validated version of Tedeschi & Calhoun (1996)'s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was used (Son et al., 2006). K-PTGI is 

comprised of five factors: ‘changes in the meaning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iscovery of a new possibility’, ‘changes in personal 

strengths’, ‘changes in spiritual interests’, ‘gratitude toward life’. 21 items 

regarding positive changes after traumatic experience were rated on a 6-point 

Likert scale, where ‘0 = I did not experience such change’ to ‘5 = I 

experienced such change very often’. In this study, K-PTGI was conducted a 

month after the 2nd experiment to see any differences between the 

emotional acceptance group and emotional avoidance group.

  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 (LIWC)

  To review the contents of the language recorded by study participants, the 

Korean 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 (KLIWC) was used. The original 

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 (LIWC) was developed by Pennebaker, 

Francis & Booth (2001), and this was modified by Lee, Sim, Yoon (2005) 

to fit the Korean context. LIWC is useful in that it helps us to find out the 

frequency of emotional words as well as the speaker's cognitive structure. 

Through this tool, the recorded contents from the experimental manipulation 

process can be analyzed to see how well the manipulation was done. 

Reliability of KLIWC on psychological variables was reported to be higher 

than .40 (Lee et al., 2005). In this study, this program was used to check 

for the manipulation for emotional acceptance and emotional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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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Analysis

  This study had two independent variables whose levels intersected. The 

first independent variable was a repetition of an identical experiment and 

can be considered as a within-participant factor. The other independent 

variable is the experiment condition (emotional acceptance or avoidance) and 

can be considered as a between-participant factor. This type of experimental 

design is known as a 'split-plot factorial design' or a 'mixed design'. In fact, 

this experimental design was special in that it was a two-way repeated 

measurement design with only one factor measured repeatedly (Park, 2003).

  The study's experimental manipulation factor included pre-tests, tests after 

emotional activation, and post-tests. Since these were measured twice in the 

same way, there were seven time points in total. And the experimental 

condition had two factors, emotional acceptance and emotional avoidance. 

Thus, this was a 2×7 two-way repeated measurement analysis of variance. 

Moreover, contrast analysis was used to explore main effects of experiment 

condition, repeated effect, baseline-emotional activation, and emotional 

activation-experiment condition, as well as their interaction effects. 

Results

Pre-test of Homogeneity Between Groups 

  To test whether the two groups are homogeneous, pre-tes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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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ogeneity between groups were conducted. Along with dependent 

variables of the study, variables that can have an effect on the dependent 

variables such as gender, age, ambivalence over emotion expressiveness, 

acceptance behavior, and willingness to experience were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conducting between groups t-tests. Results showed that 

the groups did not differ in all of the variables above. In other words, the 

homogeneity between groups were ensured in terms of all dependent 

variables and other variables that could influence the dependent variables.

Manipulation Check

  To check whether the manipulation between emotional acceptance group 

and emotional avoidance group was done adequately, the voice recording 

data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each instruction of experiment manipulation 

was analyzed with K-LIWC. The analyses of K-LIWC are largely classified 

as either linguistic variable analysis and psychological variable analysis. For 

manipulation check in this study, results regarding three psychological 

variables 'positive emotion', 'negative emotion', and 'physical state and 

function' were used. Positive emotions were more frequent in the emotional 

avoidance group (N = 30, M = 9.40, SD = 5.46) than in the emotional 

acceptance group (N = 30, M = 4.23, SD = 3.69), and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 = -4.296, p < .001). Negative 

emotions were more frequent in the emotional acceptance group (N = 30, M 

= 19.13, SD = 8.77) than in the emotional avoidance group (N = 30, M = 

14.60, SD = 6.71), and this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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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ce level (t = 2.248, p < .05). Physical state and function was also 

more frequent in the emotional acceptance group (N = 30, M = 11.20, SD 

= 6.79) than in the emotional avoidance group (N = 30, M = 4.83, SD = 

2.98), and this difference was statistical significant (t = 4.702, p < .001). In 

sum, participants in the emotional acceptance group reported negative 

emotions and physical state and function more frequently, and positive 

emotions less frequently. In other words, people in the emotional acceptance 

group tended to talk about negative emotions more frequently, and 

recognized their physical reactions related to them. People in the emotional 

avoidance group reported positive emotions more frequently because they 

avoid painful emotions.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anipulation was 

adequately done.

Negative emotions in emotional acceptance and emotional avoidance groups

  Prior to checking the results from repeated measurement of negative 

emotions, whether compound symmetry, an important assumption in repeated 

measurement design, is fulfilled. Mauchly's test of sphericity revealed that 

the significance value was smaller than .05 (Mauchly’s W = .223), 

indicating that the assumption of compound symmetry was not fulfilled. 

Therefore, as an alternative solution, Greenhouse-Geisser's constant ε value 

(.676) was multiplied to the numerator degree of freedom (df) and 

denominator df, and used the resulting value to determine the F distribution 

threshold (Park, 2003). As a result of the within-participant effect test using 

the Greenhouse-Geisser's ε value, the main effect of time on negative 



- 190 -

Source Tim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Time

Time 1 vs. Time 2 3663.580 1 3663.580 66.394 .000
Time 2 vs. Time 3 487.200 1 487.200 9.596 .003
Time 3 vs. Time 4 2682.484 1 2682.484 23.594 .000
Time 4 vs. Time 5 3727.475 1 3727.475 63.290 .000
Time 5 vs. Time 6 414.164 1 414.164 11.663 .001
Time 6 vs. Time 7 719.343 1 719.343 5.365 .024

Time×
Group

Time 1 vs. Time 2 0.821 1 0.821 0.015 .903
Time 2 vs. Time 3 669.683 1 669.683 13.190 .001
Time 3 vs. Time 4 316.691 1 316.691 2.785 .101
Time 4 vs. Time 5 0.854 1 0.854 0.015 .905
Time 5 vs. Time 6 908.233 1 908.233 25.575 .000
Time 6 vs. Time 7 2686.240 1 2686.240 20.035 .000

Error
(Time)

Time 1 vs. Time 2 3090.024 56 55.179
Time 2 vs. Time 3 2843.300 56 50.773
Time 3 vs. Time 4 6366.895 56 113.695
Time 4 vs. Time 5 3298.129 56 58.895
Time 5 vs. Time 6 1988.681 56 35.512
Time 6 vs. Time 7 7508.381 56 134.078

<Table 1> Tests of within-subjects contrasts about negative affect

emotions (F = 18.962) an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ime and group (F 

= 7.446) both had significance value of less than .001. Thus, an alternative 

solution to the annulment of compound symmetry assumption was 

established, prior to interpreting the results about negative emotions of the 

emotional avoidance group.

  After the emotional activation manipulation for traumatic experience, the 

emotional acceptance/avoidance manipulation was conducted. Then, to 

analyze the changes in negative emotions according to the manipulation 

time, within-participant contrast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s are 

presented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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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seen in Table 1, the level of negative emotions differed by 

measurement time, and the differenc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 < 

.001, p < .01, or p < .05). In other words, the average score of negative 

emotions measured at each time point (baseline – emotional activation – 

experiment manipulation) significantly differed from each other.

  When emotions were activated after the baseline point, negative emotions 

increased for both groups. But when experimental manipulation was done 

after the emotional activation, negative emotions increased for the emotional 

acceptance group, while negative emotions actually decreased for the 

emotional avoidance group. Also, when the activation - manipulation process 

took place again one week after, negative emotions appeared to have 

slightly increased at the 2nd experimental manipulation (M = 15.214, SD = 

9.946) compared to the 1st experimental manipulation (M = 14.929, SD = 

9.854) for the emotional acceptance group. However, for the emotional 

avoidance group, negative emotions actually decreased at the 2nd 

experimental manipulation (M = 8.167, SD = 6.347) compared to the 1st 

experimental manipulation (M = 11.367, SD = 7.850).

  The main interest of the study lies in finding out how the pattern of 

change in negative emotions look like in the long term. Although negative 

emotions seemed to increase and positive emotions decrease in the emotional 

acceptance group, how this changes after a month was of interest in this 

research. Results from repeated measures ANOVA showed that the 

interaction effec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 month later, compared to the 

2nd experimental manipulation stage (F = 25.575, p < .001). In other 

words, at the 2nd experimental manipulation stage, negative e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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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variance
(Pretest) 2308.953 1 2308.953 28.563 .000

Group 405.417 1 405.417 5.015 .029

Error 4446.061 55 80.837

Total 127075.000 58

<Table 2>  Results of ANCOVA about acceptance behavior

increased for emotional acceptance group (M = 15.214, SD = 9.946) but 

increased for the emotional avoidance group (M = 8.167, SD = 6.347). 

However, at the 3rd measurement which took a month after the baseline, 

negative emotions decreased for emotional acceptance group (M = 11.929, 

SD = 7.860), while they increased for the emotional avoidance group (M = 

18.500, SD = 9.224). This finding suggests that even though the effect of 

emotional acceptance may not immediately manifest itself, it clearly seems 

to have a long-term effect.

Long-term effects of the groups

  To explore the possible long-term effects of the groups, the study 

investigated changes in acceptance behavior, willingness to experience, and 

posttraumatic growth. Firs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cceptance behavior questionnaire between the two groups prior to the 

1st experiment. To see if the level of acceptance behavior changed a month 

after the completion of 2nd experiment, ANCOVA was conduct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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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variance

(Pretest) 15.313 1 15.313 4.842 .032

Group 21.180 1 21.180 6.697 .012
Error 173.951 55 3.163
Total 1290.000 58

<Table 3>  Results of ANCOVA about willingness to experience

  Results from ANCOVA on acceptance behavior pre/post-tests, the 

covariance between the pre- and post-test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001 significance level,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05 significance level. The average score of 

acceptance behavior seemed to have increased in the post-test (M = 48.786, 

SD = 11.196) than pre-test (M = 45.233, SD = 9.493) for the emotional 

acceptance group. But the score actually deceased in the post-test (M = 

42.300, SD = 10.780) than in the pre-test (M = 43.933, SD = 8.870) for 

the emotional avoidance group. Therefore, acceptance behavior seemed to 

increase in case of repeated emotional acceptance than emotional avoidance 

in the long term.

  Such long-term effect also appeared for 'willingness to experience.' Here, 

the 'willingness to experience' was measured by one item that read, 'if you 

have to face similarly painful experience as the traumatic experience you 

had before, will you face it willingly?'. Participants rated on a 7-point scale 

where 1 meant 'I will deny the experience as something that should not 

happen again.' and 7 meant ‘I will willingly face it again.' As the score 

approaches 7, the participant has a willing attitude toward going through 

similar experience again. The results of ANCOVA are presented in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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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a result of ANCOVA on pre-/post-tests of willingness to experience, 

the covariance between the tes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05 level,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05 level. Looking at the average score, the post-test score (M = 

4.96, SD = 1.88) was higher than the pre-test score (M = 3.57, SD = 1.55) 

for the emotional acceptance group, while the post-test score (M = 3.70, SD 

= 1.80) was lower than the pre-test score (M = 3.30, SD = 1.66) for the 

emotional avoidance group. Therefore, willingness to experience seemed to 

increase in case of repeated emotional acceptance than emotional avoidance 

in the long term.

  Such long-term effect of repeated emotional acceptance also occurred for 

posttraumatic growth level when it was measured after a month after the 

completion of 2nd experiment. The difference in the average score of 

posttraumatic growth between the two groups was explored through a t-test. 

As a result, Levene's assumption of homogeneity of variances was fulfilled 

(F = 0.094, p = ns), and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 = 2.106, p < .05). Therefore, posttraumatic growth seemed to 

increase in case of repeated emotional acceptance than emotional avoidance 

in the long term.

Discussion

  This study employed an experimental approach to investigate the roles of 

emotional activation and repeated emotional acceptance, which ar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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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s emotions are dealt in counseling. The findings of the study add 

significantly to the counseling process literature. Many studies have 

commonl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knowing how to deal with 

emotions in counseling. The rationale behind these studies were different but 

this study sought to extract the core aspects of dealing with emotions, and 

explored how these factors can bring changes in clients through analyzing 

empirical data.

  Emotion can be an index of client change, is closely related to client 

motivation for counseling, and is an essential theme that must be explored 

during the counseling process. Despite such importance, however, the 

pan-theoretical interest on how to deal with emotions manifested in 

counseling is quite a recent phenomenon (Maroda, 2010; Mennin & Farach, 

2007; Whelton, 2004). Although emotions are considered extremely critical 

in bringing changes in clients (Greenberg et al., 2002), how emotions should 

be considered from the integrative perspective has only begun to be 

discussed recently. Diener and Hilsenroth (2009) pointed out that there is a 

lack of empirical studies on the mechanism of emotion-focused therapy 

despite an existence of implications about integrative perspective.

  In light of negative consequences of emotional avoidance, clients need to 

be helped to stop avoiding their painful emotions and learn to accept the 

emotions as they are in counseling (Greenberg, 1994; Mackay et al., 1998). 

When the emotions that have been avoided or blocked out are suddenly 

activated, clients are likely to feel negative, painful emotions (Scott & 

Stradling, 1997). This phenomenon was also found in this study as negative 

emotions increased when the emotions about participants' trau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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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s were activated in the 'here and now.' In other words, when 

emotions are activated, emotional arousal occurs and in turn increases 

negative emotions as well as physiological reactions. Many scholars perceive 

this phenomenon as a prerequisite for client change (Ehlers & Clark, 2000; 

Foa et al., 1995; Greenberg & Pascual-Leone, 2006). The activation stage 

where emotional arousal is induced is critical in identifying clients' core 

emotions and the meanings behind them (McNally et al., 2014; 

Mergenthaler, 1996; Samoilov & Goldfried, 2000).

  Acceptance of painful emotions is not obtained quickly, but is something 

acquired through a gradual process. During this process, clients may 

temporarily experience an increase in negative emotions (Foa et al., 2002). 

In other words, accepting painful emotions that accompany difficult 

experiences right when they are activated in counseling may not immediately 

decrease negative emotions. Rather, since clients come to pay closer 

attention to their physical responses during the process of acceptance, they 

may temporarily feel as if their negative emotions are intensified again 

(Kennedy-Moore & Watson, 1999; Smyth, 1998). This pattern was also 

found in this study, demonstrated by the increase in negative emotions after 

emotional activation in emotional acceptance group.

  When one accepts his emotions as they are, he gradually recognizes that 

the painful emotions are bearable and are not strong enough to break him 

down (Greenberg & Pascual-Leone, 1995). When clients experience staying 

with the emotions without avoiding them in the presence of a counselor, 

they discover that they are not overwhelmed by the emotions and that there 

are no serious consequence. Ultimately, clients realize that the pain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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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s they used to avoid are actually bearable enough to accept them as 

they are, and that it is all right to approach their core emotions more 

closely (Westen & Gabbard, 1999). Through this new experience, clients 

become less fearful of dealing with their core emotional experiences, and 

gain the courage to accept the emotions as they are.

  Depending on the strength of the emotions, this process can either be 

sufficiently worked through in one or two rounds or can take multiple times 

of re-entering the emotional experiences (Paivio et al., 2001). Accepting the 

emotions that accompany a painful experience just once will not solve a 

client's emotions (Schauer et al., 2011), and many report that they still feel 

painful emotions when exposed to similar experiential stimuli. In such a 

case, the client needs repeated processes of emotional acceptance. Here, the 

client ends up repeatedly telling the counselor about stories related to his 

core emotions. Whenever that happens, the counselor needs to take the 

client into the emotional experience and through the emotional acceptance 

process continuously. This process is similar to habituation process used in 

behavioral therapy (Foa & Kozak, 1986; Wolpe, 1958). When the client 

goes through traumatic experiences that produce painful emotions, he may 

respond in a sensitive way toward memories or emotions that make him 

recall related experiences. But once the process of accepting emotions 

triggered by sensitized stimuli are repeated over and over again, the strength 

of the emotions eventually decreases and the habituation process occurs (Foa 

& Kozak, 1986; Hunt, 1998; Low et al., 2008; Stanton et al., 2000). Thus, 

the client becomes ready to face his painful experiences and not avoid 

them. This is why this study allowed the process of habituation tak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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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peatedly conducted the identical experimental process with both 

emotional acceptance and emotional avoidance groups.

  This repeated process of emotional acceptance does not stop at producing 

habituation effects, but becomes a foundation for other changes to occur. 

First, the client is able to reexperience his core emotions from his 

experiences. This enables a client to find a point where his most important 

emotions are and tells him of the significance of such emotions (Rice & 

Greenberg, 1991). Typically, a client's core emotion is likely to have the 

most important meaning for the client. An emotion that is the most painful 

to the client tends to tell us what he seeks the most. The point where the 

client's emotions remain as distressful is likely to be an important point for 

the client (Greenberg et al., 1998). If empathic exploration and questions 

eventually lead to the client's core emotions (Lee, 2008), then that may be 

the most significant point for him regardless of the contents of his stories. 

Also, when counselors respond emphatically about the point where the client 

is having distressful emotions, and help the client connect with his desires 

and wishes linked to his core emotions, change processes may be facilitated 

(Paivio, 2013).

  Clients also benefit from feeling validated (Linehan, 1993; Linehan et al., 

2007) through the repeated emotional acceptance; they come to acknowledge 

that their past experience was difficult enough to feel painful. Validation can 

be delivered by a counselor as a form of an empathic response, but it can 

also be done via self-validation, where the client acknowledges his painful 

experience as is by himself. The client may find a personal meaning from 

his core emotions, and even acquire or learn something from the pain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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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This can happen only through an experience of being validated, 

when one accepts the fact that his experience itself was naturally painful in 

the moment (Greenberg & Paivio, 1997).

  The results of the study demonstrated that the emotional acceptance group 

experienced changes in many aspects a month after the 2nd experiment 

when compared to the emotional avoidance group. First, the participants in 

the emotional acceptance group experienced a significant decrease in 

negative emotions than their counterparts in the emotional avoidance group. 

Then, there was an increase in negative emotions when the 2nd emotional 

acceptance manipulation took place. As for the emotional avoidance group, 

negative emotions decreased initially, but after a month, there was a turn 

around. In other words, the long-term effects were demonstrated among 

participants in the emotional acceptance group. This finding is a result of 

connecting the dots from what various counseling theories have emphasized 

as the roles of emotional activation and repeated emotional acceptance, 

reinterpreting them in the context of the counseling process, and actually 

testing them through experimental research design. In short, different 

narratives of various counseling theories regarding how to deal with 

emotions can actually be connected within a similar line of context.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e study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on how working with 

emotions in counseling can induce client change. Second, common factors 

among what different counseling theories have suggested as the "how" of 

working with emotions were delineated. Based on this, experimental methods 

were applied in order to observe the change process of emotions as well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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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change in attitude. Third, this study opened up the possibility for 

using experimental approach in conducting various counseling process 

research.

  Several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s 

experiment consisted of three parts - baseline, emotional activation, 

experiment manipulation - to measure the effects of the emotional regulation 

effect on emotional acceptance. As such, emotional change process was 

subdivided and measured to see the pattern of change in participants' 

emotions at each manipulation stage. However, the measured values for 

emotions that was measured immediately after the last experiment 

manipulation reflected the emotions right after the emotional 

acceptance/avoidance manipulation was done, but the values did not reflect 

the recuperation after a certain time. Second, to control for the confounding 

variables in the experimental setting, all participants used a consistent and 

systematic computer-based method. Although this has enhanced the reliability 

of the estimated causal relationships about experiment manipulation, but was 

limited in its reflection of the interaction between a counselor and client in 

the counseling process.

□ Keywords: emotional acceptance, emotional avoidance, counseling process, 

emotional activation, long-term effects

□ Student Number: 201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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