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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사람은 구나 일상 속에서 아무런 의도 없이도 머릿속을 스치

는 딴생각을 경험하곤 한다. 모두가 경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가, 어떤 상황에서 경험하는 일이냐에 따라 개인에게 딴생각이 갖는 

의미는 달라진다. 경쟁과 성취에 한 압박이 심한 한국 사회에서 

취업을 해 국가자격 시험을 비하는 수험생들은 공부 에 떠오

르는 딴생각이 반갑지 않을 것이다. 실제 상담실에 찾아오는 학생들

은 이 같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따라서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해 이해하고 효과 인 개입 략을 통해 내담자들을 도와주는 것

이 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과제 수행 상황에서 경험

하는 딴생각과 그에 한 처 략에 을 두고, 어떠한 처 략

을 사용하는 것이 딴생각 감소와 과제 수행에 효과 인 향을  

수 있는지 검증하고, 개인의 성향이 처 략의 효과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검증하고자 하 다.

선행연구들의 이론  배경을 토 로 독서  딴생각을 알아차렸

을 때, 이에 한 처 략으로써 부정  상황을 회피하기 해 사

고억제 략을 사용할 것으로 가정하 으며, 사고억제 략의 사용

이 오히려 억제한 사고의 빈도가 증가하는 역설  효과를 보일 것

으로 가정하 다. 반 로 동일한 상황에서 수용 략의 사용이 딴생

각 발생의 빈도를 감소시키고, 과제 수행을 도울 것으로 가정하

다. 보다 구체 으로는 딴생각 발생을 알아차렸을 때, 딴생각이라는 

인지  자극에 해 부정  평가를 내릴 경우, 그 반응으로 사고억

제 략을 사용할 것으로 가정하 다. 사고억제 략의 사용은 해당 

자극에 주의자원을 더욱 배분하게 되어 그 결과 딴생각 빈도가 더

욱 증가하고, 주의 분산으로 인해 학습량이 감소할 것으로 상하

고, 연구에서의 학습량은 읽은 단어의 개수인 독서량으로 측정하

다. 반 로 수용을 통해 딴생각에 해 자동 으로 일어나는 회피 

반응을 멈추고 불필요한 통제 반응을 임으로써 딴생각 빈도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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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고, 독서량이 증가할 것으로 가설을 세웠다.

연구의 가설을 확인하기 해 과제와 련이 없는 딴생각의 

시를 소개하는 안내문을 개발하 다. 처 략으로는 사고억제 략

과 수용 략을 소개하고 연습할 수 있는 안내문을 개발하 다. 다

음으로 딴생각의 사고 탐침을 해 근거리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

자가 서로 무선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무선송수신 장치를 제작하

다. 개발된 과제들을 사용하여 시험을 비 인 학생 총 100명

을 상으로 1:1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 참가자들을 사고억제 

략 집단과 수용 략 집단으로 무선할당 하 고, 사  검사 실시 후 

딴생각이 무엇인지에 해 안내하고, 송수신 장치의 사용법을 연습

하 다. 이후 기 선 구간 측정을 실시하 다. 20분 동안의 기 선 

구간에서 연구참여자들로 하여  어떠한 억제나 통제 시도 없이 자

연스럽게 발생하는 딴생각의 빈도를 보고하게 하 다. 이후 배정된 

집단에 따라 사고억제 략과 수용 략을 안내  연습시키고 다

시 처치 구간에서 20분 동안 동일하게 딴생각 빈도를 측정하 다. 

이후 처치와 실험지시에 한 순응도 체크 후, 디 리핑을 통해 본 

연구의 목 을 안내하고 학생들과의 면담으로 실험을 완료하 다.

연구결과 사고억제 략을 사용한 집단이 수용 략을 사용한 

집단 보다 딴생각 빈도가 증가했으며, 독서량은 감소하 다. 수용 

략 집단의 경우 기 선 구간 보다 딴생각 발생 빈도가 50%로 감

소하 다. 한 독서량 역시 기 선 구간 보다 증가하 는데, 이는 

수용 략이 딴생각에 한 자동 인 통제반응을 감소시켜, 딴생각 

탐지에 분산되는 주의자원이 어든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개인

의 강박, 걱정, 불안 수 에 따라 딴생각 빈도와 독서량에 한 

처 략의 효과가 달라지는지 확인하 다. 처치에 따른 딴생각 빈도

와 독서량 차이는 강박과 걱정 수 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

았다. 그러나 사고억제 집단의 경우 불안수 이 높을수록 딴생각의 

빈도가 증가하고 독서량이 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학생이 학습  딴생각 발생으로 인해 경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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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어려움에 을 두고, 딴생각에 한 사고억제 략과 수용 

략의 효과를 확인하 다. 학업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경험하는 

딴생각에 한 호소문제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에 한 시사

을 제공한다.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딴생각 발생  지속

인 주의집  문제의 어려움이 기존에 사용하던 비효율 인 처

략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를 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

겨진다. 본 연구를 통해 밝 진 딴생각 발생에 한 사고억제 략

의 부정  결과와 수용 략의 정  효과는 향후 딴생각 문제로 

고민하는 학업상담 내담자들의 개입에 유용한 시사 을 제공해  

것으로 기 된다.

주요어: 딴생각, 학업상담, 사고억제 략, 수용 략

학번: 201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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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  연 구 의  목   필 요 성

한국은 학력, 직업에서의 서열화가 심각하고, 늘 경쟁의 압박에 

시달리는 환경이며(손지혜, 2016; Daniel Tudor, 2012), 학생들은 

학에 입학하기까지 어도 12년간의 치열한 입시경쟁 속에서 학업 

스트 스에 시달리게 된다(고홍월, 2012). 심지어 학교 진학 이후

에도 학생들은 취업과 련된 스트 스를 경험하며 학업에 더해 취

업으로 인한 심리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김계  외, 2009). 일례

로 우리나라 고등학생  73.6%가 경험하는 스트 스의 주요 원인

이 공부와 성 (65.2%)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 최근 행해진 통계

조사에서도 남녀학생 모두 ‘성 과 진로에 한 부담감(남학생 

59.3%, 여학생 64.5%)’을 스트 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하 다

(서울시정보소통 장, 2016). 

학업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구나 학업상담의 내담

자가 될 수 있다(황매향, 2016) 그러나 학업 우수학생이나(김 빈, 

김계 , 2009; 이경혜, 2002), 일반 고등학생(조용환, 2009), 일반 

학생(이은희, 박상 , 2012) 등 다양한 집단이 학업 문제로 인해 스

트 스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재 우리나라의 학업과 련된 연

구나 조력 서비스는 학습장애를 비롯하여, 취약계층 학생, 장애로 

인한 학습부진, 수월성이 낮은 학생들의 학습부진에 치 되어 있다

(황매향, 2008). 

이에 학습부진이나 학업우수와 같이 특수한 계층으로만 나 기 

보다는, 취업을 하기까지 혹은 취업 이후에도 학습과 분리되기 어려

운 우리나라의 특성 상 일반인이 학습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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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어려움에 해 보다 구체 이고 다양한 학업상담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학업상담 상의 확장에 이어 학업상담 내담자에게 한 개입

을 제공하기 해서는 우선 내담자가 재 경험하고 있는 학업문제

를 정확하게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황매향, 2008). 호소 문제를 

심으로 학업상담의 주제를 분류한 연구 결과를 보면 다양한 호소 

문제 가운데 주의산만, 잡념 등으로 인해 공부나 성 에 향을 미

치는 집 력 부족이 있다(김창  외, 1994). 주의 산만, 잡념의 보다 

일상  용어로써 ‘딴생각’을 들 수 있다. ‘딴생각’은 “주의를 기울이

지 않고 다른 데로 쓰는 생각(국립국어원 2016)”을 의미한다. 사람

들은 지  여기에서의 활동과 련이 없는 딴생각에 일상의 3분의 

1정도를 소비한다고 한다(Kane et al., 2007; Klinger, 1999). 비교  

최근 행해진 연구에서 Killingsworth와 Gilbert(2010)는 실험실 밖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딴생각의 정도를 측정하기 해 스

마트폰 어 리 이션을 활용하여 딴생각의 빈도수와 내용, 그 순간

의 감정을 측정하 다. 그 결과 재 하고 있는 활동의 종류와 계

없이 체 표집의 46.9%에서 딴생각을 경험한다고 보고하 다. 이

듯, 딴생각은 일반 으로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보편 인 상이다

(Smallwood & Schooler, 2006). 

학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목표한 바 로 잘 실천

해 나가는 것은 학생에게 있어 요한 문제이다(신을진, 김동일, 

2005). 그러나 딴생각이 일상생활에서 46.9%의 높은 비율로 발생하

는 상임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딴생각이 학습 과정에서 지속 으

로 발생한다면 이는 학생에게 큰 스트 스가 될 것임을 가정해 볼 

수 있다. 

학업상담 연구분야의 선행 연구들은 딴생각 그 자체보다는 주의

집 에 을 둔 연구가 많았으며, 특히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학생 는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한 방향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강일선, 조아라, 김 선, 2009; 김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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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2013). 문제는 딴생각은 학습부진아나 ADHD와 같이 특정한 

경우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딴생각은 보편 으로 구나 경험하는 상이며, 높은 동기수 과 

지 인 수 을 갖췄을 것으로 기 되는 고시합격자(김유경, 2010; 이

주언, 2010; 신순호, 2002),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생(조용환, 2009), 

혹은 학습동기가 높고 평소 몰입을 자주 경험하는 학생(김은진, 양

명희, 2012; 김진아, 2013)등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듯 모두가 한번쯤 혹은 빈번하게 경험하는 딴생각에 한 

연구가 그 동안 학업상담 분야는 물론 인지심리학의 주된 흐름에서 

벗어나 있었던 이유는 딴생각의 정의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되었

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딴생각은 과제와 련이 없

는 생각(task-unrelated thoughts, Smallwood, Baracaia, Lowe, & 

Obonsawin, 2003; Smallwood, Davies et al., 2004; Smallwood, 

Obonsawin, Baracaia, et al., 2003; Smallwood, Obonsawin, & 

Heim, 2003; Smallwood, Obonsawin, & Reid, 2003; Smallwood, 

O'Connor, Sudberry, & Ballantyre, 2004), 과제와 련이 없는 이미

지와 생각(task-unrelated images and thoughts, Giambra, 1995). 마

음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것(mind pops, Kvavilashvili & Mandler,. 

2004), 멍 때리기(zone outs, Schooler, 2002; Schooler, Reichle, & 

Halpern, 2005), 자극 독립 인 생각(stimulus-independent thought, 

Antrobus, 1968; Teasdale, Lloyd, Proctor, & Badgeley, 1993; 

Teasdale, Segal, & Williams, 1995) 등으로 정의되었다. 연구 분야

나 연구자들이 포착한 상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으로 정의되었지

만, 그 상은 공통 으로 딴생각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즉, 재 

자신이 목표로 한 활동에 집 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에 빠져있는 

상(mind wandering)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Smallwood & 

Schooler, 2006).

딴생각이 인간이라면 모두 경험하는 보편 인 상(Smallwood 

& Schooler, 2006)이며, 우리의 의도와 계없이 무의식 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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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Giambra, 1995)이라는 증거는 신경과학을 통해서도 입증

이 되었다.

뇌기능자기공명 상(fMRI)를 통해 측정한 결과, 연구 상자가 

멍하게 공상에 빠지거나, 일화 인 상상을 할 때, 혹은 재 하고 

있는 과제와 련이 없는 생각을 할 때 높은 수 의 신경활동을 보

이는 뇌 역이 확인되었으며, 연구자들은 이를 뇌의 기본 상태라는 

의미에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DMN: default-mode network)로 명

명하 다(Buckner & Carroll, 2007; Mason et al., 2007; Raichle et 

al., 2001). 이와 반 로 특정한 과제에 주의를 집 하고 있을 때 활

성화되는 뇌의 상태를 실행 모드 네트워크(EMN: executive-mode 

network)라고 한다(Christoff et al., 2009). 

fMRI를 통해 DMN이 외부과제를 수행할 때 보이는 활성화 패

턴과 부  상 이 있음이 나타났으며, SART(Sustained Attention 

to Response Task)를 수행하는 동안 연구 상자가 과제에 집 하지 

않으면 DMN의 활성화가 증가한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Christoff 

et al., 2009). 한 DMN은 우리 뇌에서 일종의 컴퓨터 스크린세이

버 역할을 하며, DMN이 활성화 될 때는 자  기억(autobiographical 

memories)과 같은 내부지향  인지(internally-directed cognition)가 

발생하고, 외부지향  인지(externally-directed cognition)는 DMN과 

부 상 을 보 다(Anticevic et al., 2012). 이에 신경과학자들은 딴

생각의 주요 원인을 DMN 때문이라고 가정하 다. 이후 연구들에서 

내부지향  인지와 기억의 회상, 정신화 과정(mentalizing), 개념처

리  정서처리 등의 뇌의 처리를 담당하는 DMN의 세부 역이 

조 씩 밝 지고 있다(Andrews-Hanna et al., 2010; Andrews, 

Smallwood, & Spreng, 2014).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 까지의 딴생각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

서 주로 이루어졌다. 인지심리학 분야에서는 주의(attention)의 이동 

측면에서 딴생각과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의 계가 주로 연

구되었고, 다른 하나는 딴생각이 발생하는 뇌의 역을 심으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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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학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력  입장에서 볼 때, 

딴생각의 발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업상담 내담자에 심을 

둔 연구를 안타깝게도 찾아보기 힘들다. 

딴생각이 인간에게 보편 인 상이며 학생들 다수가 이를 경

험한다면, 딴생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와 그 지 않은 경우

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Lazarus와 Folkman(1984a)

은 이를 스트 스 상호작용 모델로 설명하 다. 특정 사건이 개인에

게 스트 스로 작용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건에 한 개인의 인지  

평가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개인은 특정사건에 한 인지  평가를 

내린 뒤, 그 다음 단계로 처 략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처 략이 효과 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업목표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딴생각을 하는 자신을 지각

한 학생은 방해요인을 극복하기 해 다양한 처 략을 구사할 가

능성이 높다(박승호, 1995; 이종삼, 1997; Corno, 1986; Kuhl, 1985; 

McCann & Garcia, 1999; Pintrich, 1999). 부분의 처 략이 효과

이겠으나, 개인이 선택한 처 략이 비효율 이라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개인은 더욱 큰 스트 스를 

경험할 것이다. 

Salkovskis(1984)의 인지행동 모델과 Lazarus와 Folkman(1984a)

의 스트 스 상호작용 모델에 따르면 특정 사건 혹은 생각에 해 

부정 으로 인지  평가를 내리게 되면 개인을 이를 억제하거나 제

거해서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한 회피 략을 사용할 가능성

이 높다고 한다. 이에 학생들이 많이 사용할 것으로 여겨지는 표

인 처 략은 바로 사고억제(thought suppression)이다. 사고억제

는 특정 생각을 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써, Wegner, Schneider, 

Carter와 White(1987)의 실험을 시작으로 수많은 사고억제 련 연

구들이 수행되었다. 딴생각에 한 사고억제의 효과를 직 으로 

밝힌 연구는 없지만, 침투사고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침투사고

(intrusive thought)는 외부자극 없이도 의식 속에 갑자기 침투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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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오는 사고이다(Rachman, 1998). 침투사고는 보편 인 상으로 

부분의 정상 인 사람들도 침투사고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reeston, Ladouceour, Thibodeau, & Gagnon, 1991; Purdon & 

Clark, 1993). 한 침투사고는 그 자체가 심각한 정서장애로 연결되

는 것은 아니라는 경험  연구결과가 있다(Rachman & de Silva, 

1978; Salkovskis & Harrison, 1984). 보편 인 침투사고에서 병리

인 강박사고로 발 하는 과정에 해 정상 인 침투사고에 한 부

정  평가와 부 응 인 처 략이 그 원인  하나라는(Purdon & 

Clark, 1994; Rachman, 1997; Salkovskis, 1999) 주장이 있다. 부 응

인 사고억제 략의 사용으로 인해 원치 않는 생각이 더욱 빈번

하게 발생하는 역설  효과는 개인의 심리  불편감을 더욱 증폭시

키게 되는데, 딴생각의 발생과 학생이 사용하는 처 략의 계에

서도 이와 유사한 과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경과학자들은 딴생각을 하는 뇌의 상

태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default-mode network)’라고 명명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딴생각을 하는 상태를 특수한 것으로 보지 않

고 오히려 ‘default’, 즉, ‘기본값’ 모드로 보았다는 인데, 그 메커니

즘을 모르는 일반 학생에게 있어 딴생각은 ‘공부를 방해하는 것’, ‘억

제해야 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부정  평가를 불러일

으킬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상 자각 상태에서 딴생각에 한 알아

차림은 그 자체로써 인지  자극(cognitive stimuli)이 되고, 그 자극

에 해 사고억제라는 인지  반응(cognitive response)을 불러일으

킬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의도 으로 조 할 수 없는 DMN으로 

인해 자연발생 으로 다시 딴생각이 떠오르는 과정이 반복되면 이

를 잘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에 해 심리 으로 불편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 한 작업기억과 주의실행 모델(executive model of 

attention)의 에서 볼 때, 딴생각으로 인해 지각 탈동조화

(decoupling)가 발생한 경우, 과제에 한 수행이 조해지므로

(Schooler et al., 2011), 조한 과제 수행량은 학생에게 딴생각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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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필요성을 더 자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억제를 시도할수록 해당 생각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억제의 역설  효과가 일 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를 보면 사고를 억제하게 했을 때 오히려 

해당 사고가 증가하는 경우(Harvey & Bryant, 1998; Salkovskis & 

Campbell, 1994; Trinder & Salkovskis, 1994)와 역설  효과가 나

타나지 않은 연구(Kelly & Khan, 1994; Mathews & Milroy, 1994; 

Muris, Merckelbach, & Horselenberg, 1996)로 나뉘었다. 이러한 차

이는 억제시킨 사고의 유형, 개인의 성향, 실험 차 등에서 비롯되

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연구에서 억제시킨 사고의 내용유형

과 개인의 성향에 따라 사고억제의 효과가 달라지는 것이라면, 공부

를 하는 과정에서 딴생각이 발생하면 딴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

는 학생들의 노력(조용환, 2009)이 실제로 딴생각 빈도 감소와 주어

진 과제수행의 증가라는 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사고억제 략의 역설  효과에 한 안으로 연구자들은 수용 

략을 제시하 다(Hayes, Strosahl, & Wilson, 1999). 사고억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고, 경험, 감정, 느낌 등에 해 회피, 억제 

는 변화시키려는 시도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도를 연구자들은 경험

 회피(experiential avoidance)라고 이름 붙이고, 본인이 원하지 않

는 것이라 할지라도 있는 그 로 개방 으로 경험하는 태도를 수용

(acceptance)이라고 하 다(Hayes, 1994; Hayes, Wilson, Gilfford, 

Follette, & Strosahl, 1996). 수용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 가운데, 특

히 수용 념치료(ACT:acceptance commitment therapy)의 이론  

배경인 계구성틀 이론(RFT:relational frame theory)은 딴생각에 

한 학생의 사고억제 략 사용을 설명하기에 합하다.

RFT는 인간의 인지가 ‘임의 으로 유추한 계’를 통해 이루어

진다고 본다. 다양한 자극 사건들 간의 계를 유추해내고 조합하

며, 유추된 계를 통해 임의 으로 맥락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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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오히려 부 응 인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를 용해보면, 딴생각은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고 ‘공부에 집 하

지 못한 상태’, ‘집 력이 부족한 나’, ‘해서는 안 되는 것’, ‘의지력이 

부족한 나’, ‘나쁜 시험 결과’, ‘원하지 않는 결과’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 게 유추되는 계를 피하고 싶은 개인은 ‘딴생각을 하는 

자신’을 있는 그 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극 으로 통제하거나 그 

상황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될 수 있다. 

ACT에서는 경험회피와 같은 통제시도가 일시 으로는 불안이 

감소되는 것처럼 보이나 장기 으로는 부정  향이 나타날 수 있

으며, 회피 시도가 회피하려는 사건의 근성과 민감성을 높이는 역

설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을 정신병리에 취약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Abramowitz, Tolin, & Street, 2000; Hayes, 

Luoma, Bond, Masuda, & Lillis, 2006; Purdon & Clark, 2001; 

Roemer & Borkovec, 1994; Sloan, 2004)

인지치료의 제 3의 흐름으로써 수용기반 근은 불안장애, 우울

증을 비롯해 정신병리 집단(Hayes, Strosahl, & Wilson, 1999)과  

비임상 집단의 침투  사고를 상으로 수행된 연구(이미소, 2013; 

Marcks & Woods, 2005; Najmi, Riemann, & Wegner, 2009)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한 수학불안(Zettle, 2003), 당뇨 리(Gregg 

et al., 2007); 약물 독(Hayes , Wilson et al., 2004) 등에서 다양하

게 ACT의 효과가 보고되었다. 자연발생 인 딴생각의 속성을 고려

했을 때, 의도 으로 딴생각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 해 자신을 

통제하지 않고 ‘딴생각을 할 수도 있는 자기 자신’에 해 수용할 수 

있게 도와 다면 오히려 사고억제의 역설  효과와 반 로 딴생각

의 빈도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어 학습자가 딴생각을 부정 으로 평가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딴생각이 실제 학업수행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다. 실행 통제와 딴생각이 모두 정보 처리를 해 

인지  자원을 사용한다는 가설에 근거해 실행 통제의 실패가 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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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원인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Smallwood & Schooler, 2006). 

계획 수립, 주의력 분배, 작업 기억 등과 같이 실행 기능이 학습에 

미치는 향을 고려해 볼 때, 딴생각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학업 

수행이 조해짐을 상할 수 있다. 과제의 특성이 딴생각의 발생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경우(Giambra, 1995; Grodsky & 

Giambra,1990; Teasdale et al., 1993), 연습이 딴생각의 발생에 미치

는 향(Cunningham et al., 2000; Smallwood, Davies et al., 2004), 

딴생각과 읽기 이해의 계(Schooler, Reichle, & Halpern, 2004) 등

의 연구가 진행되다. 그 결과 과제가 지루할수록, 과제를 많이 연습

할수록 딴생각의 발생은 증가하 고, 딴생각의 발생이 증가할수록 

읽기 이해도는 낮아졌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학습  딴생각을 알

아차렸을 때 학습자가 이를 부정 으로 평가할 가능성을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읽기 이해의  단계로 읽기의 기 인 단계인 

해독(decoding)과 묵독유창성에 을 두고 딴생각 발생에 한 

처 략이 독서량의 증감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시각

으로 제시된 자를 보고 말소리로 바꾸는 기술인 해독은 읽기의 

가장 기본 인 과정으로써, 해독 기술이 자동화 될수록 보다 많은 

주의력 자원을 지문 이해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능숙한 해독 기

술은 학습의 필수 인 요소이다(Stanovich, 2000). 문자 해독만큼 읽

기에 있어 요한 것은 읽기의 유창성인데, 읽기유창성은 을 빠르

고 정확하게 읽는 자동화된 능력을 의미한다(Rasinsky, Blachowicz, 

& Lems, 2012). 학년이 올라갈수록 소리를 내어 을 읽는 음독유

창성보다 소리를 내지 않고 으로 읽는 묵독유창성이 학습에 더욱 

요하다고 하 다(김동일 외, 2009).

본 연구는 한권의 책으로 된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딴생각 여부

를 반복 으로 40분간(기 선-처치 구간) 측정한다. 그 과정에서 개

인이 사용하는 처 략의 효과 차이를 보는데 그 목 이 있으므로, 

딴생각 발생빈도의 증감과 더불어 개인이 읽은 단어 개수의 증감을 

비교하는 것이 더욱 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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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성향이 처 략과 어떠

한 상호작용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강박성향이 높은 연구

상자와 낮은 상자 사이에서 서로 상이한 사고억제의 효과가 나타

났으며(Smári, Birgisdóttir & Brynjólfsdóttir, 1995), 범불안장애 환

자들을 상으로 한 사고억제 실험의 경우 립 인 사고는 잘 억

제된 반면, 걱정 억제에서는 역설  효과가 나타났다(Becker et al., 

1998). 이용승과 원호택(2000)은 개인의 걱정성향과 강박성향에 따라 

사고의 유형과 처 략이 상호작용하여 처 략의 효과가 달라

진다고 보았다. 특히 개인의 강박, 걱정, 불안 수 에 따라 사고억제

의 역설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고억제를 시킨 사고유형이 통일되지 않고 립  사고

유형, 강박사고, 걱정, 불안 등이 혼재되어 있었으며, 실험에 참여한 

연구참여자 역시 임상집단과 비임상집단으로 서로 달랐기 때문으로 

단된다. 학습자가 학습 장면에서 경험하게 되는 딴생각은 그 내용

면에서 부정 , 정 , 립 인 내용을 모두 포함하게 될 수 있으

며, 아직까지는 학습  발생하는 딴생각의 사고내용의 유형에 따라 

발생빈도, 처 략의 효과 등을 살펴본 연구를 거의 찾아보기가 어

렵다. 한 학습자 개인의 강박, 걱정, 불안 수 에 따라 서로 다른 

처 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의 성향이 처 략과 상

호작용할 가능성에 해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재까지는 

그 가정을 지지할 만한 연구 결과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편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기 인 탐색 차원에서 개인의 강박, 걱정, 불안 

수 이 딴생각 발생과 독서량에 한 처 략에 향력이 작용하

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읽기자료를 선정 

 제시하고, 탐침 포착(probe-caught) 방법을 통해 기 선 구간과 

사후 구간 각각 20분씩 딴생각 발생 빈도와 독서량을 측정하고자 

한다. 기 선 구간에서는 딴생각 발생 빈도와 독서량을 측정하고, 

사후 구간에서는 사고억제 략과 수용 략을 개입하여, 딴생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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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빈도와 독서량을 측정하고자 한다. 한 심리  불편감이나 강

박사고에 한 사고억제 략과 수용 략을 비교한 연구 결과 수

용 략을 사용한 집단의 효과가 확인(구해경, 김미정, 명호, 2007; 

노 진, 조용래, 2010, 이미소, 2013)되었는데, 이에 본 연구는 통제 

집단 없이 사고억제 략이 수용 략의, 수용 략이 사고억제 

략의 통제가 되는 유사실험설계를 선택하 다. 

지 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 을 지

닌다.

첫째, 내담자들이 선택하는 처 략이 딴생각 발생 빈도와 독

서량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과제 심  에서 실시 

된 딴생각 발생에 한 여러 연구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딴생각 발생 이후 이들이 선택하는 처 략과 그 효과에 한 연

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선택

한 처 략과 그 향력에 해 구체 인 실험을 통해 결과를 확

인하고자 하 다.

둘째, 학습  경험하는 딴생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

업상담 내담자 집단이 딴생각에 한 부정  평가와 비효율 인 

처 략으로 인해 심리  어려움이 증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

에 한 조력 차원에서 상담에서의 개입 략을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딴생각에 한 처 략의 향력을 조 하는 개인의 강

박, 걱정, 불안 수 과 처 략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강박사고나 침투사고, 걱정에 한 사고억제 략과 개인성향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한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 딴생각을 상

으로 처 략의 효과는 물론, 처 략과 개인성향의 상호작용 효

과를 확인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본 연구는 이에 일반 

학생들을 상으로 비임상집단의 강박, 걱정, 불안 수 이 딴생각 

발생 빈도와 독서량에 미치는 사고억제 략과 수용 략의 효과에 

미치는 향력을 확인하고, 이후 학업상담 내담자 개입에 보다 효과

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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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 구 문제

본 연구는 학생들이 학습  딴생각을 경험하 을 때, 사용하

는 처 략을 수용 략과 사고억제 략으로 구분하여 각 처

략의 사용이 딴생각 발생 빈도와 독서량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 

연구참여자의 강박, 걱정, 불안 수 이 각 처 략이 딴생각 빈도

와 독서량에 미치는 향과 상호작용하는지 확인하여 이후 학업상

담 장면에 개입의 시사 을 마련하는데에 그 목 이 있다. 이에 따

른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고억제 략 집단과 수용 략 집단은 딴생각 빈

도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가설 1-1. 수용 략 집단은 딴생각 빈도가 감소할 것이다.

연구가설 1-2. 사고억제 략 집단은 딴생각 빈도가 증가할 것

이다.

연구문제 2. 사고억제 략 집단과 수용 략 집단은 독서량에

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가설 2-1. 수용 략 집단은 독서량이 증가할 것이다.

연구가설 2-2. 사고억제 략 집단은 독서량이 감소할 것이다.

연구문제 3. 처 략이 딴생각 빈도에 미치는 향은 연구참여

자의 강박, 걱정, 불안 수 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4. 처 략이 독서량에 미치는 향은 연구참여자의 

강박, 걱정, 불안 수 에 따라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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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용 어 의  정 의

1) 딴생각

본 연구에서는 딴생각을 재 진행 인 과제와 련이 없으며, 

본인의 의도와 상 없이 자연 으로 발생하는 모든 생각, 심상, 느

낌, 기억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재 진행 인 과제와 련된 생각, 

심상, 느낌은 딴생각에서 제외한다. 이 정의를 반 하여 연구참여자

에게 딴생각 안내가 이루어졌다.

2) 사고억제 략

본 연구에서는 과제와 련이 없는 딴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

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거나, 인 으로 과제에 집 하려는 노력, 

딴생각을 제거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사고억제 략으로 정의한

다. 

3) 수용 략

본 연구에서는 수용을 ‘ 재 하고 있는 과제(활동)와 련 없이 

발생하는 딴생각들에 해 인 으로 통제하거나 주의 을 바꾸

려 들지 않고, 있는 그 로 알아차린 상태에서 딴생각을 할 수도 있

는 자신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의한다. 

4) 독서량

본 연구에서는 독서량을 연구참여자가 주어진 시간 동안 읽은 

단어의 개수로 정의한다. 해독(decoding)과 묵독유창성으로 한정하

며, 읽기자료에 한 이해정도는 본 연구의 독서량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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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 론  배 경

본 장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 어 선행 연구를 정리하 다. 

첫째, 딴생각과 련하여 딴생각의 개념과 정의에 한 연구들을 검

토  정리하 다. 이어 신경과학 분야  인지 수행과제 실험을 통

해 도출된 연구 결과들을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상담학  에

서 통합하여 보고자 하 다. 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 

설계의 근거를 검토하 다. 둘째, 사고억제 략과 수용 략의 선

행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딴생각에 한 처 략으로써 두 략의 

개념과 효과를 정리하 다.

1 .  딴 생 각

1) 딴생각의 정의

딴생각은 지난 몇 십년간 심리학 분야의 후미에 치한 채 큰 

심을 받지 못했던 연구 분야이다(Christoff et al., 2016). 

Smallwood와 Schooler(2006)는 그 이유로 두 가지를 언 하 다. 첫

째는, 딴생각이 무 자명(self-evident)해서 사람들이 그 상에 

해 의문을 거의 갖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딴생각의 구인을 정

의내리는 데 있어 연구자들 간에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

이라고 하 다. Christoff 등(2016)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1990년  반까지 인지심리학 분야와 인지신경과학 분야의 많은 

연구가 과제 심  (task-centric view)에서 실시되었기 때문

에, 연구자들은 딴생각 자체보다는 실험 장면에서 실험 과제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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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와 과제를 하지 않는 시기를 구분하는 것에 목 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실험 장면에서 실험 과제를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모든 생각을 ‘과제와 련이 없는 생각(task-unrelated thought)’으로 

보았으며, 이는 곧 실험 차에서 흔히 사용되는 “휴식(rest)”시간과 

맥을 같이한다. 이로 인해 딴생각 그 자체에 한 연구를 진행하는 

신, 휴지 상태로써의 딴생각에 한 연구가 부수 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딴생각이 주된 연구 주제에서 빗겨나 있었다고 지 하 다.

딴생각의 개념은 ‘자극 독립 인 생각(stimulus-independent 

thought: SIT)’이라는 용어로 처음 소개되었다(Antrobus, 1968). 물

론 그보다 훨씬 더 이 , ‘사고의 흐름(streams of thoughts)’이라는 

고 인 용어로 언 되었으나(William James, 1890), 본 연구에서

는 Antrobus(1968)의 개념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그는 SIT가 

독서, 운 , 강의듣기 등과 같은 일상 속 활동 에 발생하는 외부 

자극과 계없이 떠오르는 생각, 심상, 환상 등 인지 으로 침투하

는(intrusive) 모든 개인의 내 인 인지라고 정의했다. 이후 여러 연

구들에서 동일한 개념이 등장하 다(Teasdale, Lloyd, Proctor, & 

Badgeley, 1993; Teasdale, Segal, & Williams, 1995)

이와 다른 에서 딴생각을 정의내린 경우도 있다. ‘과제와 

련 없는 생각(Task-unrelated thought: TUT)’은 ‘의식으로부터 주의

가 분리될 때 자연 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정의된다

(Smallwood, Obonsawin, & Heim, 2003). SIT가 딴생각 발생에 외

부 자극이 여를 했는지를 기 으로 설명하고자 한 개념이라면, 

TUT는 한 개인이 주의(attention)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기 으

로 개념을 설명하고자 하 다. 즉, 재 하고 있는 활동이나 과제에 

주의를 쏟고 있다면 이는 과제와 련이 있는 생각(task-related 

thought)이 되고, 그 반 의 경우는 과제와 련이 없는 생각

(task-unrelated thought)이 되는 것이다. Giambra(1995)의 ‘과제와 

련이 없는 이미지와 생각(task-unrelated images and thoughts: 

TUIT)’ 역시 TUT와 유사한 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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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avilashvili와 Mandler(2004)는 ‘마음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것

(mind-popping)’이라는 개념을 통해 ‘어떠한 의지 없이도 명백하게 

자연발생 으로 떠오르는 정신  이미지, 생각들’이라고 설명하 다. 

Mandler(1986)는 딴생각과 련하여 ‘우리를 놀라게 할 정도로 재 

상황과  련이 없는 기억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라고 정의

를 내렸다.

‘멍 때리기(zoning out)’이라고 정의를 내린 이들은 ‘ 으로 페이

지를 보고, 머리속으로 단어를 계속 읽고 있음에도 마음은 다른 어

딘가에 있는 것’이라고 이 개념을 설명하 다(Schooler, 2002; 

Schooler, Reichle, & Halpern, 2005)

Christoff(2012)는 기존의 과제 심  에서 내린 딴생각에 

한 정의가 딴생각의 역동을 모두 담아내지는 못한다는 지 을 하

다. 과제 심  에서는 “ 재” 하고 있는 과제에서 주의가 

옮겨간 내 인 생각을 딴생각으로 보고자 했지만, “과제”의 범 를 

‘ 재 내가 풀고 있는 수학 문제’라는 좁은 범 에서 ‘이번 주말까지 

끝내야 하는 리포트’와 같이 넓은 범 의 목  지향  활동으로 확

해서 바라볼 경우, 딴생각은 개인의 목표과제와 련은 있지만 

재 진행 인 과제와는 련이 없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딴생각의 

정의를 다시 내릴 필요가 발생한다고 하 다(Christoff, 2012; Irving, 

2016).

그는 후속 연구에서 사고에 개인의 의도가 어느 정도 담겨있는

지, 발생이 인지  통제(cognitive control)의 향을 어느 정도로 받

는지의 두 축으로 딴생각을 구분하고자 시도하 다. [그림 1]을 보

면 목  지향  생각은 개인의 의도를 많이 담고 있는 생각인데 반

해, 몽상은 개인의 의도가 거의 발휘되지 않는 상태이다. 다른 축은 

자동  제약(automatic constraints)인데, 이는 특정 정보에 주의를 

붙들고 있는 인지  통제의 자동 인 메커니즘에 을 맞춘 것이

다. 를 들어 조용한 독서실 안에서 의도는 공부에 집 하고 싶지

만, 반복 으로 돌아가는 환기구 소리에 계속 신경이 집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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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원치 않지만 계속 으로 특정 사건에 해 걱정하게 되는 경

우 등은 자동  제약이 강하게 발휘되는 경우라고 보는 이다

(Christoff, 2012; Christoff et al., 2016).

[그림 1] 다양한 사고 유형의 개념  틀(Christoff et al., 2016; p.719)

이와 같은 정의들은 서로 조 씩은 다른 을 가지고 있으나 

다음의 내용을 공통  속성으로 간추려 볼 수 있다. 첫째, 개인의 

의지와 상 없이 발생하는 상이라는 이다. 둘째, 심상, 생각, 이

미지 등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마음속에 떠오른다는 이다. 셋째, 

재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활동에 집 하지 못하고 내 인 정

보, 기억, 생각 등에 빠져있는 상을 공통 으로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Smallwood와 Schooler(2006)는 용어가 통일될 필요성을 논하며 

‘Mind-wandering’이라는 표 을 사용하 다. 한국어로는 ‘잡념’이라

는 말로 번역되어 쓰이고 있는데, 국어사 의 정의에 의하면 잡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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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잡스러운 생각(국립국어원, 2016)”을 의미하며, ‘딴생각’

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데로 쓰는 생각(국립국어원 2016)”

을 의미한다. 학자들의 정의를 조  더 잘 반 한 단어는 딴생각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에서 살펴본 학술  정의를 바탕으로 과제 

심  에서의 딴생각에 한 개념을 채택하고자 한다. “딴생각”

이라는 용어는 기실 그동안 학문  용어보다는 일상  용어로 더욱 

많이 쓰 는데,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 딴생각은 ‘몽상’, ‘즐거

운 생각’, ‘잡념’, ‘반추사고’, ‘강박사고’, ‘걱정’, ‘창의  사고’ 등으로 

세분화되기 보다는 재 하고자 하는 과제에 방해가 되는 내부  

사고를 모두 딴생각으로 지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상담

실에 방문했을 때 학생이 “ 는 공부 에 즐거운 생각을 무 많이 

해서 공부가 안돼요”라고 표 하기 보다는 “공부 에 딴생각을 많

이 해요”라고 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을 고려해서이다. 즉, 내담

자들이 상담실에 방문하여 이야기하는 호소문제로써의 딴생각은 

재 목표로 한 과제의 집 을 방해하는 모든 “과제와 련이 없는” 

생각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2)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Default-mode network)로써의 딴생각

앞서 살펴본 연구자들의 여러 가설은 뇌 과학을 통해서도 입증

되었다. 뇌기능자기공명 상(fMRI)을 이용하여 휴지상태(resting-state)

의 뇌를 찰한 결과, 아무런 과제와 자극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임

에도 높은 수 의 신경 활동을 보이는 뇌 부 가 발견되었다

(Raichle et al., 2001). 어떠한 자극을 제시하거나 혹은 특정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활동을 한다는 뜻에서 연구자들은 이를 

뇌의 기본 상태로 보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default-mode 

network)라고 명명하 다(Buckner & Carroll, 2007; Mason et al., 

2007; Raichle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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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DMN은 연구참여자가 멍하게 공상에 빠지거나 일화 인 

상상을 할 때처럼 자극 독립  사고를 할 때, 신경활동의 수 이 높

아졌다 한 DMN이 활성화가 되면 외부 과제를 수행할 때보다 뇌

에서 훨씬 많은 에 지를 소모한다는 사실도 밝 졌다(Mason et 

al., 2007; Raichle et al., 2001). 

연구자들은 보다 구체 으로 딴생각과 DMN간의 계를 밝 내

기 해 딴생각 측정을 해 SART(Sustained Attention to 

Response Task)를 하는 동안 뇌의 상태 변화를 찰하 다. SART

는 가기/가지 않기 과제(Go/No-go task)로 불리기도 하는데, 화면을 

보면서 목표자극인 3을 제외한 모든 숫자(0-9)가 나타났을 때 키를 

러서 반응을 해야 하는 반응 과제이다. 단 3이 나타날 경우에는 

반응을 해서는 안 되고, 목표 자극이 제시되기 후로 련이 없는 

자극들이 계속해서 제시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실험 도  연구

참여자의 주 인 보고를 찰하기 해, 자극 간 간에 ‘방  

까지 당신은 주의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과제에/과제가 아닌 것에

(on-task/off-task)’. ‘당신이 어디에 주의를 두고 있었는지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인식함/인식 못함’과 같은 질문이 등장하고 참여자는 

이에 응답을 하도록 실험이 설계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참여자들이 

외부 과제를 수행할 때 보이는 활성화 패턴이 DMN과 부  상 이 

있는 것이 나타났다. 반 로 SART를 수행하는 동안 과제에 집 하

지 않을 때는 DMN의 활성화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때

문에 외부 과제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활성화 되는 뇌의 상태를 디

폴트 모드 네트워크, 이와 반 로 특정 과제에 주의를 집 한 상태

에서 활성화 되는 뇌의 상태를 실행 모드 네트워크(executive-mode 

network)로 명명하 다(Christoff et al., 2009).

Maillet과 Rajah(2014)는 참가자가 단어를 학습하는 동안 간헐

으로 사고 탐침을 실시하 다. 탐침이 있을 때마다 참가자는 

Christoff et al.,(2009)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직 에 과제에 

집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딴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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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했다. fMRI 분석 결과, 딴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DMN에 해당

하는 후 상피질(posterior cingulate cortex, PCC)의 활성화가 찰

되었다.

외부 과제를 하지 않고 있을 때(off-task) 활성화 되는 뇌의 

역이 규명되어 DMN으로 이름이 붙여진 뒤(Shulman et al., 1997; 

Raichle et al., 2001), 연구자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한 과

제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자연 으로 발생하는 내부  인지와 DMN

의 계를 이해하기 한 연구들을 시도하 다(Christoff et al., 

2009; Mason et al., 2007; Callard, Smallwood, & Margulies, 2012) 

그러나 여러 연구들에서 DMN이 단순히 자연발생 인 인지 뿐 아

니라 내부  인지, 의도 이고 목  지향 인 생각, 미래에 한 자

인 생각들에서도 활성화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DMN이 

뇌의 넓은 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고, 다양한 정신과정에 고루 참

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Andrews-Hanna, 2012; Buckner 

& Carroll, 2007; Buckner, Andrews-Hanna, & Schacter, 2008; 

Spreng, Mar, & Kim, 2009; Whitfield-Gabrieli & Ford, 2012). 

Andrews-Hanna et al., (2010)는 DMN을 보다 세부 인 역으

로 나 어 설명했다. 디폴트 네트워크(Default network)를 크게 세 

가지 역으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핵심 인 DN 시스

템으로써 DNCORE는 내부 심 인지(internally oriented cognition)의 

분배와 체 디폴트 네트워크의 심지(hub-like) 역할을 한다고 하

다(Andrews-Hanna et al., 2010). 두 번째 하 시스템은 앙측두

엽(medial temporal lobe:MTL)에 치한 DNMTL로써, 이 부 는 기

억력과 무언가를 결정하기 에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는 정신

인 시뮬 이션(mental simulation)의 구성과 련이 깊다(Buckner 

& Carroll, 2007; Buckner, Andrews-Hanna, & Schacter, 2008). 마

지막 하  시스템은 DNSUB3로 명명하 는데 이 부 는 정신화과정

(mentalizing), 개념 처리, 정서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나 명확한 역할이 아직 밝 지지 않았다고 하 다(Andrews-H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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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wood, & Spreng, 2014).

Corbetta, Patel과 Shulman(2008)은 실행모드네트워크(EMN) 

신 배측 주의 네트워크(dorsal attention network: DAN)와 복측 주

의 네트워크(ventral attention network: VAN)로 나 어 과제에 집

한 상태를 설명하고자 하 다. DAN은 우리가 주의를 외부 과제

에 쏟을 때 활성화 되는 역이며 감각 정보와 운동 반응에 한 

선택  주의력과 련이 깊다. 때문에 집 해서 일을 하거나 목  

지향  일을 하게 되면 DAN이 활성화된다. 반면 VAN은 새롭고 독

창 인 생각과 련이 깊은 역이다. 

앞서 과제의 개념을 넓게 보면 재 풀고 있는 수학문제가 아닌 

주말에 끝마쳐야 하는 리포트에 한 생각도 딴생각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목  없이 방황하는 생각이 아니라 목 지향 인 딴생각이 

된다고 언 하 다. 이를 설명해  수 있는 것은 두두정 통제 네

트워크(frontoparietal control network: FPCN)이다. FPCN은 내/외

인 목표 지향  생각과 련이 깊은데, FPCN은 DN과도 연결될 

수 있고 DAN과도 연결되어 활성화되는 것으로 밝 졌다(Spreng et 

al., 2010). 

마지막으로 출성 네트워크(salience network)가 있다. 출성 

네트워크는 우리가 내/외 으로 요한 자극이나 사건에 집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다. 출성 네트워크는 뇌가 DMN 상태에서 

집  상태인 EMN 혹은 DAN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다(Seeley et 

al., 2007). 출성 네트워크는 정서 출성과 감각 출성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감각 출성은 우리가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다가 갑

작스런 소음이나 앞으로 날라오는 공을 보고 주의가 환되게 도

와 다. 그러나 단 은 주의를 차단하고 싶은데도 조용한 독서실에

서 공부를 할 때 계속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에 신경이 쓰이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만들 수도 있다. 정서 출성 역시 개인의 의

도는 주어진 과제를 빨리 집 해서 해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

작 주의(attention)를 정서 인 고민에서 돌릴 수 없게 만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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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상의 결과들은 딴생각이 발생할 때와 과제를 수행할 때 달라

지는 뇌의 신경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을 비롯하여 딴생각의 

침투  속성을 고려했을 때, 개인의 의도와 상 없이 자연발생 으

로 떠오르는 딴생각과 의도 으로 할 수 있는 딴생각, 걱정과 강박

 사고 등을 딴생각의 범주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즉, 자극 독립 으로도 딴생각은 발생할 수 있지만, 자극에 향을 

받아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원하지 않지만 계속 특정 사건이나 사

고에 주의를 붙들리는 이유도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

Christoff et al.,(2016)은 자동  제약(automatic constraints)과 

의도의 제약(deliberate constraints)을 고려한 사고 유형 모델([그림 

1], p 15 참조)을 [그림 2]와 같은 신경 모델을 가정하여 설명하

다.

[그림 2] 다양한 생각 자원, 의도의 제약, 자동  제약의 상호작용 신

경 모델(Christoff et al., 2016; p.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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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를 보면 다양한 생각의 자원들이 출성 네트워크와 

FPCN, DNCORE, DNMTL, DAN, 감각운동 역 간에 오고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내/외  목표지향  인지 통제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FPCN은 DAN, DNCORE, 출성 네트워크과 유

동 으로 상호작용하며 의도의 제약을 강화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DNMTL과 감각운동 역은 DNCORE, 출성 네트워크, DAN에 

자동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이를 로 들어보면 처음에는 자연발

생 으로 시작되어서 상 으로 약한 제약을 가지고 있던 생각이 

상 으로 높은 자동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강한 의

도  제약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그림 3] 범 한 신경 네트워크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제약의 수

과 유형의 변화(Christoff et al., 2016; p.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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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을 보면 처음에는 DNMTL(기억과 한 련)에서 

DNCORE(디폴트 네트워크의 심 역할. 다양한 내  심 인지 분배)

와 출성 네트워크로 자원의 이동이 활성화 된다(A). 때문에 어떠

한 의도나 외부의 자극 없이도 자연 으로 기억과 생각의 흐름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때 출성 네트워크에서 FPCN과 DNCORE로, 

그리고 DNCORE에서 DNMTL로 자동  제약이 활성화 되면, 사고의 

흐름은 보다 특정한 주제에 국한된 사고가 자동 으로 이루어지게 

된다(B). 이 때 심리  불편감을 느낀 개인이 의도를 가지고 사고의 

흐름을 바꾸기 해 노력하면(C), 목표지향 으로 인지를 통제하는 

FPCN에서 출성 네트워크와 DNCORE로 의도  제약을 활성화 시

키게 된다. 

 모형을 고려해봤을 때, 체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만일 특정 주제와 련된 정서  출성이 과도하게 활성화 

되게 된다면, 자연 으로 발생한 립 인 딴생각은 개인에게 심리

 불편감을 주는 반추나 걱정으로 활성화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을 시사한다. 한, 립 인 딴생각으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A), 

내부  인지 자극이 특정 단서나 기억으로 인해 불편감을 주는 사

고로 발 할 수 도 있으며, 혹은 최 의 립 인 딴생각의 흐름을 

알아차렸을 때(상  자각), 딴생각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바람직하

지 않다고 여겨지면, 개인은 의도를 가지고 주의를 본래의 목표로 

돌리고자 노력할(C) 수도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3) 딴생각 측정방법

딴생각 연구에서 논의되는  하나의 요한 주제는 딴생각의 

측정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시행된 측정방법은 크

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탐침 포착(probe-caught) 방식이고, 둘

째는 자가 포착(self-caught)방식이다. 

탐침(探針) 포착을 통한 딴생각 측정 방식의 경우, 연구자는 연



- 25 -

구참여자에게 과제를 부여한 뒤, 연구자가 필요한 시기에 참여자에

게 재 본인의 경험을 보고해달라고 요구한다(Giambra, 1995; 

Schooler, Reichle, & Halpern, 2005). 이 방식을 사용한 연구들은 딴

생각의 내용을 컴퓨터 상으로 기록하거나(Giambra, 1995; Schooler, 

Reichle, & Halpern, 2005), 구두보고(Smallwood, Baracaia, et al., 

2003; Smallwood, Davies, et al., 2004; Smallwood, Obonsawin, & 

Heim, 2003; Smallwood, O'Connor, et al., 2004; Teasdale, 

Dritschell, et al., 1995)로 기록하 다. 

탐침 포착 방식은 두 가지로 다시 측정 방식이 나뉘는데 하나는 

자가 분류 탐침 포착(self-classification probe caught)방식이고, 다

른 하나는 연구자 분류 탐침 포착(experimenter-classfied probe 

caught)방식이다. 우선 자가 분류 탐침 포착의 경우 연구참여자에게 

딴생각의 시를 교육시키고 스스로 구분할 수 있도록 훈련한 후, 

과제 수행 도  알람을 주면, 알람이 울리기 까지 주어진 시간 동

안 딴 생각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개인이 /아니오로 답을 하는 

측정 방식이다(Giambra, 1995; Schooler, Reichle, & Halpern, 2005). 

사 에 딴생각 자가 분류에 해 교육을 시키고 탐침을 할 경

우, 오히려 딴생각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되어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Schooler, Reichle, 그리고 

Halpern(2005)이 진행한 실험에서 1) 생각을 모니터링 시킨 집단, 2) 

탐침과 생각에 한 모니터링을 함께 시킨 집단, 3) 통제 집단 간에 

딴생각 빈도와 지문 이해도에서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자 분류 탐침 포착의 경우에는 사 에 딴생각 분류에 해 

교육을 하지 않는다. 신, 알림을  탐침 시기에 연구참여자는 마

음속에 스친 생각 내용이 무엇인지를 연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Teasdale et al., 1993; Teasdale, Dritschell, et al., 1995). 이 방식의 

경우 실험 과제를 시작하기  연구자는 참가자들에게 사고 탐침을 

할 것이라는 내용은 안내를 해주지만, 참가자들이 보고한 생각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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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분류될 것임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이들이 구두로 보고한 내용

을 연구자가 규 (Smallwood, Obonsawin, Reid, 2003)에 맞추어 분

류를 하는 것이 바로 연구자 분류 탐침 포착 방식이다.

자가 포착 방식은 연구참여자가 실험장면에서 주어진 과제를 진

행하다가 스스로 딴생각을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 순간에 연구자

에게 딴생각 여부를 보고하는 것이다. 즉, 상 자각(meta-awareness) 

상태를 보고하는 것인데, 연구자들은 딴생각을 할 때(off-task)와 딴

생각을 알아차렸을 때 뇌 도(electroencephalograms:EEGs)의 변화

를 측정하여 뇌 와 딴생각 사이의 련성을 확인하기 해 자가 

포착 방식을 활용하 다(Giambra, 1993; Cunningham et al., 2000). 

자가 포착 방식의 장 은 이 측정 방식 자체가 참가자로 하여  자

신의 딴생각에 한 알아차릴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는 데에 있

다(Schooler, 2002).

두 측정 방식을 비교했을 때, 탐침 포착은 자가 포착에 비해 빈

도 측정에 합하다. Schooler et al.,(2004)는 읽기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참가자들이 보고한 자가 포착의 빈도가 실제 발생한 딴생각 

빈도의 15%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특히 자가 분류 탐침 

포착의 경우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사 인 경험 내용을 보고할 필요

가 없기 때문에 더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연구자가 

분류 하는 것보다 참여자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분류하고 딴생각의 

여부를 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을 연구자들은 지 한다

(Smallwood & Schooler, 2006).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딴생각의 내용보다 그 발생 빈

도와 처 략에 따른 감소/증가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임을 고려했을 때, 자가 분류 탐침 포착 방식이 그 측정 방식으

로 합할 것으로 단되었다. 보다 정확한 탐침을 해 학생이 연

구자와 거리를 두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무선송수신 장치를 

이용하여 사고 탐침을 실시할 수 있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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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서량과 딴생각

읽기는 정보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기본 인 수단으로써, 모든 

학습의 기 가 되며 학업 수행의 요한 과정이다. 학령 기에 읽

기 수 이 높은 학생들은 낮은 수 의 학생들보다 빠른 읽기 성장

을 보여주고(신종호, 1999; Bast & Reistma, 1998), 읽기 수 이 낮

은 학생은 장기 으로 어휘력이나 이해력 발달에 있어 두드러지게 

낮은 발달을 보이게 된다(Francis et al., 1988). 

읽기는 개인의 사고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매우 복잡한 역

을 함유하고 있다(가경신, 2003). Irwin과 Baker(1989)는 독자 개인

이 지문을 읽고 이해하기 해서는 몇 가지 인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 다. 우선 독자를 단어의 의미를 해독(decoding)하는 

단계에서 출발해, 하나의 문장을 단어와 구로 나 어 의미를 해석한 

뒤, 다시 문장으로 결합하여 의미 구성을 해야 한다. 이후 한 

정보의 추론, 내용의 요약을 거쳐 지문의 주제를 찾아 체 지문에 

한 이해를 시도하고, 독자 스스로 측, 상상, 비 , 창의  사고

를 통해 의 내용을 좀 더 정교화하고, 지문을 이해하기 해 

한 략, 배경지식 등을 용한다고 하 다. 

즉, 읽기는 해독, 정보처리속도와 단어 재인, 추론, 배경지식, 상

인지 등 여러 가지 인지 능력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Gough & 

Tunmer, 1986). 이  해독은 시각 으로 제시된 자를 보고 말소

리롤 바꾸는 기술을 말하며 읽기의 가장 기본 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Stanovich(2000)은 해독과 읽기 이해력이 한 계에 

있다고 하 다. 해독 기술이 높은 아동들일수록 한정된 시간 안에 

더 많이 읽을 수 있으며, 그 결과 더 잘 읽게 되고, 해독 기술이 어

휘지식과 이해력을 증진시키며, 이해력이 높은 아이들은 다시 더 많

이, 그리고 빨리 읽게 되어 해독 기술이 높아지게 된다고 보았다. 

즉 문자 해독 과정이 자동 으로 이루어지면, 보다 많은 주의력 자

원을 지문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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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한 해독 능력이 높은 

학생은 학업성 과 학업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증열, 이

임숙, 2004). 

문자 해독만큼 읽기에 있어서 요한 것은 읽기의 유창성이다. 

읽기유창성은 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자동화된 능력을 의미한

다(Rasinsky, Blachowicz, & Lems, 2012). 유창성은 을 소리내어 

읽는 음독유창성과 소리를 내지 않고 으로 읽는 묵독유창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조미아, 2007), 등 학년까지는 학습을 통해 읽

기능력을 향상시키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학습을 한 읽기로 환

되기 때문에 묵독유창성이 요하다고 하 다(김동일 외, 2009). 이

를 바탕으로 문자 해독이 능숙하고 이 과정이 자동화되어 등 

학년 시기의 음독유창성을 거쳐 묵독유창성이 뛰어난 학습자는 주

어진 지문을 읽을 때 자동 으로 읽기의 기본  단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문 이해와 상  차원의 읽기에 보다 많은 주의 자원을 배

분이 가능하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딴생각과 읽기의 계를 본 기존의 연구는 주로 읽기 이해를 

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Feng, D'Mello, & Graesser, 2013; 

Jackson, Balota, 2012; Schooler, Reichle, and Halpern, 2005). 자기 

보고 방법과 사고 탐침 방법을 통한 딴생각의 표집 계를 확인하

기 해 읽기 이해를 활용하거나(Schooler, Reichle, and Halpern, 

2005), 지문의 난이도가 딴생각 발생 빈도와 읽기 이해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는 연구(Feng, D'Mello, & Graesser, 2013), 연령에 따

른 딴생각과 지속  주의력의 계를 확인하기 해 읽기 이해를 

확인한 연구(Jackson & Balota, 2012)가 그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읽기 이해, 정보의 부호화 등을 활용한 선행 연

구와 달리 읽기의 가장 기본 단계인 해독과 유창성에 을 두고 

측정을 하고자 한다. 읽기 이해를 종속변인으로 할 경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  지식, 개인의 사고능력, 상  인지 기술 등 다양

한 변인이 읽기 이해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딴생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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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시 학습자가 사용하는 처 략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그 목

이 있으며, 해독과 묵독유창성의 경우 실험 설계상 기 선 구간의 

측정값을 통해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에 용이하다. 한 처

략이 딴생각과 학습에 미치는 향 한 선행 연구의 부족으로 

본 연구에서는 읽기 이해를 제외하고 그  단계인 해독과 유창성

에 한정하여 읽은 단어의 개수로 독서량을 정의하고자 한다.

5) 학업에서의 딴생각의 역할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쉬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을 때도, 

일을 할 때에도, 쇼핑을 하거나 식사를 할 때에도, 책을 읽을 때에

도 딴생각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illingsworth & Gilbert, 

20120). 한 수업을 들을 때에도 딴생각을 하는 것으로 밝 졌다

(Risko et al., 2012). 종류에 계없이 재 하고 있는 활동에 집

하는 것을 과제와 련된 생각, 재 하고 있는 활동과 련이 없는 

생각을 딴생각으로 정의내리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제 

심  (task-centric view)으로 딴생각을 보는 것이다. 이 같은 

을 가진 연구자들은 실행 통제와 딴생각이 모두 정보처리를 

해 인지  자원을 사용한다는 가설을 바탕으로(Smallwood & 

Schooler, 2006), 딴생각의 발생이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s) 통

제의 실패 때문이라고 보았다(Antrobus, 1968; Giambra, 1995; 

Grodsky & Giambra, 1990). 실행기능은 계획 수립, 심리  유연성, 

주의력 분배, 작업 기억, 반응 억제력의 통제 등과 같은 다양한 인

지 활동을 포함하고 이들의 복합  작용으로 나타나는 고차 인 인

지기능이다. 이  작업 기억은 실행기능의 핵심요소인데(Klingberg 

et al., 2005), 작업 기억의 손상은 학습에 직 인 향을 미쳐 학

업성취도를 하시킬 수 있을 정도로(Gathercole et al., 2004) 학습 

 인지 수행에서 요한 기능이다. 연구자들은 통제 실패로 인해 

과제에 쏟아야 하는 주의를 딴생각에 쏟게 되면 과제에 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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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때문에, Antrobus(1968)는 개인의 실행

기능과 딴생각이 작업 기억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 계에 있다고 

보았다. 이를 해 그는 단순 신호 탐지 과제를 부여하고 신호 자극

의 제시 빈도에 따라 딴생각의 증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았다. 

이후 여러 연구들을 통해 개인이 반응해야 하는 자극이 자주 제시

되는 구간에서, 딴생각 빈도는 감소한다는 결과가 반복 으로 입증

되었다(Giambra, 1995; Grodsky & Giambra, 1990; Smallwood, 

Davies et al., 2004).

Teasdale 등(1993)은 단순한 단어 복습을 시켰을 때보다 새로운 

정보를 제시했을 때 딴생각의 빈도가 감소하는 것을 통해 과제의 

복잡성이 딴생각의 발생 빈도와 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 다. 이

는 즉 통제 처리 기능에 많이 의지하는 과제 일수록 작업 기억 자

원을 상당수 과제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딴생각에 이용 가능한 자원

이 거의 없어, 그 결과 딴생각의 빈도가 어들 수 있다는 을 시

사한다. 

통제 처리 기능과 딴생각의 계에서 다음으로 고려되는 것은 

연습의 효과이다. 연습을 통해 기에 과제 숙달을 해 사용하던 

작업 기억 자원이 과제에 덜 배분되면, 이 자원이 딴생각을 증가시

킬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실험 증거는 이 가설을 지지

하는데, 동일 과제에 한 연습 이후 과제가 익숙해질수록, 딴생각

의 발생은 증가하 다(Cunningham et al., 2000; Smallwood, 

Baracaia, et al., 2003; Smallwood, Davies, et al, 2004). 한 제시 

과제의 종류와 계없이 단순 신호 탐지 과제(Cunningham et al., 

2000; Smallwood, Davies et al., 2004), 시각 운동 과제(Teasdale, 

Dritschell et al., 1995), 음성 부호화 과제(Smallwood, O'Connor et 

al., 2004)에서 동일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Grodsky와 Giambra(1990)는 실험 상황에서 주어지는 과제의 여

러 변수에 따라 딴생각의 빈도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얇은 다이제스

트 형식의 책보다 두껍고 분량이 많은 책에서 딴생각이 더 쉽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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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고, 단락의 난이도보다는 지루한 정도가 딴생각 발생에는 더 

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mallwood, Baracaia, et al., 

2003).

Schooler, Reichle과 Halpern(2005)은 이를 반 하여 딴생각이 

발생하게 되면 지문 이해가 피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 다. 이를 증명하기 한 실험으로 소설 『 쟁과 평화』가 

읽기 자료로 선택되었는데, 지루하며, 두꺼운 분량이라는 조건을 충

족하기 때문이었다. 실험 결과 딴생각이 발생했을 때는 내용에 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들을 토 로 딴생각이 발생하면 일반 으로 주의가 주된 

과제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이 

때 주의의 이동으로 인해 주어진 과제에 한 수행이 피상 이 되

기 쉬우며, 과제에 한 익숙함, 과제의 분량, 새로운 자극의 제시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에 따라 딴생각의 빈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시사된다.

Risko 등(2012)은 학부생을 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는 

동안 과제와 련 없는 생각(해당 실험에서는 강의와 련 없는 생

각)을 기 으로 딴생각을 탐침하 다. 결과 체 탐침의 43%가 딴

생각을 보고하 으며, 강의 반부(35%)보다는 후반부(52%)에서 딴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 딴생각을 많이 할수록 

강의 내용에 한 기억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딴생각으로 인해 과제 수행이 조해지고, 과제에 한 주의를 

지속하지 못하는 상을 연구자들은 지각 탈동조화(decoupling) 상

을 통해 설명하 다. 탈동조화란 딴생각으로 인해 주의가 외부 자극

으로부터 차단되고 개인 내 인 감정, 생각 등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Smallwood, Obonsawin, & Heim, 2003). 동조화(coupling) 

상태에서는 주의가 외부 정보와 내  표상을 골고루 작업기억에서 

처리하지만, 탈동조화 상태에서는 외부 자극에 해 처리하지 못하

므로 외부 자극인 학습 내용에 한 수행이 조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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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wood, Fishman 과 Schooler(2007)는 학습에 몰입하는 과정에

서 기 단계에서는 단순한 신호탐지 수 에서 수행이 이루어지며, 

과제에 해 피상 으로 참여하게 되고 딴생각의 발생 빈도가 빈번

하지만, 간 단계에서는 단어를 학습하고 인출을 해 정보를 구분

하고 유지하는 수 으로 학습에 보다 참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딴생각이 보통 수 으로 감소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단계에서는 읽기와 같은 과제를 수행하며, 자극의 식별과 

지, 모델형성이 이루어지며, 딴생각의 발생이 조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딴생각의 발생이 증가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 자극의 구분을 

실패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피상 인 부호화가 일어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델 형성이 손상된다고 보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경험하는 딴생각이 개인이 과

제에 주의를 지속하는 것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과제 수행을 방해

할 것임을 가정해 볼 수 있다. 학생, 그 에서도 취업과 련하

여 요한 자격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공부는 매번 새로운 과제를 

습득하는 경우 보다는 한정된 범  내의 동일한 내용을 암기하고 

복습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 한 시험 범 와 분량은 학사과정 

안에서 정기 으로 치르게 되는 간·기말 고사에 비해 훨씬 많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반복된 과제와 많은 분량으로 인해 딴생각

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을 제공할 것을 가정할 수 있고, 수험에 한 

부담감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있어 자신이 딴생각을 한다는 알아차

림과 통제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조한 수행의 확인은 심리  불

편감과 스트 스를  수 있다. 더 나아가 학업에 해 동기가 지 

않은 이들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해 극 인 처 략을 사용

하게 될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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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처 략

Lazarus와 Folkman(1984a)의 스트 스 상호작용 모델은 스트

스를 일방 인 자극이나 개인의 반응으로 보지 않는다. 신 개인과 

환경간의 역동 이고 복잡한 계라는 에서 스트 스를 설명하

는데, 특정사건이 개인에게 스트 스로 작용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

건에 한 개인의 인지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개인이 

특정 사건을 스트 스로 평가를 내리면 그 다음 단계로 스트 스에 

한 처가 이루어진다고 하 다. 이 때 선택하는 처 략이 효과

인가 효과 이지 않은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Lazarus(1991)는 개인이 스트 스에 한 평가를 내리며 부정  

정서를 경험하게 되면 해당 경험을 통제하기 해 사고를 억제하거

나 추방하려는 처 략을 취할 것이라고 보았다. Salkovskis(1985, 

1989) 역시 원치 않는 사고의 빈도가 증가하는 데에는 해당 사고에 

한 평가 과정과 통제 방략이 어떠한지가 요하다고 가정하며, 해

당 사고에 해 부정 으로 평가를 내리게 되면 개인은 이를 극

으로 억제하거나 해당 사고를 하지 않으려 하는 회피 략을 발

달시키게 된다고 보았다. 

취업이나 상 학교 진학과 같이 진로와 련하여 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시험 합격에 한 불안과 뜻 로 되지 않는 공부

로 인해 스트 스를 경험한다(홍 화, 2012). 경쟁 상황과 합격에 

한 심리  부담감 속에서 공부 에 딴생각을 하는 자신을 알아차

리면, 수험생들은 이를  요인으로 지각하고 딴생각에 해 사고

억제라는 처 략을 사용할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장에서 살펴 볼 사고억제의 효과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고

억제가 일 되게 효과 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장기 으로는 

원치 않는 사고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역설  효과로 인해 본

래 개인이 의도했던 목표와 반 의 결과가 나타나기 쉽다. 사고억제 

략과 같은 회피 략의 안으로 연구자들은 수용(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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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제시하 다(Hayes, Strosahl, & Wilson, 1999). 수용은 불편한 

생각의 내용이나 빈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 없이 있는 그 로 기꺼

이 경험하는 것에 을 맞춘다. 수용 략이 사고억제 략 비 

개인의 심리  불편감 감소에 효과 이라는 연구 결과들(Bach & 

Hayes, 2005; Marsks & Woods, 2005; Najmi, Riemann, & 

Wegner, 2009)은 연구자들의 주장을 지지한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학습  경험하는 딴생각에 한 개인의 

처 략의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근거로 했을 때 개

인이 딴생각에 해 부정 으로 평가할 경우, 많이 사용할 것으로 

단되는 처 략은 사고억제 략이며, 이에 한 안 략으로 

수용 략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사고억제 략과 수

용 략을 심으로 해당 략의 특징과 효용성에 한 선행 연구

를 검토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1) 사고억제 략

‘흰 곰 실험(White bear)’을 통해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사고억제

(thought suppression)는 ‘특정 사고에 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Wegner, Schneider, Carter, & White, 1987). 동일 

집단을 둘로 나 어 실험 집단에게 흰곰에 한 생각을 억제하도록 

처치한 결과, 억제 처치 이후 자유롭게 생각을 표 하게 했을 때 실

험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더 빈번하게 흰곰에 한 빈도를 보고

하 다. 실험 집단이 평균 으로 약 7배에 해당하는 빈도를 보고했

다는 사실은 원하지 않는 생각이나 기분, 느낌, 감각 등과 같은 심

리 상태를 조 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의도했던 것과 달리 효과 이

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고억제의 의도 로 사고가 억

제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상을 사고억제의 역설  효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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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gner(1994)는 연합가설(association hypothesis)과 근가능성 

가설(accessibility hypothesis)을 통해 사고억제의 역설  효과를 설

명하고자 하 다. 첫째, 연합가설은 다음과 같다. 개인은 사고 억제

를 하기 해 주의를 분산시키는 사고를 하게 된다. 이때 반복되는 

억제 과정을 통해 주의를 분산시킨 사고와 개인이 억제하고자 하는 

원치 않는 사고 사이에 연합이 형성되고, 억제를 하려고 하면 할수

록 원치 않는 사고와 다른 생각들, 심상들, 기억들, 개념들 간의 연

합이 더욱 강력하게 형성된다는 것이다. 

둘째, 근가능성 가설을 이해하기 해서는 사고억제를 시도할 

때 작동하는 의도  작동 과정(intentional operating process)과 역

설  검색 과정(ironic monitoring process)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제과정이라고도 부르는 의도  작동 과정은 사고 억제를 시

도할 때 원하는 상태(원치 않는 사고가 떠오르지 않는 것)를 유지하

기 한 의식 이고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다. 때문에 의도  작동 

과정은 인지 부하나 주의분산, 스트 스, 불안 등에 의해 손상될 수 

있다. 역설  검색 과정은 이 때 본인이 원하는 상태와 일 되지 않

는 정보들, 즉 불일치하는 감각과 사고들을 동시에 검색하는 과정인

데, 이 과정이 무의식 이고 의도가 덜 여하기 때문에 자동과정이

라고 하 다. 역설  검색과정은 정신통제가 유지되는 한 인지부하 

등의 향을 받지 않고 자동 으로 작동한다. 

사고억제의 역설  효과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 비

단 원치 않는 특정한 사고의 통제 뿐 아니라, 스트 스나 불안한 상

태 조건에서 기분통제에 한 시도(Wenzlaff, Wegner, & Klein, 

1991), 불안을 감소시키기 한 이완 시도(Wegner, Broome, & 

Blumberg, 1997), 불면증 환자가 억지로 수면을 취하려고 한 시도

(Ansfield, Wegner, & Bowser, 1996), 의도 으로 기억 망각을 시도

한 연구(Macrae, Bodenhausen, Milne, & Ford, 1997), 아마추어 축

구 선수를 상으로 특정 지역을 보지 않도록 요구하고 페 티 킥

을 수행시킨 연구(Bakker et al., 200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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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억제 략과 침투사고

본 연구의 주제인 딴생각에 한 사고억제 효과를 살펴본 연구

는 없지만, 유사한 형태로 침투사고(intrusive thought)를 상으로 

사고억제의 효과를 살펴본 다양한 연구들이 그동안 수행되었다(이민

규, 1991; 이용승, 2000; Muris, Merckelbach, van den Hout, & de 

Jong, 1992; Salkovskis & Campbell, 1994; Kelly & Kahn, 1994; 

Mathews & Milroy, 1994).

Rachman(1998)은 침투사고에 해 외부 자극 없이도 의식 속에 

갑자기 침투해 들어오는 사고로, 통제하기 매우 어려운 인지라고 정

의하 다. 침투사고는 강박장애, 범불안장애, 외상후스트 스장애와 

같은 다양한 정신장애에서 의도와는 무 하게 원치 않는 생각이 반

복 으로 발생하는 인지  상으로 여겨진다(이용승, 원호택, 

2000). 

침투사고와 련한 사고억제의 연구는 주로 강박장애, 범불안장

애, 외상후스트 스장애 등 여러 장애에서 침투사고의 유형이 어떻

게 달라지며, 해당 침투사고에 한 처 략으로써의 사고억제의 

역설  효과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많이 이루어졌다(민병배, 2000; 이

민규, 1991; 이용승, 2000; 최혜라, 1993; Rutledge, 1998; Smári et 

al., 1995).

침투사고에 사고억제 략을 시도한 경우, 역설  효과가 나타

난 연구와 그 지 않은 연구들로 연구 결과는 일 이지 않았다. 

우선 역설  효과가 나타난 연구들을 보면, 개인에게 스트 스를 유

발하는 인 슬라이드를 보여  뒤, 그와 련된 생각을 의도

으로 억제하게 한 연구에서 강박성향 집단은 통제집단 보다 더 많

은 침투사고를 보고하 다(이민규, 1991). 

이용승(2000)은 개인의 걱정 성향과 강박성향에 따라 사고억제

의 역설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았다. 그의 연구에서 침투 

사고를 억제하게 했을 때 걱정성향 집단의 자기보고는 역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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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제 피부 도 수 에서는 억제의 역설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Smári et al.,(1995) 역시 강박 성향자들에게 침투사고를 억제하

게 했을 때, 통제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침투사고를 보고하 다. 

Salkovskis와 Campbell(1994)은 자연 으로 발생하는 부정 인 침투

사고를 억제하게 한 다음, 자유롭게 표 하는 조건을 제공하 는데, 

이 때 표  사고를 단순히 억제하도록 사고억제를 요구받은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침투사고를 유의미하게 많이 보고하 다. Harvey

와 Bryant(1998b)는 피험자들에게 폭력 인 내용, 유머러스한 내용, 

성 인 내용의 세 가지 화를 각각 보여주고 나서 화에 한 생

각을 억제하도록 지시하 다. 그 결과 화 내용과 계없이 사고 

억제 조건의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화와 련된 사고를 더 많

이 보고하 다. 범불안장애 환자들을 상으로 사고억제를 실시한 

경우, 성사고 억제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걱정 억제에서는 역

설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 다(Becker, Rinck, Roth, & Margraf, 

1998). 

그러나 역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들도 많다. 최혜라

(1993)는 강박성향 집단에게 오 인 내용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와 련된 생각을 억제하도록 지시하 다. 그러나 역설 인 효과

가 찰되지는 않았다. 신 이 연구에서는 강박성향을 가진 연구참

여자들이 억제나 표 의 지시 조건에 계없이 통제집단보다 해당 

사고를 많이 보고 하 다.

흰곰 실험을 반복 실시했을 때, 역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학생들을 상으로 흰곰에 한 생각을 억제하게 

하 지만 그들에게서 역설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Rutledge, 

Hollenberg, & Hancock, 1993). 이후 Rutledge(1998)은 학생들에

게 불쾌한 침투사고를 억제하게 했을 때 역설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했으나, 역설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걱정 성향이 높은 사

람들을 상으로 사고억제를 실시한 경우, 걱정 성향이 높은 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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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고억제의 역설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Mathews & Milroy, 

1994)

이처럼 사고억제의 역설  효과는 일 이지 않고 다양하고 복

잡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원인으로 침투사고의 역설  효과에 

침투사고의 유형, 개인 성향, 통제 략, 실험 차, 종속 측정치 등

이 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용승, 2000). 민병배

(2000)는 강박장애와 범불안장애가 강박행동, 강박사고, 걱정에 있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침투사고라는 공통  속성으

로 인해 연구 상 선정  침투사고 유형 분류에 있어 명확한 구

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일 인 연구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 다. 

이상의 연구들은 딴생각에 해 사고억제 략을 실시하 을 

때, 개인의 강박성향이나 걱정성향, 불안수 에 따라 사고억제 략

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

제 심  에서 딴생각을 정의하고, 이에 한 처 략의 효

과를 확인하는 것이 그 목 이다. 때문에 개인의 성향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딴생각의 내용  특성까지 구분하여, 처 략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실험설계 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한 앞서 신경 

네트워크와 딴생각의 발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PCN, 출성 네

트워크, DN의 계에서 어떤 기능이 더 활성화 되는가에 따라 강박

성향과 걱정 성향이 처 략의 효과에 향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불안과 침투사고의 계에서, 침투사고에 

해 사고억제를 시도하는 그 자체보다도 그 시도 이후에 다시 의식 

수 으로 떠오르는 침투사고가 개인의 불안, 강박 등의 임상  증상

을 측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Rassin, 2003; Koster, 2008).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강박성향과 걱정성향, 그리고 불안 수 이 딴

생각에 한 처 략의 효과와 상호작용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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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억제와 딴생각

앞서 침투사고란 개인의 의도와는 무 하게 원치 않는 생각이 

반복 으로 발생하는 인지  상이라고 하 다. 여기에서 침투 사

고의 특징  하나인 “원치 않는(unwanted)”생각에 해 다시 정의

내릴 필요성이 있다. 침투 사고 연구가 강박장애와 범불안장애, 걱

정의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한 목  하에 주로 실시되면서 침투사고

의 성  내용이나 정 인 내용에 한 부분은 연구자들의 심 

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Kelly와 Kahn(1994)이 개인 인 침투 사고의 억제 효과를 확인

하기 해 실시한 연구를 보면 연구참여자들이 보고한 침투사고는 

내용  측면에서 개인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는 학업수행, 가까운 친

척, 재나 과거의 연애 계, 친구의 사망이나 상해, 지인과의 갈등, 

낮은 자존감, 실패감, 죄책감, 외모 등의 불쾌한 침투사고와, 사랑이

나 행복, 재나 과거의 연애 계, 학업 수행, 높은 자존감, 친척이나 

친구와 함께 있는 것 등의 유쾌한 침투사고를 모두 포함한다. 

Rutledge(1998)의 연구에서도 강박성향자를 상으로 침투사고의 억

제 효과를 연구하 는데, 연구참여자들이 보고한 가장 빈번한 침투

사고의 내용을 보면 재나 과거의 연애 계, 학업 수행, 돈, 자기, 

타인의 죽음이나 상해 등 자아이질  강박사고로 분류할 수 없는 

내용들을 침투사고로 보고하고 있다. 

즉, 딴생각에 한 정의에서 살펴본 자극 독립 인 생각, 과제와 

련이 없는 생각들은 침투사고와도 서로 공유하는 특성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한 “원치 않는(unwanted)”의 의미가 강박장애  범

불안장애 상 연구에서 부정 이고 자아이질  사고 내용에 

을 맞춰 의미가 제한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단어를 다시 해석

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침투사고로서의 딴생각은 그 내용이 반드시 

부정 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인지

 평가를 내리게 되면, 개인이 원치 않는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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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시험공부를 하면서 딴생각을 하게 되고, 그 딴생각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강박장애 혹은 범불안장애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 사고억제 략(민병배, 2000)을 사용할 것임을 가

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고억제 략은 그 효과를 정

으로 기 하기 어렵다. 우선 첫째, 사고억제의 역설  효과로 인해 

사고억제 략을 사용했을 때, 해당 사고가 감소하기 보다는 일시  

억제 이후에 더 증진되는 것으로 밝 졌다. 둘째, 딴생각이 특수한 

상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보편  상이며(Giambra, 

1995), 신경과학을 통해 DMN 상태가 우리 뇌의 기본 상태임이 밝

졌다. 즉,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딴생각을 통제하고자 해도 딴생

각은 기본 으로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수험에 한 압박을 느끼는 학생이 딴

생각의 반복 인 발생을 자신의 인지  통제 실패로 여기고 집 력

이 부족해서라고 잘못된 인지  해석을 하게 되면 더욱 더 사고억

제 시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악순환을 상담학  에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빅

터 랭클(1980)은 그의 이론, 로고테라피(Logotherapy)에서 과잉의

도(hyper-intention)과 과잉성찰(hyper-reflec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의 심리  고통을 설명하 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한 개인이 

과도한 소망을 지닐 때, 이 과도한 소망은 과잉 의도로 연결되고, 

과잉 의도는 찰 강박을 불러일으켜, 찰 강박은 다시 과잉 성찰

을 래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과잉 성찰은 한 개인의 기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기 불안이 결국 강박증, 우울증, 허무함과 같은 병

리가 발생하고 이는 불안 증세를 강화한다고 보았다. 이를 본 연구

의 상에 용해본다면, 온 히 집 해서 공부를 잘 해내서, 시험

에 합격하고 싶다는 소망이 과도해지면, 이는 집 에 방해가 되는 

딴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과잉 의도로 연결될 수 있다. 때문에 공

부를 하면서 수험생은 딴생각을 하지 않는지 본인을 계속 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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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딴생각을 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과잉 성찰을 하게 될 수 

있다. 딴생각을 하는 자신을 비난하거나, 잘 집 하는 것으로 보이

는 다른 수험생과의 비교를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과잉 

의도가 실패하는 것을 반복해서 발견하면서 학생은 자신이 시험에 

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기 불안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사고 억

제 역시 사고 억제를 실패하게 되면, 과장된 사고나 좌 감이 동반

되어 상당한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ennebaker, Hughes, & O'Heeron, 1987)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목 에 따라 딴생

각에 한 첫 번째 처 략으로써, 사고억제 략을 실시했을 경

우, 오히려 딴생각이 증가하는 역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상된

다.

4) 수용 략

수용이란 방어 없이 사 인 사건들을 있는 그 로 온 히 경험

하는 것을 의미한다(Hayes, 1994). 다시 말해, 오 자극에 의해 유

발되는 다양한 개인 인 사건들에 해 도피, 회피, 혹은 투쟁 반응

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Cordova & Kohlenber, 1994). 행동

치료의 제 3세 로 여겨지는 수용 념치료(Acceptance & 

Commitment Therapy: ACT)에서 Hayes(1999)는 개인의 사 인 경

험 그 자체는 립 이나, 경험에 한 개인의 의도  통제가 가해

지면 사고억제의 역설  효과에서처럼 오히려 역설 으로 해당 경

험의 빈도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개인의 심리  고통이 더 많이 발

생한다고 보았다. 사고억제 략의 역설  효과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개념은 바로 ‘경험 회피(experiential avoidance)’이다. 경험 

회피란 개인이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특정한 사 인 경험들, 

즉 신체  감각, 정서, 사고, 기억, 행동 경향성 등을 있는 그 로 받

아들이지 않고 해당 사건의 형태, 빈도, 상황을 바꾸려고 하거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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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상을 의미한다(Hayes et al., 1996). 

수용은 이러한 의도 인 통제 신 자신이 변화시키고 싶거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고, 느낌, 감각, 정서를 있는 그 로 경험할 

것을 강조한다. ACT와 함께 제 3세  행동치료  하나에 해당하

는 마음챙김 명상을 기반으로 한 인지치료(Mindfuness-Based 

Cognitive Therapy:MBCT)에서는 수용을 ‘비 단 이고 개방 으로 

재를 자각하고 생각과 감정,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설명한다. 

불교사상에서 유래된 자기-자비(self-compassion) 역시 맥을 같이 

하는데, 자기-자비란 “자기 자신의 고통에 마음을 열고 자기 자신을 

친 히 하고 보살피며, 스스로의 부족함이나 잘못에 해 비 단

인 태도를 취하는 한편 이러한 자신의 경험이 인간 공통의 경험

임을 인식하는 것(Neff, 2003)”이라고 하 다. 

수용 략의 임상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비임상집단의 침투사고를 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수용 기반 처

치는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Marcks & Woods, 2005; Najmi, 

Riemann, & Wegner, 2009). 학업 실패와 련한 연구에서 수용 처

치를 받은 집단의 실패에 한 두려움이 감소했다(Neff, Hsieh, & 

Dejitterat, 2005). 청소년을 상으로 수용 념치료 로그램을 실시

한 결과, 회피정서 조 과 정서조 곤란이 감소하 다(허 슬, 손정

락, 2013). 역시나 수용 념치료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통제

집단에 비해 시험불안이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시험에 한 처행

동이 증가하 다(황성옥, 박성 , 2010). 학생들의 진로결정과정에

서 불확실성에 해 회피-기반 개입과 수용-기반 개입을 실시한 연

구에서 역시 수용-기반 개입을 받은 집단은  자극에 한 주

의편향을 덜 보이고,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더 은 시간을 사용하

다(이아라, 2013). 학생을 상으로 수용 념치료를 실시한 집단에

서 발표불안사고와 불안민감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김혜

은, 김도연, 2012). 부정  정서 자극에 한 수용 략과 억제 략

을 비교한 결과, 주  고통을 보고하게 한 집단에서는 억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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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용집단보다 낮은 수 의 주  고통을 보고하 다. 그러나 생

리측정치에서 억제 집단의 피부 도반응이 수용집단보다 상승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구해경, 김미정, 명호, 2007).

이 같은 수용 략의 효과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으며, 딴생각

에 한 처 략으로써 사고억제 략의 안 략으로써 왜 선택

되었는지를 다음 항의 계구성틀 이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5) 계구성틀 이론과 처 략

계구성틀 이론(Relational Frame Theory: RFT)이란 인간의 

언어와 인지의 계를 설명하기 한 것으로써, ‘임의 으로 유추한 

계’를 통해 인간의 인지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인간은 다양한 자

극사건들 간의 계를 유추해내고 조합하며, 유추된 계를 통해서 

임의 으로 맥락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이다(Hayes, 

Barnes-Holmes, & Roche, 2001). 그런데 이때 유추된 계는 인지

 자극 기능으로 환이 되며, 이 과정에서 인간은 그 자극에 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자신의 내 인 경험, 생각, 정서, 신체반응 등을 

통제하려는 경험회피가 나타난다고 보았다(Hayes, 2004).

인간의 언어와 인지는 임의 으로 유추하여 계를 구성하는 

계구성과 학습에 의존하는데, 계구성  학습 과정에서는 직 인 

경험 자극이 아니라 사건과 계를 구성하는 언어  활동과 같은 

매우 간 인 수단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행동이 확립된다.

RFT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는 데 첫 번째는 자극의 양방향

(mutual entailment) 특징이다. 를 들어 5센트 동  두 개가 10센

트 동  하나와 같다는 것을 배우면, 아이는 10센트 동  하나가 5

센트 동  두 개와 같다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다. 이 때 비교

(comparison)와 평가(evaluation)의 틀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5센트 

동  하나가 10센트 동 보다 작다는 것을 배우거나 10센트 동  

하나가 5센트 동  하나보다 크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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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교, 평가의 틀은 RFT의 두 번째 특징인 결합된 결과

(combinational entailment)에 향을 다. 를 들어 10센트 동

이 5센트 동 보다 크다는 것과 25센트 동 이 10센트 동 보다 크

다는 것을 배운 아이는 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25센트 동 이 5센

트 동 보다 크다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다. 

 다른 로 콜라를 마신 경험 뒤에 좋다(‘good')는 평가를 내린 

아이에게 스 라이트를 마시던 엄마가 “스 라이트는 나쁜 거야. 오

지 쥬스는 콜라와 같은거야”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이는 가 가르

쳐 주지 않아도 오 지 쥬스는 좋은 것으로 유추하게 된다

(Blackledge, 2003).

마지막으로 RFT는 자극 기능의 변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를 들어 자로 쓰인 “개”라는 단어와 소리로 말해진 “개”, 실제

인 “개”가 아이에게 훈련을 통해 자극 등가 범주가 된 경우를 가

정하고, 실제의 개가 아이에게 근하여 크게 짖고 상처를 낸 경우

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제 개의 모습은 아이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기능은 한 련된 자극으로 이되어 아이는 

이제 군가가 “개”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을 듣거나, 책에서 “개”라

는 단어를 읽게 되면 공포를 느끼게 될 것이다. 

다음의 [그림4]와 [그림5]를 보면 계구성틀의 특징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Blackledge(2003)는 숲 속에서 뱀을 봤을 때 “나(I)”

가 느끼는 감정, 상태, 행동, 언어반응, 신체반응에 해 Lang(1985)

이 구성한 공포 네트워크를 [그림4]처럼 구성하 다.

뱀과 나는 숲에 포함되어 있으며, 뱀은 험하고, 측할 수 없으

며, 빨리 움직이는 것과 등가의 계이다. 동시에 공포와 내가 혼자 

있는 것과 앞의 세 가지 역시 등한 계를 맺는다. 공포가 원인이 

되어 나는 도망치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림 5]는 [그림4]의 공포 

네트워크에 계구성틀 이론을 목시킨 것으로써, 각각의 언어  

계 안에 존재하는 등가, 계, 인과 등의 조합을 보여주고 있다.



- 45 -

[그림4] Lang(1985)의 공포 네트워크의 수정 모델(Blackledge, 2003; p422)

[그림5] Lang(1985)의 공포 네트워크에 한 RFT의 용

(Blackledge, 2003; p.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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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이러한 계구성틀이 왜 요한가? 상황을 유추하고 상

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  능력은 자신에게 벌어진 일

에 한 이해나 설명을 쉽게 돕기도 하지만, 동시에 양방향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언어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실제 경험하지 

않은 일에 해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된다. 실제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있어도 시험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학생은 시험

이 주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으며, "만약에(If)", "그때(Then)", "거기

에(There)"의 단어가 사용될 경우, 인간은 얼마든지 과거의 아주 먼 

사건에 해 후회할 수도,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측해 걱

정에 빠질 수도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인간은 자기 방어를 해 원

하지 않는 생각과 감정들을 피하려고 애쓰기 시작하고, 경험 회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Hayes, 2004). 한 계구성 으로 학습된 

내용들은 인간의 행동을 조 할 수 있는 다른 원천들을 지배해버리

는데, 이를 인지  융합(cognitive fusion)이라고 한다.

따라서 언어와 인지에 의해 계구성 틀을 기 로 학습된 내용들

이 지배 일 수록, 개인은 지 -여기(Here/Now)의 경험을 덜 알아

차리고 보이지 않고 실재하지 않는 사건들(If/There/Then)에 해 

압도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본 연구에 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볼 수 있

다. 자격시험을 비하는 학생들에게 있어 시험은 곧 합격과 계를 

맺고, 합격은 동시에 낙방을 떠올릴 수 있게 된다. 시험공부는 잘 

해야만 좋은 성 과 합격으로 이어지고, 이 때 발생하는 딴생각은 

공부에 한 방해로 유추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침투사고와 강박

장애의 계에서 주목할 이 있다. Salkovskis(1985, 1989)는 특수

한 사람만이 침투사고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의 정상인들

이 모두 침투사고를 경험한다는 을 지 하면서, 침투사고 그 자체

는 개인에게 정서  고통을 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침투사고가 

정신병리로 발 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이 침투사고를 어떻게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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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하고 어떠한 처방략을 사용하는지가 더 요하다고 주

장하 다. 

DMN으로써의 딴생각의 속성을 고려했을 때, 딴생각 그 자체는 

모두가 경험하는 보편 인 상이다. 그러나 만일 시험 합격에 한 

불안과 압박을 경험하는 학생이 공부  딴생각을 하는 자신을 알

아차리면 ‘딴생각을 하는 나’ 자신에 해 불편감을 경험할 수 있다. 

때문에, 딴생각을 하지 않도록 사고 억제와 같은 억제 략을 통해 

경험회피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 딴생각은 선행사건으로써 

개인에게 인지  자극(cognitive stimuli)이 되고,  사고 억제 략은 

인지  반응(cognitive response)가 됨으로써 개인은 애 에 통제될 

수 없는 자연발생 인 딴생각을 과도하게 통제하게 되고, 딴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을 ‘집 력이 부족한 나’, ‘산만한 나’, ‘시험을 

합격할 수 없는 나’와 같이 부정 으로 평가하게 되어 더욱 심리

으로 경직될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반복되면 개인에게  요인으로 지각된 딴

생각은 계속 개인이 원하지 않는 상태의  자극(threat stimuli)

으로써 굳어진 채, 경험 회피로 인해 오히려 해당 경험에 해 개인

이 새롭게 경험하고 인지  평가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 버

리게 된다. 때문에 개인의 근-회피 갈등의 반응차원이 강화되는 

것이다(Forsyth, Eifert, & Barrios, 2006).

그러나 수용 략을 통해 에 한 평가의 기 단계에  

요인에 한 재평가를 가능하게 도와주면(Klein & Boals, 2001; 

Yogo & Fujihara, 2008), 개인이 경험회피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통

제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실험에서의 처치 략은 해당 략

의 이론  근거를 제시했을 때, 그 결과가 훨씬 효과 인 것으로 나

타나는데(Masuda et al., 2004), 딴생각에 한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수용 경험을 제공하고 억제시도를 불러일으키는 인지  자극으로써

의 딴생각의 기능을 변화시키면 딴생각의 빈도가 감소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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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1 .  연 구 상

본 연구의 목 은 학습  딴생각이 발생하 을 때, 사용하는 

처 략에 따른 효과 차이를 보는 것이다. Salkovskis(1985)는 자신의 

인지행동모델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생각 자체보다 그 생각에 한 

인지  평가와 부 응 인 처 략이 정신병리를 래한다고 주장

하 다. 한 Lazarus와 Folkman(1984a)의 스트 스 상호작용 모델

에서도 특정사건이 개인에게 스트 스로 작용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건에 한 개인의 인지  평가와 그로 인한 정서  상태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를 학교 재학 이상

이며 취업에 필요한 자격시험을 비 인 수험생들로 선정하 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반 학생들은 실험 실시 시기, 개인의 

진로 목표, 학과 공 등에 따라 딴생각 발생에 한 경험이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수험생, 특히 취업이나 유학 등 요한 시험을 

비 인 학생들의 경우 목표 달성을 해 규칙 으로 학습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학습  딴생각의 경험  이로 인한 스트 스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 학습 목표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딴생각에 한 처 략 로토콜을 제시했을 때, 보다 몰입이 

용이할 것으로 단되었다. 

본 연구의 실험참여자를 모집하기 해 경기 소재 K 교육 학에 

재학 인 학생들과 서울 소재 4년제 학에 재학, 휴학 혹은 졸업

을 한 학생들을 상으로 실험안내문을 배포하 다. 교육 학의 경

우 본 연구의 목 에 부합하도록 임용고시를 앞둔 4학년 학생들을 

연구 상으로 하 으며, 4학년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의 양해를 

얻어 강의 말미에 실험안내문을 배포하 으며, 타 시험을 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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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모집하기 해 학원가의 알림 , 학생들의 소규모 스터디 

등을 심으로 안내문을 배포하 다. 실험 참가를 희망한 학생들과 

사  약속 후, 실험은 해당 학생이 재학 인 학교의 조용한 강의

실, 상담실  연구자가 재학 인 학교의 상담실습실에서 실시되었

다. 

100명의 실험 참가 학생  조작확인(manipulation check)을 

한 결과 실험 안내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응답하거나, 실험처치 

략을 불일치한 방향으로 노력했다고 응답한 참가자는 0명으로, 

100명의 자료가 모두 분석에 이용되었다. 총 100명의 평균 나이는 

24.7세(SD=2.83) 다. 연구참여자의 구체 인 분포는 <표 1>과 같

다. 

<표 1> 연구참여자 분포

사례수(100명)

빈도(명) 비율(%)

집단조건
사고억제 략 집단 50 50

수용 략 집단 50 50

성별
남 46 46

여 54 54

학년

2학년 2 2

3학년 3 3

4학년 59 59

졸업 25 25

휴학 11 11

시험 종류

9  국가직 21 21

CPA 6 6

GRE 2 2

경찰공무원 3 3

서울시 7 5 5

등임용고시 58 58

침투비 괴검사 산업기사 2 2

편입시험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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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 구 차

본 연구는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독서  딴생각을 경험할 때 

사용하는 처 략에 따라 딴생각의 빈도  독서량이 증가 혹은 

감소하는지를 확인하고, 개인의 강박성향, 걱정성향, 상태불안과 

처 략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해 딴생각 빈도는 자가 분류 탐침 포착(self-classification 

probe caught) 방식(Giambra, 1995; Schooler, Reichle, & Halpern, 

2005)으로 측정되었다. 딴생각 빈도 측정을 해 Giambra(1995)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방식을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한 뒤, 빈

도 측정을 한 도구를 고안하 다. 딴생각 발생 유도  독서량 측

정을 해 읽기자료로 『 쟁과 평화』가 선정되었다. 딴생각 안내 

자료  사고억제 략, 수용 략 안내문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한 뒤, 상담 공 박사과정 1인과 박사수료 1인의 검토

를 거쳐 수정·보완되었다. 최종 확정된 실험자극들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 모집 후 총 100명의 수험생들을 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

다. 

1) 실험 자극 개발

(1) 읽기자료

실제 환경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해당 수험생이 비 인 수험자

료를 바탕으로 딴생각을 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본 연구

는 서로 다른 시험을 앞 둔 수험생을 그 연구 상으로 하며, 동일 

시험이라 할지라도 연구참여자의 시험 비도는 개인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 을 고려하여, 실험실 장면에서 딴생각을 유발하고

자 할 때 지루하고 두꺼운 책을 읽게 하는 것이 효과 이라는 선행 

연구(Schooler et al., 2004)를 바탕으로 도서『 쟁과 평화』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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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에게 읽게 하 다.『 쟁과 평화』는 많은 읽기자료를 이해 

 암기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실험실 밖 공부환경에 최 한 근 할 

것으로 단되었다. 시 에서 매 인 해당 도서 3종을 선정하여, 

상담 공 박사 수료생 2명의 검토를 바탕으로 편집과 구성에 있어 

딴생각 유발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단되는 책을 선정하 다. 선정 

시 고려된 사항은 편집상태의 가독성, 번역된 문장의 난도, 페이지 

반의 흥미도 다. 가독성은 1 (매우 읽기 어렵다)부터 5 (매우 

읽기 쉽다), 난도는 1 (매우 쉽다)부터 5 (매우 어렵다), 흥미도는 

1 (매우 지루하다)부터 5 (매우 재미있다)로 측정하 고, 기타 의

견을 도록 하 다. 그 결과, 실험에 사용된 책은 일신서 출 사

에서 출간된 『 쟁과 평화』이다. 평정 결과는 <표 2>와 같다.

본 읽기 자료는 일부 페이지가 아닌 온 한 책의 형태로 제시되

었다. 기 선 구간(20분)과 처치구간(20분)에서 연구참여자가 읽은 

독서량은 낱말 개수로 측정되어 자료 분석에서 처리되었다.

<표 2> 읽기자료 평정 결과

D 출판사 S 출판사 일신서적

박사수료생

(N=2)

가독성 4 4.5 2.5

난도 3.5 4 2

흥미도 3 3.5 1.5

의견 · 없음

· 내지 톤이 밝고 

편집이 읽기 쉬

움

· 현재와 맞춤법이 

다르고 쓰지 않

는 단어가 있어

서 집중하기 어

려움

(2) 사고탐침 측정도구 개발

Schooler 등(2004)의 연구에서는 컴퓨터 화면으로 을 읽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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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고탐침을 실시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학습장면에 가까

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딴생각을 유도하기 해, 일반 책으로 읽기

자료를 제시하 다. 해당 환경에서 사고 탐침을 하기 해 마우스나 

컴퓨터 화면, 혹은 개인의 주의를 크게 분산시킬 수 있는 큰 알람소

리 등을 피하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 다. Schooler 등(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장치를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탐

침 도구를 개발하 다. 도구의 구성은 송신을 한 연구자용 휴 가 

가능한 알람 버튼, 손목시계 형태로 만들어진 연구참여자용 수신기, 

무선송수신장치로 구성된 탐침 도구를 개발하 다. 무선호출기기 수

신기는 측정도구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가 원하는 시 에 버

튼을 르면 연구참여자가 착용한 시계에 진동이 한 번 울린다. 연

구참여자는 딴생각을 한 경우에, 시계에 부착된 버튼을 르면 되

고, 딴생각을 하지 않은 경우 응답할 필요 없이 계속 책을 읽으면 

된다. 연구자가 보낸 알람과 연구참여자의 응답 여부는 컴퓨터에 설

치한 소 트웨어 로그램에 기록이 된다. 모든 기기는 QUFIELD 

사의 제품을 사용하 으며, 연구자용 알람 버튼의 제품명은 

LM-T900F이고 송신만 가능하다. 연구참여자가 사용한 손목시계 형

태의 송수신기는 LM-D800M으로써 연구참여자가 먼  특정한 지침

에 따라 자신의 상태를 보고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보낸 진동 이후에만 보고를 하도록 하 다. 두 기기의 신호를 주고 

받는데 사용한 계 변환기는 LM-RT1000이다. 신호 데이터 송수신 

가능 거리는 최  8미터이므로 실험 진행 시 연구참여자의 읽기행

동을 방해하지 않고 연구자가 알람을 보내기 용이하다. 

(3) 사고탐침 간격 로토콜 개발

사고탐침 간격은 30  마다 측정을 했을 때 보다 1분 정도의 간

격이 딴생각 유발에 더 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

(Smallwood, Obonsawin, & Reid, 2003)를 바탕으로 최소 4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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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최  1분 20 를 넘기지 않는 변동간격으로 구성하 다. 실험에

서 사용된 사고탐침 간격은 <표 3>와 같으며 기 선과 처치구간은 

모두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사고 탐침이 이루어졌다.

<표 3> 사고 탐침 시간 간격

사고 탐침 회차 시간 간격

1회차 45

2회차 1분 15

3회차 59

4회차 1분 1

5회차 52

6회차 1분 8

7회차 40

8회차 1분 20

9회차 57

10회차 1분 3

11회차 1분 3

12회차 57

13회차 1분 20

14회차 40

15회차 1분 8

16회차 52

17회차 1분 1

18회차 59

19회차 1분 15

20회차 45

(4) 사고억제/수용 략 로토콜 개발

본 연구에서는 사고억제 략과 수용 략에 한 교육자료를 연

구참여자에게 제시하고, 해당 기법을 연습해 본 뒤, 책을 읽는 동안 

딴생각이 발생하면 해당 기법을 용해보도록 안내하 다.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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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처치 략은 해당 략의 이론  근거를 제시했을 때, 그 

결과가 훨씬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Masuda et al., 2004). 본 연

구에서는 사고억제 략의 경우 이용승  원호택(2000)이 Wegner 

등(1987)의 처치 략을 번안해 사용한 실험지시문을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하 다.

수용 략의 근거로는 수용 념치료 매뉴얼(Hayes et al., 2004)

을 바탕으로 Marck와 Woods(2005), Najmi 등(2009)이 실험지시문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을 본 실험 목 에 맞게 수정하 다. 이후, 사

고억제 략과 수용 략 지시문을 상담 공 박사수료 2인의 검토

를 통해 보완하 다.

사고억제 략은 학업수행  발생하는 딴생각이 학업에 부정

으로 작용하며, 학업수행을 조하게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때문에 딴생각을 알아차리면 극 으로 딴생각을 없애기 해 노

력해야 함을 강조하 다. 반 로 수용 략의 경우, 딴생각이 우리 

뇌의 가장 기본 인 상태라는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딴생각을 없애

려는 시도가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며 부정 인 결과를 낳을 수 있

음을 소개한다. 해당 내용은 <표 4>와 <표 5>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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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고억제 략 교육자료 일부 발췌

( 략...) 우리 뇌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딴생각을 

하게 되면 공부에 필요한 자원을 빼앗기게 됩니다. 딴생각은 당신이 

목표로 한 활동을 방해하므로, 당신은 딴생각이 떠오르면 극 으

로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없애기 해, 딴생각을 억제하려고 노력해

야 합니다. 

다음 20분 동안 당신은 독서를 하게 됩니다. 책을 읽는 동안 딴생

각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딴생각은 당신의 독서를 방해하므로, 

독서시간 동안 당신은 딴생각이 떠오르면 최 한 그 생각을 머릿속

에서 없애기 해 노력해야 합니다. 최 한 그 생각을 억제하고 없

애기 해 노력한 뒤, 독서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알람이 울리기 

에 딴생각이 발생했다면 알람이 울렸을 때 손목시계의 버튼을 

러주십시오.

<표 5> 수용 략 교육자료 일부 발췌

( 략...)  딴생각은 우리의 뇌가 기본 으로 보이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딴생각은 당신이 공부하면서 이해한 내용을 머릿속에서 

처리하는 동안 발생하기도 하고, 당신이 휴식을 취하거나 새로운 아

이디어를 떠올릴 때도 발생합니다. 생각만큼 나쁜 존재가 아니지요. 

우리 뇌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딴생각을 없애려고 

노력하게 되면 공부에 필요한 자원을 빼앗기게 됩니다. 딴 생각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신이 늪에서 씨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20분 동안 당신은 독서를 하게 됩니다. 책을 읽는 동안 딴생

각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딴생각이 떠오른다면 그 생각

을 가상의 노트에 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노트를 덮고 다시 

독서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알람이 울리기 에 딴생각이 발생했

다면 알람이 울렸을 때 손목시계의 버튼을 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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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연구

본 실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총 6명을 상으로 비 연구를 진행

하 다. 비 연구 기, 상담 공 석사를 상으로 비연구를 실

시하고자 했으나, 상담 공 박사과정 2인의 피드백을 반 하여 사고

억제 략과 수용 략에 한 사  지식이 없는 학생 4명을 

상으로 비 연구를 실시하 다. 비 실험은 실제 실험 차와 동

일하게 진행하 으며, 비연구를 통해 연구 실험 설계가 연구자의 

의도 로 잘 되었는지, 실험 실시 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실험 진

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나 보완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 다. 

비 연구를 통해 제시된 피드백의 내용은 <표 6>과 같다. 피드

백을 바탕으로 최종 실험 방법과 차를 수정하 다.

<표 6> 비 연구에서 제시된 피드백

피드백 내용 수정 내용

· 상담 공생이라 그런지 수용 

략과 사고억제 략에 해 이미 

알고 실험을 참여하게 됨

· 사  지식이 없는 일반 학생으

로 변경하여 비 연구 실시

·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하니까 연

구자가 알람을 보내는 시 을 알

고 반응하게 됨

· 연구참여자의 시야 밖에서 거리

를 두고 알람 신호를 보냄

· 시계를 차는 것보다 손에 쥐고 

하는 것이 더 편함

· 개인마다 좀 더 편하게 손목에 

차거나 손에 쥐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함

3) 본 실험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IRB)의 최종승인을 받은 이후, 

연구 상 모집과정이 이루어졌다. 연구참여를 희망한 학생들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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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잡은 뒤, 실험은 연구자와 실험 참여자가 1:1로 학 내 조

용한 강의실 혹은 상담실에서 진행이 되었다. 실험이 시작되기  

학생들에게 본 연구가 딴생각에 해 진행되는 실험이며, 자발 으

로 참여 유무를 결정할 수 있고, 언제든 개인이 원하면 실험을 단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제공한 뒤 연구 동의서를 읽고 내용

에 동의한 학생들을 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사고억제 략 집단과 수용 략 집단에 무선 배정되었다.

우선, 모든 연구참여자들을 상으로 사  검사를 실시하 다. 일

차 으로 연구참여자들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해 실시되었으며 사

 검사의 종류는 강박 침투사고 질문지(Revised Obsessional 

Intrusions Inventory: ROII), Penn State 걱정 질문지(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PSWQ), 한국  Beck 불안 질문지(Beck 

Anxiety Inventory: BAI) 다. 한 ROII와 PSWQ의 경우 침투  

사고의 범주에 포함되는 강박사고와 걱정이 딴생각의 빈도와 상

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실시되었다. 사고억제  억제 두 략

과 강박성향, 걱정성향, 불안수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이후 자료 분석 단계에서  세 가지 척도 실시 

수가 분석되었다. 사 검사 실시에는 평균 으로 10분 정도의 시간

이 소요되었다. 

다음으로 연구참여자들을 상으로 딴생각이 무엇인지에 한 교

육이 실시되었다. 교육내용은 <표 7>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에게 해

당 안내 자료를 읽게 한 뒤, 연구자가 직  그 내용을 읽어주면서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 후 다음 차가 진행되었다. 

사고 탐침을 한 손목시계 착용 후, 책을 읽으면서 알람에 맞춰 

응답버튼을 르는 것이 어렵지 않은지 실제 연습이 이루어졌다. 개

인의 편의에 따라 손목에 직  착용하거나, 손에 시계를 쥐고 실험

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첫 실험 구간은 기 선 측정구간으로써 20분 동안 사 에 개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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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딴생각 안내 자료

   딴생각이란 재 내가 하고 있는 활동과 련이 없는 모든 생각, 

심상, 충동, 기억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공부를 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공부와 련 없는 생각이 떠오르거나, 잠시 후

에 할 일이 떠오르거나, 혹은 갑작스런 충동이 마음속에 떠오른다면 

이것도 딴생각입니다.

   시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기술된 내용들 외에도 유사한 생각

들은 모두 딴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멍 때리기

   - 으로는 을 읽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

는 경우

   - 과거에 한 기억 ( : 어릴 에....., 어젯 밤에..., 아까 심 

때...)

   - 재 떠오르는 생각들( : 덥다. 이거 언제 끝나지. 머리 자르러 

가야하는데..등등)

   - 곧 닥칠 미래에 한 생각들( : 오늘 녁에...내일..이번주에...)

   - 기분 좋은 상상, 백일몽, 공격 인 생각, 부정 인 상상 등

   - 자신의 기분에 한 (오늘 우울하네, 오늘 기분이 좋아 등

등)   

그러나 다음의 시는 딴생각에서 제외합니다.

   - 읽고 있는 책과 련된 내용(방  이 내용(책에서 읽은)이 무슨 

뜻이지?)

   - 책 읽기와 련된 내용

     (내가 얼마만큼 읽었지?, 책 읽기 시작한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

지?)

   - 책 내용에 한 감정(재 다. 슬 다. 지루하다 등)

   - 공부를 로 들 경우(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지? 어느 정

도 외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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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분류 사고 탐침 시간 간격을 기 으로 20회의 알람이 주어

졌다. 이 때 연구참여자는 주어진 읽기자료인 『 쟁과 평화』를 읽

으면서 손목시계에 진동이 울리면 진동이 울리기까지의 간격 동안 

딴생각을 한 경우 손목시계의 버튼을 러 응답을 하 다. 만일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책을 읽고 있었던 경우 아무런 버튼도 르지 않

으면 그 로 로그램 상에 기록이 되었다. 이 때 진동과 진동사이

에서 딴생각의 빈도가 1회 이상이어도 반응은 한 번만 하도록 안내

가 되었다. 

기 선 측정이 끝난 후, 배정된 처치 집단에 따라 사고억제 략 

집단은 사고억제 략 자료를, 수용 략 집단은 수용 략 자료를 안

내받고 각각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 다. 자료를 읽은 뒤 연구

참여자가 충분히 해당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하 다.

각 집단별로 처치구간에서는 역시 『 쟁과 평화』를 읽으면서 

기 선 구간과 동일하게 총 20회, 20분간의 사고 탐침이 이루어졌

다. 이 때 두 집단은 모두 동일하게 딴생각이 발생하면 자신이 안내

받은 략을 시행하도록 지시받았다. 해당 략을 실시했음에도 불

구하고 딴생각이 발생할 경우에는 진동이 울렸을 때 버튼을 르도

록 하 다.

처치구간까지 실험이 실시된 후, 연구 참가자들이 본 실험 상황

에서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얼마나 충실하게 노력하 는지를 확인하

기 해 조작확인(manipulation check)을 실시하 다. 구체 인 문항

은 “1. 실험에 참여하는 동안 딴생각을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억제

하기 해(수용하기 해)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2. 실험하는 

동안 연구자의 지시에 어느 정도 따르셨습니까?”으로 이루어졌다. 

두 문항 모두 집단과 상 없이 7 (매우 많이)에 가깝게 답할수록 

실험에 한 충실도와 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 다.  

이상의 모든 실험 차가 끝난 후 디 리핑 과정을 실시하 다. 

연구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주제와 연구의 목 , 내용을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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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험을 하는 동안 어려운 이나 불편한 은 없었는지 확인하

고 질문이 있는 경우 그에 답하는 차를 진행하 다. 총 실험 시간

은 평균 7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이상의 실험 차를 그림으로 나타

내면 [그림 6]과 같다.

실험 안내 및 연구 참여 동의서 작성

⇓
사전검사 실시

(ROII, PSWQ, BAI)
⇓

딴생각 안내자료 교육 및 사고탐침 측정 장치 연습

⇓
기저수준 측정 

 -『전쟁과 평화』독서 실시

- 사고탐침 알람에 따라 딴생각 빈도 측정

- 독서량 측정 

⇓
사고억제전략 vs 수용전략 교육 및 연습 

- 배치된 실험그룹에 해당하는 전략 교육 및 실습

⇓
사고억제전략 vs 수용전략 실시 

- 사고탐침 알람에 따라 딴생각 빈도 측정

- 독서량 측정

⇓
사후 질문지 작성 

⇓
사후 설명 

[그림 6] 실험 실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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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 구 도 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도구는 다음과 같다. 두 집단의 사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한 측정도구로는 강박 침투사고 질문지, 

Penn State 걱정 질문지, 한국  Beck 불안 질문지, 기 선 독서량, 

기 선 딴생각 빈도가 사용되었다. 사고억제 략 집단과 수용 략 

집단에 한 개입을 해 각 략에 한 교육자료가 제시되었고, 

딴생각 빈도를 측정하기 해서 연구참여자가 착용하는 손목시계 

형태의 무선송수신 장치가 사용되었다.

1) 강박 침투사고 질문지

강박 침투사고 질문지(Revised Obsessional Intrusions Inventory: 

ROII)는 Purdon과 Clark(1993)이 정상인들을 상으로 하여 강박

인 생각이나 이미지, 충동 등의 빈도를 측정하기 해 개발한 자기

보고형 척도이다. 회귀분석 결과 ROII의 총 은 우울  불안의 증

상  우울 련 자동  사고  걱정과 구분되며, 강박증상과 높은 

상 계를 지녔다. 본 연구에서는 이한주(1999)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 다. 반부는 다양한 강박사고의 빈도를 0 (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에서 6 (이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한다) 사이에

서 평정하도록 하는 5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박사고 내용에 따

라 문항을 분류하면 41문항이 자생성 강박사고, 11문항이 반응성 강

박사고에 해당한다. 후반부는 반부의 문항에서 제시된 강박사고 

 가장 불편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선택한 한 가지 생각에 을 

맞추어, 그 생각에 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질문한다. 본 연구에

서는 강박사고 여부에 한 측정을 하므로 반부의 52문항까지만 

측정하며, 본 척도의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95 고 2주 간격

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94로 보고되었다. 자생성 

강박사고 집단의 경우 평균 수가 61.84 (SD=2.33)이었고, 반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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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고 집단의 경우 55.74 (SD=3.49)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의 내 합치도는 .91 다.

2) Penn State 걱정 질문지

Penn State 걱정 질문지(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PSWQ)는 걱정성향을 측정하기 해 Meyer, Metzger  

Borkovec(1990)이 개발한 것으로 16문항으로 된 자기보고 질문지이

다. 각 문항은 5  척도이고,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 합치

도는 .92로 보고되었다. 수 범 는 16 에서 80 까지이다. 56  

이상이면 범불안장애 진단기 에 합한 수로 알려져 있다

(Mennin, Fresco, Heimberg, & Turk, 1999).  본 연구에서는 김정원

과 민병배(1998)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다. 민병배(2000)의 연구

에서 임상집단과 비임상집단을 상으로 척도를 실시한 결과, 강박

장애 환자집단의 수 평균은 59.6 (SD=10.5), 범불안장애 환자집

단의 경우 62.1 (SD=10.5), 공황장애 환자집단은 53.4 (SD=7.6), 

정상인 집단은 43.7 (SD=10.7)로 보고되었다. 일반 학생을 상

으로 성별의 차이를 본 결과, 남자는 46.99 (SD=9.87), 여자는 

52.33 (SD=10.42) 다(오 아, 정남운, 2011). 본 연구에서의 내 합

치도는 .95 다.

3) 한국  Beck 불안 질문지

Beck 불안 질문지(Beck Anxiety Inventory: BAI)는 불안증상의 

심각도를 측정하기 한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Beck, Epstein, 

Brown과 Steer(1988)에 의해 개발되었다. Kwon(1992)이 한국어로 

번역하 고, 한국  BAI의 내척합치도는 .93 고 반분신뢰도는 .89

이었으며,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4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한주(1999)의 논문에서 쓰인 질문지를 사용하 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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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로부터 불안을 신뢰롭게 변별하기 한 목 으로 BAI가 개발되었

다.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불안의 정도를 4  

척도(0 :  느끼지 않았다, 1 : 조  느 다, 2 : 상당히 느

다, 3 : 심하게 느 다.)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총 21문항으

로 구성되며 각 평정치를 합산한 총 이 불안 정도를 나타내고, 내

합치도는 .93으로 보고되었다. Beck과 Steer(1990)는 BAI 수 

0-9 을 정상수 으로, 10-18 을 경미한 수 의 불안으로, 19-30

을 심한 수 , 30-63 을 매우 심한 수 의 불안으로 구분하 다. 

국내 연구의 경우, 육성필과 김 술(1997)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거

나 외래를 통해 치료 인 환자집단과 비환자 집단을 상으로 본 

질문지의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 다. 정신과  장애의 

유형에 따른 평균 BAI 수는 불안장애 집단의 경우 22.4

(SD=12.4), 정동장애 집단의 경우 15.2 (SD=11.2), 일반인 집단의 

경우 14.3 (SD=8.3) 으로 보고되었다. 이들은 각 장애 평균에 1 

표 편차를 합산하여 불안장애의 경우 34 , 정동장애는 26 , 정신

분열증을 포함한 기타장애는 26 , 비임상집단의 경우 22 을 

cut-off 수로 하여 각 장애에서의 불안 정도를 평가할 것을 제안

하 다. 일반 학생을 상으로 실시한 이미소(2013)의 연구에서 

평균 수는 10.94 (SD=8.48)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 합

치도는 .87 다.

4) 사고탐침 측정도구

Schooler 등(2004)의 연구에서는 컴퓨터 화면으로 을 읽게 하

고 사고탐침을 실시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일상에 가까운 자

연스러운 환경에서 딴생각을 유도하기 해, 일반 책으로 읽기자료

를 제시하고자 한다. 인 이지 않은 상황에서 딴생각 빈도를 측정

하기 해 마우스나 컴퓨터 화면, 개인의 주의를 크게 분산시키는 

큰 알람소리 등을 피하고, 연구자가 버튼을 르면 연구참여자가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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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손목시계 장치에서 진동이 울린다. 이 때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딴생각 여부에 따라 장치의 버튼을 르면 상호간의 신호와 응답여

부가 노트북에 연결된 장치를 통해 무선으로 기록이 되는 구조이다. 

해당 장치는 Schooler 등(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장치를 본 연구

의 목 에 맞게 일부 수정하 다. 

5) 독서량 측정도구

실험실 장면에서 딴생각을 유발하고자 할 때, 지루하고 두꺼운 

책을 읽게 하는 것이 효과 이라는 선행 연구(Schooler et al., 2004)

를 근거로  도서『 쟁과 평화』를 독서량 측정의 읽기자료로 제공

하 다. 실험 자극 개발 단계에서 상담 공 박사 수료생 2인의 평

정을 통해 선정된 일신서 출 사의 출간 을 사용하 다.

 본 읽기 자료는 일부 페이지가 아닌 온 한 책의 형태로 제시되

었다. 기 선 구간(20분)과 처치구간(20분)에서 연구참여자가 읽은 

독서량은 낱말 개수로 측정되어 자료 분석에서 처리되었다.

6) 사후 질문지

실험과정에서 얼마나 억제노력과 연구자 지시에 순응했는지 순응

도(compliance)를 측정하기 해 Najami, Reimann과 Wegner(2009)

가 개발한 3문항의 자기보고형 질문지를 본 실험에서는 처 략에 

한 노력(실험에 참여하는 동안 딴생각을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억

제하기 해(수용하기 해)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순응도(실험

하는 동안 연구자의 지시에 어느 정도 따르셨습니까?)에 해 1

(  아님)에서 7 (매우 많이) 사이의 Likert 척도를 통해 평정하

도록 본 연구에 맞게 일부 수정하 다. 

<표 8>은 100명의 참여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이다. 처치

략을 따른 정도에 한 평균은 6.24 으며, 체가 5  이상에 응답



- 65 -

문항 평균 표 편차 5 6  7  

처치 략을 

따른 정도
6.24 .67 13명 50명 37명

실험지시를 

따른 정도
6.48 .56 3명 46명 51명

<표 8> 처치 략과 실험지시를 따른 정도에 한 기술통계량

하 으며, 6  이상이 체의 87%에 이르 다. 실험지시를 따른 정

도에 한 평균은 6.48이었으며, 마찬가지로 체가 5  이상에 응

답하 으며, 6  이상이 체의 97%에 이르 다. 따라서 연구참여자

들이 체로 처치 략과 실험지시에 성실히 임했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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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 료 분 석

본 연구는 각 처치 집단 간 측정 시기에 따른 종속 변인 측정치

의 차이를 보기 해서 처치 조건(수용과 억제)을 피험자간 변인으

로, 측정시기(기 선과 처치구간)를 피험자 내 변인으로 한 혼합설

계(mixed design)를 사용하 다. 다음과 같이 자료분석을 실시하

다. 비 분석 후, 각 집단 간 사  동질성을 확인하기 하여 기

선 딴생각, 기 선 독서량, 강박, 걱정, 불안과 련된 측정치에 해 

독립표본 t-test를 사용하 다.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연구참여자들의 딴생각 빈도와 독서량을 

확인하기 해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사용하여 딴생각 빈도와 독서량

의 변화 양상이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 다. 

한 종속치에 한 처치효과가 개인의 강박, 걱정, 불안 수 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하기 해 다회기분석을 실시하 으며, 결과

해석의 편의를 해 처치종류는 비코딩(억제:-1, 수용:1)을 하 으

며, 강박, 걱정, 불안 수는 독립변수간의 독립성 가정을 하여 센

터링하 다.

본 연구의 모든 자료 분석은 SPSS 18.0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

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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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결 과

1 .  비 분 석

본 분석에서는 연구가설을 확인하기에 앞서 연구참여자의 연령과 

시험종류, 강박, 걱정, 불안 수  기 선과 처치구간의 딴생각 빈

도와 독서량에 한 기술통계치를 제시하고, 사고억제 략 집단과 

수용 략 집단이 동질한 집단인지를 알아보기 해 처치 별 사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 다.

1) 처치별 사  동질성 확인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 사고억제 략 집단과 수용 

략 집단이 기 선 딴생각 빈도, 기 선 독서량, 강박, 걱정, 불안과 

련하여 동질한 집단인지를 알아보기 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

시하 다. 그 결과, 처치 이 의 기 선 딴생각, 독서량, 강박, 걱정, 

불안 정도에 있어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지 않았다(p>.05). 따라서 처치 이 의 두 집단 간 딴생각, 독서량, 

강박, 걱정, 불안 수 에 있어 동질한 것으로 단된다. 각 변인에 

따른 평균과 표 편차, 통계량은 <표 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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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처치 종류 사례수 평균 표 편차 df t(p)

기 선

딴생각

수용 50 12.12 3.67
98 .18(.86)

억제 50 12.00 3.08

기 선

독서량

수용 50 3103.92 668.91
98 -1.17(.25)

억제 50 3268.16 736.97

강박
수용 50 31.64 14.51

98 -1.03(.31)
억제 50 35.32 20.62

걱정
수용 50 50.54 15.04

98 1.34(.18)
억제 50 46.82 12.65

불안
수용 50 14.36 7.13

98 .59(.56)
억제 50 13.54 6.81

<표 9> 집단 간 사  기술통계량 

2) 연구참여자의 나이  시험종류 

연구참여자의 평균 나이는 24.7세(SD=2.83)이고, 나이와 시험종류

간의 계는 <표 10>과 같다. 연령 의 빈도를 보면 23세가 53명으

로 가장 높은데, 이는 임용고시를 비하는 연구참여자의 수가 가장 

많은 것과도 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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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연구참여자의 나이와 시험종류

시험종류
전체

(명)
나이

(세)
9급 CPA GRE

경찰

공무원

서울시 

7급

초등

임용

침투

비파괴
편입

21 0 1 0 0 0 0 0 3 4

22 1 1 0 0 0 2 0 0 4

23 2 3 1 0 1 44 2 0 53

24 0 0 1 0 0 6 0 0 7

25 0 1 0 0 0 1 0 0 2

26 1 0 0 0 0 1 0 0 2

27 4 0 0 2 0 1 0 0 7

28 4 0 0 1 2 0 0 0 7

29 5 0 0 0 2 0 0 0 7

30 2 0 0 0 0 0 0 0 2

31 1 0 0 0 0 0 0 0 1

32 1 0 0 0 0 3 0 0 4

전체 21 6 2 3 5 58 2 3 100

3) 연구참여자의 강박, 걱정, 불안 측정치

연구참여자를 상으로 실시한 강박 침투사고 질문지(ROII), 

Penn State 걱정 질문지(PSWQ), 한국  불안 질문지(BAI)의 값은 

다음의 <표 11>과 같다. 강박 침투사고 질문지의 경우 최  수가 

0 , 최고 수가 312 의 질문지로써,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를 

상으로 한 측정값은 평균 수가 33.48(SD=17.83), 최소값 2 , 최

값 98 으로 확인되었다. Penn State 걱정 질문지의 경우 최  16

부터 최고 80 인데, 본 연구참여자 집단의 경우 최소값은 26 , 최

값은 75 이었으며, 평균은 48.68 (SD=13.94) 다. 마지막으로 한

국  불안 질문지는 최  0 부터 최고 63 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최소값 2 , 최 값 33 , 평균은 13.95 (SD=6.94)



- 70 -

다. 각 척도의 빈도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 [그림 7], [그림 8], 

[그림 9]과 같다. 

<표 11> 연구참여자의 강박, 걱정, 불안 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검사 종류

강박(ROII) 100 33.48 17.83 2 98

걱정(PSWQ) 100 48.68 13.94 26 75

불안(BAI) 100 13.95 6.94 2 33

[그림 7] 강박 침투사고(ROII) 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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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걱정(PSWQ) 수 분포

[그림 9] 불안(BAI) 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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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선 구간과 처치 구간의 딴생각 빈도

본 연구는 사고억제 략과 수용 략의 개입시 을 기 으로, 

기 선 구간과 처치구간의 측정시 을 두 번 갖는다. 각 구간은 20

분 동안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간 내에서 각각 20회씩 총 40회의 사

고 탐침이 이루어졌다. 기 선 구간의 딴생각 빈도 기술통계량은 

<표 12>에, 20회의 사고탐침에 따른 딴생각 빈도 평균값은 <표 

13>에 제시하 으며, 이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은 [그림 10]과 같다. 

우선 <표 12>를 보면 어떠한 개입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딴

생각 빈도는 20분간 20회를 측정하 을 때 평균 12.06회(SD=3.37)임

을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 집단 체 값에서 최소값은 5회, 최 값

은 19회이다. [그림 10]을 보면 연구참여자 집단 체의 딴생각 빈

도 값의 평균과 수용 략 집단, 사고억제 략 집단의 딴생각 빈도 

평균 값이 사고 탐침 회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다. 

수용 략 집단의 경우 평균 .62, 사고억제 략 집단의 경우 .72로 

시작하 으나, 기  구간의 탐침 5회차에서 두 집단의 값은 .42로 

동일해진 뒤 다시 달라진다. <표 2>의 사고 탐침 시간 간격을 고려

했을 때, 탐침 5회차는 기 선 구간의 측정이 시작 후 4분 52 가 

경과된 시 이다. 5회차에 최 값을 보인 후, 이후 측정값에서는 빈

도평균값이 증감이 반복됨을 알 수 있다.

기 선 구간

딴생각 빈도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수용(N=50) 12.12 3.67 6.00 19.00

억제(N=50) 12.00 3.08 5.00 18.00

체(N=100) 12.06 3.37 5.00 19.00

<표 12> 기 선 딴생각 빈도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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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침회차
수용(N=50) 억제(N=50) 체(N=100)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기 1 .62 .49 .72 .45 .67 .47

기 2 .62 .49 .52 .50 .57 .50

기 3 .54 .50 .54 .50 .54 .50

기 4 .62 .49 .42 .50 .52 .50

기 5 .42 .50 .42 .50 .42 .50

기 6 .70 .46 .68 .47 .69 .46

기 7 .66 .48 .80 .40 .73 .45

기 8 .60 .49 .68 .47 .64 .48

기 9 .54 .50 .62 .49 .58 .50

기 10 .58 .50 .52 .50 .55 .50

기 11 .60 .49 .74 .44 .67 .47

기 12 .66 .48 .60 .49 .63 .49

기 13 .62 .49 .48 .50 .55 .50

기 14 .66 .48 .68 .47 .67 .47

기 15 .62 .49 .58 .50 .60 .49

기 16 .66 .48 .68 .47 .67 .47

기 17 .54 .50 .50 .51 .52 .50

기 18 .56 .50 .56 .50 .56 .50

기 19 .64 .48 .70 .46 .67 .47

기 20 .66 .48 .56 .50 .61 .49

<표 13> 기 선 탐침시 별 딴생각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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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구간

딴생각 빈도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수용(N=50) 6.76 3.14 1.00 13.00

억제(N=50) 13.50 3.48 6.00 19.00

체(N=100) 10.14 4.73 1.00 19.00

각 집단 간 사고억제 략과 수용 략 실시 이후 처치 구간의 

딴생각 빈도 기술통계량은 <표 14>에, 20회의 사고탐침에 따른 

딴생각 빈도 평균값은 <표 15>에 제시하 으며, 이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은 [그림 11]과 같다. 우선 <표 14>를 보면 연구참여자 

집단 체의 딴생각 빈도는 20분간 20회를 측정하 을 때 평균 1

0.14회(SD=4.73)임을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 집단 체 값에서 

최소값은 1회, 최 값은 19회이다. 수용 략 집단의 경우 딴생각 

빈도 평균값은 6.78회(SD=3.17)이고, 최소값은 1회, 최 값은 13회

이다. 억제 략 집단의 경우 딴생각 빈도 평균값은 13.5회(SD=3.

48)이고, 최소값은 6회, 최 값은 19회이다. [그림 11]을 보면 연구

참여자 집단 체의 딴생각 빈도 값의 평균과 수용 략 집단, 사

고억제 략 집단의 딴생각 빈도 평균 값이 사고 탐침 회차에 따

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다. 기 선 구간과 달리 수용 략 

집단의 경우 평균 .58, 사고억제 략 집단의 경우 .16로 시작하

고, 두 집단의 각 탐침 회차별 값은 서로 다르게 증감을 보이다가 

탐침 5회차에서 .50으로 동일한 값을 보이는데 이는 기 선 때와 

동일한 상이다. <표 2>의 사고 탐침 시간 간격을 고려했을 때, 

탐침 5회차는 사후 구간의 측정이 시작 후 4분 52 가 경과된 시

이다. 탐침 13회차에서는 동일한 값은 아니나 수용 략 집단이 

.36, 억제 략 집단이 .34로 근사치를 보이고 탐침 13회차는 측정 

시작 후 13분 20 가 경과된 시 이다.

<표 14> 처치 후 딴생각 빈도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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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침회차
수용(N=50) 억제(N=50) 체(N=100)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사후1 .58 .50 .16 .37 .37 .49

사후2 .56 .50 .42 .50 .49 .50

사후3 .56 .50 .78 .42 .67 .47

사후4 .50 .51 .80 .40 .65 .48

사후5 .50 .51 .50 .51 .50 .50

사후6 .34 .48 .76 .43 .55 .50

사후7 .24 .43 .84 .37 .54 .50

사후8 .20 .40 .82 .39 .51 .50

사후9 .16 .37 .60 .49 .38 .49

사후10 .56 .50 .72 .45 .64 .48

사후11 .20 .40 .86 .35 .53 .50

사후12 .18 .39 .82 .39 .50 .50

사후13 .36 .48 .34 .48 .35 .48

사후14 .38 .49 .72 .45 .55 .50

사후15 .20 .40 .70 .46 .45 .50

사후16 .22 .42 .72 .45 .47 .50

사후17 .46 .50 .78 .42 .62 .49

사후18 .38 .49 .56 .50 .47 .50

사후19 .04 .20 .82 .39 .43 .50

사후20 .16 .37 .78 .42 .47 .50

<표 15> 처치 후 탐침시 별 딴생각 빈도



-
 7

7
 -

[그
림

 1
1

] 
처

치
 구

간
의

 
딴

생
각

 빈
도

 
변

화



- 78 -

5) 기 선 구간과 처치 구간의 독서량

본 연구에서의 독서량은 연구참여자가 제시된 시간 동안 읽은 단

어의 개수로 측정되었으며 기 선 구간과 처치 구간의 독서량 값은 

다음의 <표 16>과 <표 17>에 제시되어 있다. 기 선 구간의 체 

독서량의 평균은 3186.04(SD=705.04)이다. 즉 20분 동안 연구참여자

가 평균 으로 3186.04개의 단어를 읽었다고 볼 수 있다. 수용 략 

집단의 기 선 독서량 평균은 3103.92(SD=668.91)이고, 사고억제 

략 집단의 독서량 평균은 3268.16(SD=735.96)이다. 처치 후 독서량

을 보면 체 집단의 평균 값은 3432.29(SD=902.54)이고, 수용 략 

집단의 경우 3936.04(SD=757.65), 사고억제 략 집단의 경우 

2928.54(SD=744.22)이다. 

기 선 독서량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수용(N=50) 3103.92 668.91 2001 4983

억제(N=50) 3268.16 736.96 1842 4983

체(N=100) 3186.04 705.04 1842 4983

<표 16> 기 선 독서량 기술통계량

처치 후 독서량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수용(N=50) 3936.04 757.65 2690 6003

억제(N=50) 2928.54 744.22 1789 4590

체(N=100) 3432.29 902.54 1789 6003

<표 17> 처치 후 독서량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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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 용   사 고 억 제  략  집 단 의  딴 생 각  빈 도

수용 략 사용 집단과 사고억제 략 사용 집단의 딴생각 빈도

에 한 반복측정 결과를 분석하기 에, 반복측정분산분석에서 

요한 가정인 합동 치성 가정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 다. 반

복측정분산분석은 처리  간의 상 이 동일하고 반복 으로 측정되

는 값의 시 에 따른 분산이 동일하다는 합동 치성 가정을 충족해

야 한다. 이를 해 Mauchly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 고, 이에 

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 딴생각 빈도에 한 Mauchly의 구형성 검증

피험자내

효과

Mauchly's 

W
χ2 df

유의

확률

Greenhouse-

Geisser's ε

측정시점 1.000 .000 0 .000 1.000

Mauchly의 구형성 검증 결과 유의확률이 .05보다 작게 나왔으므

로 딴생각 빈도에 한 반복측정치의 구형성 가정을 배한다. 구형

성 가정 배시에는 Greenhouse-Geisser의 ε 값을 활용해 수정된 

일변량분석을 이용하거나 이같은 처방안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Pillai의 트 스 는 Willis의 람다 항목을 이용하여 다변량 검정을 

실시해야 한다(박 배, 2003). Greenhouse-Geisser 방식으로 자유도

를 보정한 검증결과는 다음의 <표 19>와 같다. 측정 시 의 주 효

과  시 과 처치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 모두에서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은 값이 나왔으므로, 딴생각 빈도에 한 결과를 해석하

기 한 구형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측정시  별 수용 략  사고억제 략 집단의 딴생각 빈도에 

한 추정된 주변평균을 제시하면 <표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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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딴생각 빈도에 한 Greenhouse-Geisser 피험자내 효과검증

변산원 자승합 df 평균자승 F 유의확률

시점 184.320 1 184.320 58.457 .000

시점x처치 591.680 1 591.680 187.653 .000

오차(시점) 309.000 98 3.153

<표 20> 측정시 별 집단 간 딴생각 빈도의 추정된 주변평균

측정시점 집단 평균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기저선
수용 12.12 .479 11.16 13.07

억제 12.00 .479 11.04 12.95

처치구간
수용 6.76 .471 5.82 7.69

억제 13.52 .471 12.58 14.45

<표 21> 딴생각 빈도에 한 피험자내 비검정

변산원 측정시점 자승합 df
평균

자승
F

유의확

률

시점
기저선 대 

처치구간
368.64 1 368.640 58.457 .000

시점x

처치

기저선 대

처치구간
1183.360 1 1183.360 187.653 .000

오차

(시점)

기저선 대 

처치구간
618.000 98 6.306

<표 21>에서 알 수 있듯이, 기 선 구간에서의 딴생각 빈도의 

평균값은 처치 구간에서의 딴생각 빈도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이(p< .001)를 보 다. 

처치 종류간의 효과 검정 결과는 <표 22>에 나와 있다. 수용 

략 집단과 사고억제 략 집단 간의 딴생각 빈도 평균값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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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원 자승합 df
평균

자승
F

유의확

률

절편 12321.000 1 12321.000 1268.418 .000

전략

집단
275.560 1 275.560 28.368 .000

오차 951.940 98 9.714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p< .001).

<표 22> 집단 간 효과검정

이상의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2]와 같다. X축은 기

선과 처치 구간의 두 시 을, Y축은 수용 략  사고억제 략 

집단 간 측정시  별 딴생각 빈도의 추정된 주변평균 값을 나타낸

다. [그림 12]를 보면 수용 략 집단과 사고억제 략 집단은 기

선 구간에서는 유사한 평균값을 보이나, 처치구간에서 사고억제 

략 집단은 다소 증가한 반면 수용 략 집단은 큰 폭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2] 측정시 별 집단 간 딴생각 빈도 평균값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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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 용   사 고 억 제  략  집 단 의  독 서 량

수용 략 사용 집단과 사고억제 략 사용 집단의 독서량에 

한 반복측정 결과를 분석하기 에, 합동 치성 가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해 Mauchly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 고, 이에 한 결

과는 <표 23>과 같다. 

<표 23> 독서량에 한 Mauchly의 구형성 검증

피험자내

효과

Mauchly's 

W
χ2 df

유의

확률

Greenhouse-

Geisser's ε

측정시점 1.000 .000 0 .000 1.000

Mauchly의 구형성 검증 결과 유의확률이 .05보다 작게 나왔으므

로 이는 독서량 한 반복측정치의 구형성 가정을 배한다. 가정 

폐기에 한 안으로 Greenhouse-Geisser 방식으로 자유도를 보정

하 고, 그 검증결과는 다음의 <표 24>와 같다. 측정 시 의 주 효

과  시 과 처치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 모두에서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은 값이 나왔으므로, 독서량 한 결과를 해석하기 한 

구형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4> 독서량에 한 Greenhouse-Geisser 피험자내 효과검증

변산원 자승합 df 평균자승 F
유의

확률

시점 3031953.125 1 3031953.125 22.200 .000

시점x

처치
1.716E7 1 1.716E7 125.662 .000

오차

(시점)
1.338E7 98 136574.556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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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측정시 별 집단 간 독서량의 추정된 주변평균

측정시점 집단 평균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기저선
수용 3103.92 99.52 2906.41 3301.42

억제 3268.16 99.52 3070.65 3465.66

처치구간
수용 3936.04 106.20 3725.28 4146.79

억제 2928.54 106.20 2717.78 3129.29

<표 26> 독서량에 한 피험자내 비검정

변산원 측정시점 자승합 df
평균

자승
F

유의

확률

시점
기저선 대 

처치구간
6063906.250 1 6063906.250 22.200 .000

시점x

처치

기저선 대

처치구간
3.432E7 1 3.432E7 125.662 .000

오차

(시점)

기저선 대 

처치구간
2.677E7 98 273149.113

측정시  별 수용 략  사고억제 략 집단의 독서량에 한 

추정된 주변평균을 제시하면 <표 25>와 같다. <표 26>을 보면 기

선 구간과 처치 구간의 독서량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p< 

.001)를 보 다. 

처치 종류간의 효과 검정 결과는 <표 27>에 나와 있다. 수용 

략 집단과 사고억제 략 집단 간의 독서량 평균값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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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집단 간 효과검정

변산원 자승합 df
평균

자승
F

유의

확률

절편 1.095E9 1 1.095E9 2373.698 .000

전략

집단
4444296.423 1 4444296.423 9.634 .002

오차 4.521E7 98 461329.715

이상의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3]과와 같다. X축은 

기 선과 처치 구간의 두 시 을, Y축은 독서량의 추정된 주변평균 

값을 나타낸다. [그림 13]을 보면 독서량에 있어 수용 략 집단과 

사고억제 략 집단은 기 선 구간에서는 그 차이 값의 폭이 크지 

않으나, 처치구간에서 사고억제 략 집단은 다소 감소한 반면 수용 

략 집단은 큰 폭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3] 측정시 별 집단 간 독서량 평균값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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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상 호 작 용 결 과

1) 딴생각 빈도

본 분석에서는 딴생각 빈도에 한 처치효과가 강박, 걱정, 불안 

수 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 다. <표 28>에는 이에 한 결

과가 제시되어 있다. 딴생각 빈도는 강박, 걱정, 불안 수의 변화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았다(p>.05). 한 딴생각 빈도에 한 

략 종류와 강박, 걱정, 불안의 상호작용을 확인한 결과, 략 종류

에 따른 딴생각 빈도 차이는 강박수 과 걱정수 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용 략에 따른 딴생각 빈도 차이는 불

안수 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사고

억제 략을 사용한 집단은 수용 략 사용 집단 비 불안 수 이 

높으면 딴생각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모형 B S.E. 베타 t

기 선 빈도수 .70 .92 .50 9.32***

처치종류 -3.43 .23 -.72 -14.87
***

강박 -.03 .02 -.10 -1.67

걱정 -.05 .02 -.14 -1.95

불안 .08 .05 .11 1.47

처치종류×강박 -.01 .02 -.02 -.37

처치종류×걱정 .05 .02 .13 1.99

처치종류×불안 -.12 .05 -.17 -2.32
*

*p<.05, ***p<.001.

<표 28> 딴생각 빈도에 한 략 종류와 강박, 걱정, 불안의 상호작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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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B S.E. 베타 t

기 선 독서량 .83 .08 .65 10.57***

처치종류 582.77 50.55 .65 11.53***

강박 7.09 3.48 .14 2.04*

걱정 2.31 5.04 .04 -1.95

불안 -5.52 11.26 -.04 -.49

처치종류×강박 .72 3.71 .01 .19

처치종류×걱정 -5.80 5.00 -.09 -1.16

처치종류×불안 25.62 11.30 .20 2.27*

*p<.05, ***p<.001.

<표 29> 독서량에 한 처치종류와 강박, 걱정, 불안의 상호작용 분석 결

과 

2) 독서량

본 분석에서는 독서량에 한 처치효과가 강박, 걱정, 불안 수

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 다. <표 29>에는 이에 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사용 략에 따른 독서량의 차이는 강박수 과 걱정

수 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았다(p>.05). 하지만 사용 략에 

따른 독서량의 차이는 불안수 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딴생각이 발생했을 때 수용 략을 사용한 집단은 

불안수 이 높으면 독서량이 증가하는 반면, 사고억제 략을 사용

한 집단은 불안수 이 높을수록 독서량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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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제 언

본 연구는 학생들이 학습  경험하게 되는 딴생각에 한 

처 략인 수용 략과 사고억제 략이 딴생각의 발생 빈도와 독서

량에 어떤 향을  것인지 확인하기 한 목 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해 선행 연구를 토 로 딴생각의 정의에 한 안내 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연구참여자에게 교육한 뒤 제시된 읽기 자료를 읽는 

동안 발생하는 딴생각 빈도와 독서량의 기 선을 측정하고, 처 

략의 종류에 따라 딴생각 빈도와 독서량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

지 살펴보았다. 한, 연구참여자의 강박, 걱정, 불안 수 이 딴생각

에 한 처 략의 효과와 상호작용을 하는지 확인하 다.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한 의미를 설명하고, 

상담 장면에의 시사   연구의 제한 에 해 종합 으로 논하고

자 한다. 

1 .  처 략 에  따 른  딴 생 각  발 생  빈 도 와  독 서 량

수용 략 사용 집단과 사고억제 략 사용 집단의 딴생각 발생 

빈도와 독서량에 한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기 선 구간과 처 

략 사용 구간에서 딴생각 빈도의 평균값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p< .001)를 보 다. 딴생각 빈도의 추정된 주변 평균값을 비교

했을 때, 수용 략 사용 집단(M=12.12)은 기 선(M=6.76) 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사고억제 략 사용 집단(M=13.52)은 기 선 

보다(12.00) 다소 빈도의 평균값이 증가하 다. 분석 결과 사후 구간

에서의 딴생각 빈도와 독서량에 한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001).

이러한 결과는 사고억제의 역설  효과와 수용 략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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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라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즉, 특정 사고를 억

제하고자 했을 때 오히려 해당 사고가 더욱 증가하는 역설  효과

가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Wegner, Schneider, Carter & White, 

1987). 특히 주목할 은 수용 략을 사용한 집단의 딴생각 빈도가 

매우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기 선 구간에서 측정된 수용 집

단의 딴생각 발생 빈도 평균은 12.12회(SD=3.67)이다. 그리고 처치 

구간에서의 발생 빈도 평균은 6.76회(SD=3.14)로 거의 반으로 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수용 기반 처치를 했을 때 침투  사고로 

인한 불편감은 감소했지만 빈도는 감소시키지 못했던 결과(이미소, 

2013; Marcks & Woods, 2005; Najmi, Riemann, & Wegner, 2009)

와 달리 실제 딴생각의 발생 빈도가 감소했다는 에서 매우 의미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의 원인을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에 이루어진 사고억제 략과 수용 략의 연구는 

본인이 원치 않는 침투 인 사고를 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Rutledge, 1998; Salkovskis & Campbell, 1994; Smári et al., 1995), 

이때 원치 않는 사고의 기 은 사고의 내용  측면에서 본인이 심

리  불편감을 느끼는 지 다. 때문에 실험에서 제시된 사고유형이 

강박사고, 걱정, 불안  무엇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으며, 강박

사고 내에서도 자생  강박사고인지 반응  강박사고인지가 분리되

지 않고, 강박사고와 걱정이 같이 제시되거나, 혹은 립  사고과 

부정  사고를 모두 포함하는 등, 사고 유형의 제시가 명확하지 않

았다. 수용 략 역시 본인이 원치 않는 사고, 느낌, 경험, 감정 등을 

있는 그 로 받아들이는 태도(Hayes, 1994)라는 정의와 달리 좀 더 

제한 으로 심리  불편감에 한 심리  수용을 강조하며 침투사

고 자체 보다는 침투사고로 인한 개인의 심리  불편감을 수용하도

록 개입을 제공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경험 회피를 이해함에 있어, 계구성틀 

이론에서 설명하는 언어의 임의 이고 유추한 계에 착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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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딴생각을 선정하여 사고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 본인

이 수행하는 과제와 련이 없는 방해요인으로써의 딴생각을 억제

하도록 하 다. 수용 략 역시 방해요인으로써의 딴생각에 한 인

지  평가를 바꿀 수 있는 근거자료를 교육시킴으로써, 과제에 집

하지 못하고 딴생각을 하는 자신에 한 부정  견해를 변화시켜 

딴생각을 으로 인지하지 않도록 만든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 ‘학습  하는 딴생각은 부정 인 것이며 공부에 방해가 

되므로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는 딴생각에 한 개인의 계구성  

학습 내용을 변화시켰고, 이 결과 수용의 효과가 딴생각 빈도 감소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수용 략을 사용한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한 독서량과 반

로 사고억제 략을 사용한 집단에서 독서량이 감소한 것 역시 연

구 가설에서 측한 로 수용 략의 효과가 잘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독서량의 감소와 증가 모두 동일한 에서 해석이 가능하

다. Carver와 Scheier(1981)은 개인이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면 주

의집 이 과제의 단서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수행이 하된다고 

주장했다. Baumeister et al.,(1998) 역시 개인의 정신  에 지는 한

정 이기 때문에 자기 통제로 인해 오히려 과제 집 에 실패를 가

져올 수 있다고 하 다. Mathews와 Macleod(2002)는 한 정보가 개

인에게 입력되었을 때, 그 정보의 성에 한 개인의 평가에 따

라 자극의 의미나 표상에 한 활성화가 달라진다고 하 다. 때문에 

해당 정보 자극을 인 것으로 평가하면 이에 해 추가 인 

주의자원을 배분하기 때문에 다른 과제에 분배되어야 할 주의 자원

이 어들게 된다고 보았다. 이상의 주장들을 종합해보면, 사고억제

는 개인의 주의 자원을 딴생각을 억제하려는 노력에 쏟게 만들어 

정작 집 해야 할 과제의 수행을 하시킨다는 것이다. 때문에 사고

억제로 인한 주의분산이 사고억제 집단의 독서량 감소를 가져온 것

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반 로 수용 집단의 경우 딴생각에 한 가를 변화시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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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거나 억제할 상이 아닌 것으로 인지  평가를 내리게 되어, 

주의자원이 과제에 배분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고무 인 부

분은 기 선 구간에 비해 수용 집단의 독서량이 증가한 것인데, 이

는 자연발생 인 딴생각에 해 수용 략을 사용할 경우 역설 이

게도 의도 으로 딴생각을 통제하려고 한 경우보다 오히려 개인이 

원하는 상태에 도달했음을 보여 다.

한 딴생각을 하지 않는 지각의 동조화 상태에서는 외부 자극

과 내  표상 사이에 주의 자원이 골고루 배분되기 때문에 작업기

억 상에서 활발하게 학습이 이루어지지만, 딴생각으로 인해 탈동조

화 상태가 되면 외부 자극에 한 주의의 차단이 일어나고 내  표

상에 주의가 집 되어 개인의 과제 수행이 조해진다는 연구 결과

(Smallwood, Fishman, & Schooler, 2007)와도 맥을 같이 한다. 딴생

각 발생 빈도가 증가한 사고억제 략 집단의 경우 독서량은 기

선 보다 감소하 고, 수용 략 집단의 경우 딴생각 발생 빈도는 감

소하고 독서량은 기 선보다 증가하 다. 

기 선 구간에서의 측정값을 보면 수용 략 집단과 사고억제 

략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후 구간에서 처 

략에 따라 딴생각 발생 빈도와 독서량이 변화한 것을 고려해보면 

학습  딴생각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해요인으로 지각해서 억제하

고자 극 인 노력을 할수록 오히려 딴생각은 역설 으로 더 빈번

하게 발생하고, 학습에 한 수행은 조해질 것을 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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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 간 에  따 른  딴 생 각  발 생  빈 도 의  변 화

본 연구는 기 선 구간 20분, 처치 구간 20분 총 40분간의 측정

을 통해 딴생각의 발생 빈도를 포착하 다. 특정한 표  사고에 

한 사고억제 략 혹은 수용 략의 향력을 연구한 경우, 5분 이

내의 짧은 측정 시간으로 인해 충분히 딴생각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험에서의 사고 탐침 시간 간격은 최소 40  

이상, 최  1분 20 를 넘기지 않는 탐침 간격에 따라 기 선 20회, 

처치 구간 20회의 사고 탐침이 이루어졌다. 

[그림 10]의 기 선 구간을 보면 체 평균값과 수용 략 집단, 

사고억제 략 집단의 변화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다. 그러나 [그

림 11]의 처치 구간을 보면 수용 략과 사고억제 략의 탐침 회차 

별 딴생각 발생 빈도가 서로 상이하게 변화함을 알 수 있다. 몇 가

지 여겨 볼 은 첫째, 기 선 구간의 탐침 5회차이다. 이 시기는 

측정 시작 후 4분 52 가 경과한 시 인데, 미세하지만 서로 다른 

측정값을 보이던 두 집단이 해당 시 에서는 동일한 값을 보이며 

20회의 탐침 회차  가장 최 값(.42)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어디에 기인하는지 본 연구를 통해서는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후 연구에서 다시 살펴보았으면 한다.

처치 구간의 경우 기 선 구간과 달리 수용 략 집단의 경우 평

균 .58, 사고억제 략 집단의 경우 .16으로 시작한다. 시작 시 에

서는 오히려 사고억제 략이 딴생각 발생 빈도 감소에 효과 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두 집단의 값은 역시나 탐침 5회차에서 .50

으로 동일한 값을 보인 이후 탐침 13회차에서 수용 략 집단이 

.36, 사고억제 략 집단이 .34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 사고억제 략 

집단이 수용 략 집단보다 계속 높은 빈도 평균을 보여 다. 

처치 구간을 보면 사고억제 략 집단의 그래 는 주기 으로 감

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것을 반복하는데, 이는 기존에 5분 혹은 7

분 정도의 짧은 측정시간으로 실행되었던 선행 연구들에 비해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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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속으로 측정한 결과 딴생각에 한 사고억제와 빈도 증가의 

역설  효과가 반복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높은 빈도 발생을 보

이다 다시 감소, 진  증가를 보여주는데, 이는 연구참여자 스스

로 딴생각 빈도를 계속 보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의도 으

로 사고억제를 더 극 으로 시도했기 때문일 것으로 단된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개념에 의하면 인간은 딴생각을 하는 상태

가 뇌의 기본 모드라고 하 다(Christoff et al., 2009). 그리고 일상

의 경험표집 연구 결과 재 하고 있는 활동의 종류와 계없이 

체 표집의 46.9%에서 딴생각을 경험한다고 보고하 다(Killingsworth 

& Gilbert, 2010).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실험을 통해서도 지지되었

다. 수용의 효과가 매우 유의미하 으나 처치구간에서의 발생빈도 

평균값이 0이 아니라 .04이고, 처치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1이라는 

것은 딴생각을 온 한 제거 혹은 통제의 상으로 볼 필요가 없음

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딴생각을 부정 으로 평가하여 억제하고자 

하는 노력이 개인에게 통제실패의 좌 감을 안겨  수 있음을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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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처 략 과  강 박 ,  걱 정 ,  불 안

딴생각 빈도와 독서량에 한 처 략의 처치 효과가 강박, 

걱정, 불안수 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한 결과, 처치에 따른 딴생

각 빈도와 독서량 모두는 강박수 과 걱정수 에 따라 유의하게 달

라지지 않았다(p>.05). 그러나 처치에 따른 딴생각 빈도와 독서량은 

불안 수 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고억제 략을 사용한 집단은 불안 수 이 증가함

에 따라 딴생각 빈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독서량은 감소하 다. 

반 로 수용 략을 사용한 집단은 불안 수 이 증가함에 따라 딴

생각의 빈도가 다소 감소하 고, 독서량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 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연구참여자 집단의 각 척

도별 수 분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강박의 경우 강박 침투

사고 질문지(ROII)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해당 질문지는 최  수

가 0 , 최고 수가 312 인 질문지이다. 연구참여자들의 평균 

수 값은 33.48(SD=17.83)이었고, 최소값은 2 , 최 값은 98 이었

다. [그림 7]의 히스토그램을 보면 연구참여자의 상당수가 최  30

 에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생성 강박사고를 보인 집단의 

평균 수가 61.84 (Sd=2.33)이고 반응성 강박사고 집단의 평균 

수가 55.74 (SD=3.49)라는 선행 연구(이한주, 1999)를 고려했을 때 

본 연구참여자는 강박 수 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심리 으로 건강

한 집단이라고 단하는 것이 옳다. 

걱정의 경우 Penn State 걱정 질문지(PSWQ)를 사용하여 측정

했으며, 이 질문지의 값은 최  16 , 최  80 이다. 연구참여자 집

단의 경우 평균 48.68 (SD=13.94) 는데, 민병배(2000)의 연구에서 

임상집단과 비임상집단을 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정상인 집단

의 평균 수가 43.7 (SD=10.7)이었고, 임상집단의 경우 가장 수

가 낮은 공황장애 환자 집단이 53.4 (SD=7.6), 강박장애 환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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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9.6 (SD=10.5), 범불안장애 환자 집단이 62.1 (SD=10.5)임을 

고려했을 때 걱정 역시 연구참여자의 평균값이 일반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안의 경우 한국  Beck 불안 질문지(BAI)를 사용

해 측정하 다. 0 에서 63 으로 구성된 이 척도에 해 Beck과 

Steer(1990)는 0-9 을 정상수 으로, 10-18 을 경미한 수 의 불

안으로, 19-30 을 심한 수 , 30-63 을 매우 심한 수 의 불안으

로 구분하 다. 본 연구참여자의 평균은 13.95 (SD=6.94)로 Beck과 

Steer(1990)의 기 에 따르면 평균 으로 경미한 수 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인을 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육성필, 김 술, 1997)

를 참고하면 불안장애 집단의 경우 22.4 (SD=12.4), 정동장애 집단

의 경우 15.2 (SD=11.2), 일반인 집단의 경우 14.3 (SD=8.3) 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들은 각 장애 평균에 1 표 편차를 합산하여 비임

상집단의 경우 22 을, 불안장애는 34 , 정동장애는 26 , 정신분열

증을 포함한 기타 장애는 26 을 cut-off 수로 제안하 다. 즉, 본 

연구에서 딴생각 빈도와 독서량에 한 처 략의 효과가 불안수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만(p<.05), 이때 불안을 일반 인 

임상 장면에서의 불안 수 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연구참여자 집단의 평균 수에서 2 표 편차를 더한 값은 

27.83 으로 Beck과 Steer(1990)의 기 에 비추어 볼 때 심한 수

의 불안에 해당하고, 육성필과 김 술(1997)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도 불안장애 수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심각한 수 으로 불안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다소 긴장을 많이 하는 학습자일수록 딴생각을 통제하기 

해 사고억제 략을 사용하면, 수용 략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딴생각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독서량은 감소함을 조심스럽게 해

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참여자 집단의 강박, 걱정, 불안 수를 고

려했을 때, 이들이 심리 으로 심리 으로 건강하며 비임상집단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병리 이지 않은 집단에서도 딴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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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며, 딴생각 발생에 한 처 략의 차별  사용이 상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강박장애 발달모델의 기 연구모형을 보면, 개인이 원치 않는 

침투사고 자체가 강박장애의 원인이 아니라 침투사고에 한 부정

 인지 평가와 그에 한 비효율 인 처 략이 원인임을 지 하

고 있다(Salkovskis, 1985, 1989). 본 연구 역시 연구참여자들이 비임

상 집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 선 구간에서 체 탐침 횟수의 

60%의 딴생각을 보고하 으며, 처 략의 종류에 따라 딴생각 발

생 빈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딴생각 역시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심리 으로 건강한 사람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임

을 보여주며, 딴생각으로 인해 집 을 못하거나, 학습에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는 내담자들에 한 근이 딴생각에 한 그들의 평가

와 처 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임상수 으

로 심각한 불안을 호소하는 집단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긴

장을 한 집단일수록 사고억제의 역설  효과가 더 증가하는 것에 

해 후속 연구에서도 계속 논의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림 2]에서 다양한 생각 자원과 의도의 제약, 자동  제약의 

상호작용 신경 모델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 3]에서 

범 한 신경 네트워크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제약의 수 과 유형의 

변화 역시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근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자 한다. 

한 개인이 학습  자연스럽게 딴생각이 발생한 뒤, 이를 알아

차린 순간 자동  제약이 활성화 되며, 불안 역시 활성화 될 수 있

다. 이러한 감각 , 정서 , 인지  단서들에 해 을 느낀 개인

이 의도  제약을 통해 딴생각을 억제 혹은 제거하고자 시도를 했

을 때, 이 시도가 효과 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 지 못할 수도 

있다. 의도 인 제약을 통해 딴생각을 억제하고자 했으나 출성 네

트워크가 자동 인 제약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개인이 딴생각을 하

고 있는 자신의 증상을 계속 자각하고, 이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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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만든다면 이 개인은 딴생각에 한 통제 시도에도 불구하고 통

제가 되지 않는 상에 계속 주목하게 되는 악순환을 경험할 수 있

다. 

일반 인 불안 증상이 악화되거나 장애로 진 하는 과정에 기인

하는 인지  변인  하나가 사고억제라는 과(Rassin et al., 2000; 

Roemer & Orsillo, 2002; Salkovskis, 1996), 사고 억제 정도가 특정

한 생각을 하는 것에 해 자신을 처벌하는 정도와 련이 깊다는 

것을 보여  연구 결과(Amir, Cashman, & Foa, 1997; Rassin & 

Diepstraten, 2000) 역시 이러한 해석과 일부분 같은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 

결론 으로, 학업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집 , 딴생각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할 때, 딴생각에 해 억제하거나, 곧바로 집 하려는 

노력에 해 코칭하기 보다는, 상담실 방문 이 에 내담자가 학습 

장면에서 딴생각 발생 시 사용하는 처 략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비효율 인 략의 사용이나 잘못된 인지  평가로 인한 심리  불

편감을 경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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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 구 의  시 사

본 연구의 시사   상담에의 개입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우선 그동안 학업상담 연구에서 심 주제로 다루지 않았던 “딴

생각(Mind wandering)”을 학업상담 내담자의 호소문제와 연결하여 

살펴보았다는 이다. 기존의 딴생각 련 연구가 인지심리학과 신

경과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것에서 벗어나 학업상담의 

에서 해당 주제에 해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정리했다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 임상집단이 아니면서 일상생활을 잘 해나가지만 심리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내담자 집단을 확인하고 이들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는 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에서 학업 문제는 학업 성취가 뛰어나건 뛰어나지 않건 모두가 보

편 으로 경험하게 되는 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학

업상담 연구는 주로 학습 부진아나 학습 장애아, 낮은 학업 성취를 

보이는 집단과 같이 특수한 집단을 상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며, 학

습 동기가 낮거나 효능감이 떨어지는 집단, 학습 방법을 모르는 집

단을 상으로 한 학업 로그램 개발과 효과 등의 연구가 많이 이

루어졌다. 본 연구는 보다 넓은 에서 학업상담 내담자의 범 를 

일반 인 학습자 집단으로 놓고, 이들  임상집단에 해당하지 않지

만 학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확인하고자 하 다. 

이에 보편 으로 모든 학습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딴생각을 주

제로 놓고, 상담장면에서 이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집단과 그

지 않은 집단의 차이를 이해하기 해 처 략의 에서 본 연

구문제를 근하 다.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해 수용 략과 사고억제 

략이라는 처 략이 딴생각 발생 빈도와 독서량의 증감에 미치

는 향을 확인했다는 것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98 -

첫째, 학업상담 호소 문제  특히 딴생각, 집 의 어려움으로 

상담실을 찾아오는 내담자들이 공부  사용하고 있는 처 략이 

비효율 인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학습 동기가 낮고 

학습 과정에서 조 략을 사용하지 않는 내담자보다 학습 동기가 

높고 조  략을 많이 사용하는 내담자일수록, 처 략에 한 이

해 없이 비효과 인 처 략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통제 실패에서 

오는 심리  불편감이 되어 상담실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수용 략의 개입을 통해 내담자가 기존에 형성해왔던 딴

생각에 한 부정  평가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계구성을 학습시

킬 수 있다. 학습 시간 동안 온 히 집 해서 공부를 잘 해내고, 시

험에 합격하고 싶다는 개인의 소망이 과도해지면, 딴생각을 하는 자

신을 알아차렸을 때, 딴생각에 한 부정  평가는 물론 딴생각을 

하는 자신에 해 처벌  사고를 하기 쉽고, 집 에 방해가 되는 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과잉 의도로 연결될 수 있다. 그 결

과 자신이 딴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 찰하게 되고 딴생

각을 하게 되면 억제하고 통제하기 해 무리한 노력을 하게 될 수 

있다. 상담자는 이 때 내담자의 부정  평가와 부 응 인 처 략

이 오히려 본인이 원하는 소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임을 깨닫

게 도와주고,  요인에 해 재평가를 통해 가를 재설정함으

로써 불필요한 통제시도를 이고 사고억제에서 오는 주의분산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사고탐침 포착 방식을 활용한 실험설계로 개인

의 딴생각 빈도를 객 으로 측정하고, 처 략의 효과를 확인하

다. 심리  불편감이나 만족도와 같은 자기보고식 측정치도 연구 

과정에서 요한 근법이나, 처 략의 효과 차이를 확인함에 있

어, 객 인 측정을 해 실험기계 장치와 설계를 통해 빈도를 정

확히 측정하고, 딴생각 발생 빈도와 독서량의 사  사후 차이  집

단 간 비교를 통해 본 연구문제의 결과를 확인하 다. 이후 후속 연

구들은 이 설계를 보다 보완하여 학업상담 상담자들과 내담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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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더 유용한 연구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마지막으로, 학업 수행과정에서 집 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걱정과 그  단계로 자연발생 인 딴생각에 한 구분을 통해 내

담자의 호소문제에 보다 효과 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Killingsworth와 Gilbert(2010)는 딴생각의 종류가 유쾌하고 정

인 것일지라도 본인이 재 하고 있는 활동에 집 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개인은 불쾌감을 경험한다는 것을 

보고하 다. 이는 학업부담과 경쟁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공부  딴

생각을 경험하는 학생들의 심리  불편감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딴생각 발생 자체로 인한 학생들의 호소문제를 공감하고 이에 

해 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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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후 속  연 구 를  한  제 언

연구의 결과를 심으로 향후 연구를 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실제 수험생을 상으로 실험을 진행했기

에, 상담 실제에 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의가 있지만, 그로 인

해 후속 연구를 한 몇 가지 한계 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의 분포를 보면 임용고시를 

비하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다. 다양한 표집을 하려 애썼지만 

수험생 모집의 어려움으로 표집 다양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상으로 연구를 확 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딴생각에 처 략이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해 본 연

구에서는 많은 측정치를 포함하지 못하 다. 5분 이내의 처치 구간 

설계인 선행연구의 짧은 측정 시간이 딴생각 발생 빈도를 찰하는

데 합하지 않다고 단하여, 기 선 구간과 처치 구간의 시간을 

각각 20분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 빈도와 독서량 측정만 했음에도 

실험시간이 70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었다. 실제 수험을 앞둔 학생

들을 표집 상으로 한 연구 특성 상, 1시간 이상을 소비하는 것에 

해 수험생들의 심리  부담감이 상당하 고, 이로 인해 처치 구간 

이후 탐색해볼 필요가 있는 여러 요인들에 한 확인이 어려웠다. 

처 략에 따른 과제에 한 호감도, 참여자들의 정서 변화, 과제

에 한 이해도 등을 추가로 탐색해본다면 상담개입에 용해 볼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셋째, 딴생각은 비단 성인 수험생들만의 유물이 아니다. 오히

려 입시 경쟁에서 시달리는 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고민

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청소년 집단을 

상으로 한 딴생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주제로 연구가 되었으나,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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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심을 갖는 비임상집단으로써 딴생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

을 수 있는 내담자 집단에 한 심이 필요하다. 이들이 경험하는 

딴생각의 빈도, 어려움의 정도, 실제로 사용하는 처 략의 종류 

들을 확인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측정방법의 다양화이다. 본 연구에서는 딴생각 빈도를 종

속측정치로 했기에, 자가 분류 탐침 포착 방식을 사용하 으나, 이

후 연구에서는 자가 포착 방식이나 연구자 분류 탐침 포착 방식 등

을 통해 딴생각을 내용면에서 분류해보고, 개인에게 혹여 더 어려움

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딴생각의 내용  특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EEGs나 피부 도율와 같은 생리측정치의 활용도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딴생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내

담자 집단의 조건을 보다 세분화 하여 다양한 경험  연구가 실행

됨으로써, 향후 학업상담 장면에서 딴생각 문제로 호소하는 내담자

들을 실제 으로 도울 수 있는 자원이 축 되기를 기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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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1 .  한 국  RO II

* 다음 질문지는 자신의 의지와는 계없이 원치 않지만 갑작스럽게 마음

에 떠오르는 당황스럽고 불쾌한 생각들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거의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보편 인 상으로, 아래의 문항들은 이  연

구에서 여러 학생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 생각들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그와 유사한 생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를 아래 제시한 기

에 따라서 평가하시고, 해당하는 숫자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없음

거의

없음

1년에

몇 번

거의

매달

거의

매주

거의

매일

하루

몇번

* 운전을 할 때(혹은 차를 타고 있을 때)...

1. 상점 진열창을 들이받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2. 차도를 이탈하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3. 보행자나 동물을 치는 것을 생

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4. 이탈하여 맞은 편 차량을 들이

받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5. 일부러 가로수나 전신주 등을 

들이받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 칼, 면도날, 가위 등의 날카로운 물체를 보거나 만질 때...

6. 내 손목이나 목을 긋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7. 손가락, 발가락 또는 손발을 

베거나 자르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 절벽, 다리, 고층 건물의 창가 등의 높은 장소에 있을 때...

8.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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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없음

거의

없음

1년에

몇 번

거의

매달

거의

매주

거의

매일

하루

몇번

9. 낯선 사람을 밀어 떨어뜨리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10. 친한 친구나 가족을 밀어 떨

어뜨리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 도로나 지하철이나 기차 등의 철로 가까이 있을 때...

11. 기차, 지하철 혹은 자동차 앞

으로 뛰어드는 생각을 한 적이 있

다.

0 1 2 3 4 5 6

12. 낯선 사람을 기차, 지하철 혹

은 자동차 앞에 떠미는 것을 생각

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13. 친한 친구나 가족 등을 기차, 

지하철 혹은 자동차 앞에 떠미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날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에도...

14. 처음 보는 사람을 걷어차고, 

밀거나 다치게 하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15. 낯선 사람에게 무례한 말을 

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생각한 적

이 있다.

0 1 2 3 4 5 6

16. 사람들을 복도나 계단 같은 

곳에서 밀치거나 걸어 넘어뜨리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17. 선생님, 목사님, 경찰관 등의 

권위적 인물을 모욕하는 것을 생

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에 대해서 화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성가시게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8. 무례한 말을 하거나, 이들을 

모욕하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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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없음

거의

없음

1년에

몇 번

거의

매달

거의

매주

거의

매일

하루

몇번

19. 이들을 때리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20. 이들의 목을 조르는 것을 생

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21. 이들을 예리한 물체로 찌르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 아마도 사실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22. 전등, 난로, 전열기 등을 켜놓

고 집을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0 1 2 3 4 5 6

23.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서 

누군가 침입했을 것 같다는 생각

을 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24. 물이 넘쳐흐르도록 수도꼭지 

등을 열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 공적인 모임에서(교실, 교회, 모임 등) 성가신 일이 없음에도...

25. 연설자에게 외설스러운 말을 

외치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26. 갑작스레 트림이나 방귀 소리

를 크게 내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27. 연설자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

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28. 모임에서 갑자기 소란스럽게 

빠져나오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

다.

0 1 2 3 4 5 6

* 화가 나거나 성가시게 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9. 지나가다가 예리한 물체로 차

의 표면을 긁어놓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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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없음

거의

없음

1년에

몇 번

거의

매달

거의

매주

거의

매일

하루

몇번

30. 물건을 집어 들어 창문으로 

내 던지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31. 접시, 장식품 등 어떤 물건을 

깨뜨리거나 파괴하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32. 별로 원하지도 않는 물건을 

슬쩍 훔치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

다.

0 1 2 3 4 5 6

33. 물건을 살 때, 계산대 서랍에

서 돈을 낚아채는 것을 생각한 적

이 있다.

0 1 2 3 4 5 6

34. 일상적인 은행 일을 보는 동

안, 강도처럼 직원에게 칼을 들이

대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 느닷없이 별 이유 없이...

35. 내가 전혀 원치 않는 사람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36. 권위적인 인물(목사님, 선생

님, 상관 등)과 성관계를 갖는 것

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37. 바지 지퍼나 블라우스 단추 

등이 열려 있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38. 권위적인 인물을 끌어안고 키

스하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39. 스스로 치마를 들어 올리거나 

바지를 내려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40. 동성애를 하거나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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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없음

거의

없음

1년에

몇 번

거의

매달

거의

매주

거의

매일

하루

몇번

* 갑자기 별 이유 없이...

41. 권위적 인물(목사님, 선생님, 

상관 등)이 발가벗고 있는 것을 생

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42. 마주 대한 사람이 발가벗고 

있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43. 공공장소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44. 혐오스러운 성적인 행위를 하

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 공공장소에 있을 때...

45. 좌변기나 수도꼭지 등을 통해 

성병에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46. 공공장소의 문손잡이 등을 만

지면 오염되고 더러워질 것이란 

생각을 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47. 공중전화, 공공 컴퓨터 등에 

접촉하면 오염되고 더러워 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48. 낯선 사람이 만졌던 물건을 

통해 치명적 질병에 감염되는 것

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49. 공공물건의 사용을 통해 치명

적 질병을 전염시키는 것을 생각

한 적이 있다.

0 1 2 3 4 5 6

* 이미 집안이 깨끗이 정돈되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50. 아직 흐트러지거나 더러운 것

들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
0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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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없음

거의

없음

1년에

몇 번

거의

매달

거의

매주

거의

매일

하루

몇번

51. 바닥에 아직 먼지나 오물이 

남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다.

0 1 2 3 4 5 6

52. 가려진 구석에 먼지나 지저분

한 것들이 남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0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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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Penn State 걱정질문지(PSWQ)

* 다음의 항목들을 잘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V

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일을 다 끝낼 만큼 시간이 

충분치 않아도 걱정하지 않는다.
1 2 3 4 5

2. 걱정이 나를 누른다. 1 2 3 4 5

3. 나는 그리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

다.
1 2 3 4 5

4. 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걱정

한다.
1 2 3 4 5

5.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을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다.
1 2 3 4 5

6. 뭔가에 압박을 받으면, 상당히 걱

정하게 된다.
1 2 3 4 5

7. 나는 늘 뭔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

다.
1 2 3 4 5

8. 걱정스러운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

이 어렵지 않다.
1 2 3 4 5

9. 무슨 일 하나를 끝내면 곧바로, 

해야 할 다른 일에 대한 걱정이 시작 

된다.

1 2 3 4 5

10. 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1 2 3 4 5

11. 걱정거리에 대해 내가 할 수 있

는 일이 없다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

는다.

1 2 3 4 5

12. 나는 지금까지 늘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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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얼마 전에도 어떤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다.
1 2 3 4 5

14. 일단 걱정이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다.
1 2 3 4 5

15. 나는 내내 걱정하고 지낸다. 1 2 3 4 5

16. 나는 어떤 일을 다 끝마칠 때까

지는 그 일에 대해 계속 걱정한다.
1 2 3 4 5



- 133 -

부록3: 한국판 Beck 불안 질문지(BAI)

*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숫자에 V표 해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 가끔씩 몸이 저리고 쑤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0 1 2 3

2.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0 1 2 3

3.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0 1 2 3

4.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0 1 2 3

5.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

려움을 느낀다.
0 1 2 3

6. 어지러움(현기증)을 느낀다. 0 1 2 3

7.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

다.
0 1 2 3

8. 침착하지 못하다. 0 1 2 3

9.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0 1 2 3

10. 신경이 과민 되어 있다. 0 1 2 3

11.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

다.
0 1 2 3

12. 자주 손이 떨린다. 0 1 2 3

13. 안절부절 못 해 한다. 0 1 2 3

14.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0 1 2 3

15. 가끔씩 숨쉬기 곤란할 때가 있다. 0 1 2 3

16.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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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7. 불안한 상태에 있다. 0 1 2 3

18.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뱃속이 불

편하다.
0 1 2 3

19.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0 1 2 3

20.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0 1 2 3

21. 땀을 많이 흘린다. 0 1 2 3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다음은 연구참여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귀하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       )세

2. 현재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대학교 1학년 ② 대학교 2학년 ③ 대학교 3학년 ④ 대학교 4학

년

⑤ 대학교 졸업 ⑥ 휴학 중

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남   /    여)

4. 현재 귀하가 준비하고 계신 시험은 무엇입니까? (             )

* 위의 모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 어느 곳에도 사용

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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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딴생각 안내 자료

딴 생 각 이 란  무 엇 인 가?

   딴생각이란 재 내가 하고 있는 활동과 련이 없는 모든 생각, 

심상, 충동, 기억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공부를 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공부와 련 없는 생각이 떠오르거나, 잠시 후

에 할 일이 떠오르거나, 혹은 갑작스런 충동이 마음속에 떠오른다면 

이것도 딴생각입니다.

   시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기술된 내용들 외에도 유사한 생

각들은 모두 딴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멍 때리기

   - 으로는 을 읽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

   - 과거에 한 기억 ( : 어릴 에....., 어젯 밤에..., 아까 심 

때...)

   - 재 떠오르는 생각들( : 덥다. 이거 언제 끝나지. 머리 자르

러 가야하는데..등등)

   - 곧 닥칠 미래에 한 생각들( : 오늘 녁에...내일..이번주

에...)

   - 기분 좋은 상상, 백일몽, 공격 인 생각, 부정 인 상상 등

   - 자신의 기분에 한 (오늘 우울하네, 오늘 기분이 좋아 등

등)   

그러나 다음의 시는 딴생각에서 제외합니다.

   - 읽고 있는 책과 련된 내용(방  이 내용(책에서 읽은)이 무

슨 뜻이지?)

   - 책 읽기와 련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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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얼마만큼 읽었지?, 책 읽기 시작한지 시간이 얼마나 지

났지?)

   - 책 내용에 한 감정(재 다. 슬 다. 지루하다 등)

   - 공부를 로 들 경우(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지? 어느 정

도 외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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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5 .  사 고 억 제 략  교 육 자 료

   시험까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공부할 내용

은 여 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외워도 아직 못 외운 것이 더 많은 

것 같고, 다시 검해야 할 내용도 남아 있어서 마음은 다 해집니

다. 1 가 아까운 이 순간에, 머릿속에는 친구들과 놀고 싶은 생각, 

새로 개 하는 화, 시험이 끝나면 하고 싶은 일들, 어제 친구가 

했던 이야기, 사고 싶은 옷, 바꾸고 싶은 헤어스타일 등 자꾸 딴 생

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런 딴생각을 하는 내 자신을 알아차리면 

해야 할 공부는 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방해하는 것 같아 

걱정도 됩니다.

   딴생각은 이처럼 우리의 공부에 방해되는 모든 잡다한 생각을 

말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하게 되면 공부에 필요한 자원을 빼앗기는 결

과를 낳게 됩니다. 딴생각은 당신의 시험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으

며, 오히려 하나라도 더 외울 시간을 빼앗기만 합니다. 딴생각은 당

신이 재 목표하고 있는 활동을 방해하므로, 당신은 딴생각이 떠오

르면 최 한 극 으로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없애고, 딴생각을 하

지 않기 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 20분 동안 당신은 독서를 하게 됩니다. 책을 읽는 동안 딴

생각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시험공부라고 가정하고, 독

서시간 동안 딴생각이 떠오르면 당신은 최 한 그 생각을 머릿속에

서 없애기 해 노력해야 합니다. 최 한 그 생각을 억제하고 없애

기 해 노력한 뒤, 독서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진동이 울렸을 때 

그 사이에 딴생각을 했다면 버튼을 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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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6 .  수 용 략  교 육 자 료

   시험까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공부할 내용

은 여 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외워도 아직 못 외운 것이 더 많은 

것 같고, 다시 검해야 할 내용도 남아 있어서 마음은 다 해집니

다. 1 가 아까운 이 순간에, 머릿속에는 친구들과 놀고 싶은 생각, 

새로 개 하는 화, 시험이 끝나면 하고 싶은 일들, 어제 친구가 

했던 이야기, 사고 싶은 옷, 바꾸고 싶은 헤어스타일 등 자꾸 딴 생

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런 딴생각을 하는 내 자신을 알아차리면 

해야 할 공부는 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방해하는 것 같아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딴생각은 우리의 뇌가 기본

으로 보이는 자연스러운 상태임이 밝 졌습니다. 딴생각은 당신이 

공부하면서 이해한 내용을 머릿속에서 처리하는 동안 발생하기도 

하고, 당신이 휴식을 취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도 발생

합니다. 걱정했던 것 만큼 나쁜 존재가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 뇌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딴생각을 없애려고 노력하게 되

면 당신은 공부에 필요한 자원을 빼앗기게 됩니다. 마치 늪에서 발

버둥 칠수록 늪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과 같은 일이지요. 만일 당신

이 딴생각을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걱정하거나 딴생각을 없애려

고 노력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공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훨씬 

효과 이라는 뜻이지요.

  다음 20분 동안 당신은 독서를 하게 됩니다. 책을 읽는 동안 딴생

각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시험공부라고 가정하고, 독서

시간 동안 만일 딴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가상의 노트에 는

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노트를 덮고 다시 독서로 돌아갑니다. 그

럼에도 진동이 울렸을 때 그 사이에 딴생각을 했다면 버튼을 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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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7 .  사 후  질 문지 ( 사 고 억 제 략 )

* 다음의 두 문항에 해 성심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되는 수

에 O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실험에 참여하는 동안 딴생각을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딴생각을 

억제하기 해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아님                보통                매우 많이

    1---- 2 ----- 3 ---- 4 ----5 ----6----7

2. 실험하는 동안 연구자의 지시에 어느 정도 따르셨습니까?

 아님                  보통              매우 많이

    1---- 2 ----- 3 ---- 4 ----5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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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8 .  사 후  질 문지 ( 수 용 략 )

* 다음의 두 문항에 해 성심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되는 수

에 O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실험에 참여하는 동안 딴생각을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수용하기 

해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아님                보통                매우 많이

    1---- 2 ----- 3 ---- 4 ----5 ----6----7

2. 실험하는 동안 연구자의 지시에 어느 정도 따르셨습니까?

 아님                  보통              매우 많이

    1---- 2 ----- 3 ---- 4 ----5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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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9 .  사 후  설 명 지 ( D e b r i e f i n g )   최 종 동 의

  실험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딴생각에 한 처 략이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 확

인하기 한 실험입니다. 

  공부를 할 때 딴생각이 들면 많이 걱정이 되시죠? 그러나 뇌기능

자기공명 상(fMRI)를 통해 측정한 결과, 사람이 아무런 활동을 하

지 않고 있거나, 상상을 하거나, 멍 때리고 있을 때에도 우리 뇌는 

높은 수 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 졌습니다. 한 이것이 

우리 뇌의 기본 상태라는 의미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efault-mode network)라고 이름을 붙 습니다(Buckner & Carroll, 

2007). 반드시 공부에 집 해야하고, 멍 때리는 것은 안 좋은 것, 딴 

생각은 나쁜 것이라는 일반  통념과 달리, 오히려 우리가 딴생각을 

하는 것은 뇌의 자연스러운 상이며, 매 순간 뇌는 정보를 처리하

고 장하기도 하고, 이후에 집 해야 할 작업들을 해 정신  에

지를 비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멍 때리기나 딴생각을 하는 상태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는 우리 뇌가 창의 인 아이디어나 문제 해결책을 떠올릴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한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딴생각이 떠오

른다고 해서 무 걱정하기 보다는, 딴생각을 한 자신을 알아차리면 

다시 공부로 돌아가시는 것이 오히려 정신 인 에 지를 게 소모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우마이스터라는 학자는 개인이 자신을 

과도하게 조 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원래 하고자 하는 일들에 쏟을 

에 지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사고억제 략과 수용 략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

지는지 검증할 정이며, 원하신다면 이후 최종 결과가 나온 뒤 그 

내용을 개인 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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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께서 이번 실험에 참여하신 실험결과 자료를 최종

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참여하신 실험결과 자료를 최종 으로 본 연구에서 사

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아니오)

   _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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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0 .  연 구 참 여 자  모 집

○ 연구과제: 대처전략에 따른 딴생각 속성에 관한 연구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상의 3분의 1을 딴생각으로 소비한다고 

합니다. 특수한 사람만 경험하는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

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에게 있

어, 딴생각으로 인해 방해를 받는다면 이는 매우 큰 스트레스 일 것입니다. 

실제로 상담실에는 딴생각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연구는 딴생각이 떠올랐을 때, 대처전략이 무엇인지에 따라 딴생각의 

빈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딴생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

는 학업상담 내담자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수집된 자료는 연

구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또한 본인의 판단에 따라 참여를 철회하실 수 있

습니다.

○ 모집대상

  연구참여자는 현재 임용고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성인 100명

입니다.

○ 모집기간

  2016년 9월 08일부터 2016년 10월 10일까지

  (시기는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여방법

  연구 참여에 동의한 성인은 연구자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고, 주요 궁금

한 사항과 실험에 대한 안내 사항을 전달받은 뒤, 서로 동의한 시간에 만

나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험 소요시간은 약 1시간 정도입니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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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연구참여자의 학교 및 서울대학교 내 상담실습실에서 진행 될 예정

입니다. 

○ 연락처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 연구 책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조아라(01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

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 145 -

부 록 1 1 .  연 구 참 여 자 용  설 명 서   동 의 서  

연구과제명: 대처전략에 따른 딴생각 속성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명: 조아라(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박사수

료)

  본 연구는 대처전략에 따른 딴생각 속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현

재 임용고시 혹은 공무원 시험에 해당하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

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

울대학교 소속의 조아라 연구책임자(010-****-****)가 귀하에게 이 연구

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신 분

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

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의사를 밝혀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이 연구는 자발적

인 참여로 진행되므로, 원치 않을 시에는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됩니다. 만

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공부를 하면서 경험하는 딴생각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

라 딴생각의 빈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연령대는 20대로써 대학교 재학 혹은 졸업생 중 임용고시 혹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00명이 참여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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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문지

   설문조사는 평소 본인이 하는 생각이나 걱정에 대해 측정하는 것으로, 

설문지 참여시에는 최대 15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2) 실험

   실험은 주어진 책을 읽으시는 동안 연구자의 안내에 따라 딴생각 발생

에 대해, 버튼을 누르는 것이며, 최대 5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2-1) 당신은 본 실험에서 측정하는 딴생각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5

분 소요)

    2-2) 20분 동안 책을 읽으며 진동이 올 때마다 당신이 딴생각을 했는

지에 따라 주어진 버튼을 누릅니다.(20분 소요)

    2-3) 잠깐의 휴식 후, 당신은 연구자의 안내에 따라 딴생각에 대한 대

처전략을 배우게 됩니다.(5분 소요)

    2-4) 20분 동안 책을 읽으며 자신이 배운 대처전략을 실시합니다. 이 

때 진동이 울릴 때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딴생각을 했는지에 

따라 주어진 버튼을 누릅니다. (20분 소요)

   2-5) 실험 참여에 대한 사후 설문지를 작성하고, 연구자에게 궁금한 점

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5분 소요)

  위의 모든 과정은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상담실)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4. 연구 참여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연구 참여는 설문지 작성 및 실험 모두를 합해 최대 70분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

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연구책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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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다만 참여 도중 어떠한 이유라도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언제든지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연구 종료 후, 귀하가 경험하는 딴생각의 빈도를 덜 증가시키는 대처

전략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

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조아라(010-****-****)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입니까. 이 연구에서 얻어진 정보는 모두 ID를 부여한 뒤, 실험에서 얻은 

측정 결과 데이터만을 사용하며, 개인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되거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참

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사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

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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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 연구에 참여하면 대가가 지급되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5,000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증정

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의 연구

책임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조아라              전화번호:  010-****-****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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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2 .  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연구자와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음,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본인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

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

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

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

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년/월/일)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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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one has mind wandering experiences without a 

particular intention to do so in their daily lives. Although mind 

wandering is a common experience, the meaning of mind 

wandering differs depending on who and where it is experienced. 

In the Korean society where the pressure for competition and 

achievement is intense, students who are preparing for national 

qualification examination will not be pleased when they realize 

their minds are wandering. Indeed, students come to receive 

counseling because of the problem of mind wandering. Thus, it is 

important that counselors understand their difficulties and help 

them via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ies. However, research on 

mind wandering was rare in the field of academic counseling; 

previous research on this topic was mainly limited to the fields 

of cognitive psychology and neuroscience. In addition, the 

workability of coping strategies used by clients were mainly 

investigated among clinical groups with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Therefore, there is a 

lack of research that specifically caters to the question of what 

counselors can do to help clients experiencing psychological 

difficulties due to mind wandering in academic counseling.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mind 

wandering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s during a task 

performance situation.  In particular, coping strategies that reduce 

mind wandering and have positive impact on task performance 

were identified. Moreover, the study explored how individual 

tendencies interact with the effect of coping strategies. 

Based on literature review of previous studies,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a paradoxical effect will occur when 

participants, upon noticing that their minds are wandering,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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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t suppression strategy to avoid mind wandering. On the 

other hand, it was hypothesized that using acceptance strategy in 

the identical situation will reduce the frequency of mind 

wandering and facilitate task performance. More specifically, 

when participants evaluate mind wandering as negative upon 

noticing that their minds are wandering, they might use the 

thought suppression strategy. But the thought suppression 

strategy was expected to distribute participants’ attention 

resource to mind wandering more, thereby increasing the 

frequency of mind wandering and decreasing the amount of 

reading. In contrast, it was expected that acceptance strategy will 

stop the automatic avoidance response upon mind wandering and 

reduce unnecessary control responses. By doing so, attention 

resource will be distributed to reading, which was the target 

task.  

To test the research hypotheses, researcher developed two 

different handouts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first handout 

outlined examples of mind wandering that is unrelated to the 

given task. The second handout introduced either introduced 

thought suppression strategy or acceptance strategy, and had a 

protocol of how to practice the given strategy. Next, a special 

radio transmitter was manufactured to be used for the 

self-classification probe method. The researcher and participants 

were able to send and receive wireless signals at the near 

distance. Using the tasks developed, 1:1 experiments were 

conducted on 100 university students who are preparing for a 

qualification examination.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the thought suppression strategy group or the acceptance 

strategy group. After conducting pre-tests, participant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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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d to the definition of mind wandering, and were trained 

to use the radio transmitter, and were measured for baseline 

section. During the 20-minute baseline period, participants were 

asked to report the frequency of mind wandering that occurred 

naturally without any suppression or control attempts. Then, 

depending on the group assignment, participants were informed 

about and trained for either thought suppression strategy or 

acceptance strategy. During the 20-minute intervention period 

that followed, participants were again asked to report the 

frequency of mind wandering. After checking for compliance to 

intervention and experiment instruction, the researcher explained 

the purpose of the study to participants through debriefing and 

answered any question they had about the research. 

Through repeated measures of ANOVA, results showed that 

thought suppression group reported increased frequency of mind 

wandering and decreased amount of reading compared to 

acceptance group. In the case of acceptance group, the frequency 

of mind wandering decreased by 50% compared to the baseline 

period. Their amount of reading also increased when compared to 

the baseline period. This finding can be interpreted to mean that 

acceptance strategy decreases the automatic control responses to 

mind wandering, and decreases attention resource that gets 

distributed to mind wandering. Lastly, individual levels of 

obsession, worry, anxiety were taken to see how they interact 

with the effects of coping strategy regarding mind wandering 

frequency and amount of reading. Results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mind wandering frequency and amount of reading 

according to the intervention did not significantly differ by 

obsession and worry levels. However, in the case of thought 



- 155 -

suppression group, mind wandering frequency tended to increase 

and amount of reading tended to decrease as the anxiety level 

was highe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iculties due to mind 

wandering while studying from the perspective of counseling 

studies. Further, this study provided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s 

that can be used in academic counseling when dealing with 

clients suffering from mind wandering, by identifying the effects 

of thought suppression strategy and acceptance strategy on mind 

wandering through study experiments. It appears that counselors 

may first have to explore whether clients’ mind wandering 

experience and concentration problems are due to their ineffective 

coping strategy. The negative consequence of thought 

suppression strategy and the positive effect of acceptance 

strategy on mind wandering found through this study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future interventions targeting academic 

counseling clients who struggle with their mind wandering 

experience.     

Keywords: mind wandering, academic counseling, acceptance, 

thought suppression,

Student number: 201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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