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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인지적 탈융합 기법이 사회공포증이 있는 대학생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인정과 관련한 역기능적인 신념, 그

리고 부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

여, 서울 소재 3개 대학 89명의 사회공포증 경향을 보이는 대학생들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 참여 전 이들은 인지적 탈융합 집단, 주의분산

집단, 그리고 통제 집단의 3개 집단으로 무선 배정되었다. 각 참가자들은

각자가 사회적 상황에서 겪는 곤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떠올린 후, 그

때 들었던 생각, 느꼈던 감정, 그리고 그 기저에 있는 역기능적인 신념과

부정적인 자기 표상을 기록하였다. 그 다음, 불안과 우울 두 가지 요인으

로 된 부적 정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역기능적인 태도를 측정하

는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사전측정 후 각 집단마다 해당되는 실험 처치

가 이루어졌고, 처치 후에는 다시 한 번 이 세 가지 종속변인을 측정하

였다.

실험처치 단계에서 인지적 탈융합 집단은 사전검사 전 단계에서 떠올렸

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그리고 언어적 표현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하도

록, 주의분산집단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주의를 전환하여 다

른 일에 몰두하도록 유도되었다. 통제집단은 본 실험과 무관하게 중립

단어들로 이루어진 단어 분류 과제를 하였다. 모든 실험이 완료된 후, 실

험 조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인원을 제외한 81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및 역기능적 태도는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통제하고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했으며, 부적정서는

두 가지 요인인 불안정서와 우울정서 각각에 대해 사전점수를 공변량으

로 통제하여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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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인지적 탈융합 집단은 주의분산 집단이나 통제집단에 비해, 처

치 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역기능적 태도의 사후 점수가 유의

하게 낮았다. 즉, 인지적 탈융합 처치는 다른 두 처치에 비해 부정적 평

가에 대한 두려움과 역기능적인 태도 감소에 더 효과적이었으며, 이는

여러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부적 정서에 대해서는 인지

적 탈융합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서는 유의한 감소를 보였지만, 주의분

산 집단과는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주의분산 처치 또한 부적정서 감소

에 큰 효과를 보였다는 것은 짧은 시간 동안 다른 일에 깊이 몰두하는

것만으로 불안이나 우울 정서가 많이 가라앉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역기능적 태도는 정서보다는 한

차원 더 깊은 심리적 과정으로서, 사회공포증 혹은 사회불안의 핵심적인

측면과 맞닿아 있다. 즉, 단순히 사회적 불안 상황과 관련한 부적 정서나

부정적 사고를 회피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언어가 만드는

관계 구성 틀을 무력화시키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가 타인의 인정, 타인의 평가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상담 개입에서 구체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경험의 ‘수용’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 가지 개입방법으로 인지적 탈융합의 효과를 확인하

였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불인정에 대한 두려움’을 특징으로 하는 개개

인의 다양한 현상을 하나로 아울러 다룰 수 있도록 연구 절차상의 노력

을 기울여, 실험연구의 한계점인 외적 타당도를 넓히려 하였다. 또한 실

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비교 외에도 통제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두 기

법을 적용한 집단에서 나타난 효과의 정도를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통제 처치 또한

주의분산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순수한 통제와는 약간 거리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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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과거 경험을 대상으로 한 처치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을 대상

으로 한 처치와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며, 종속변인에 나타난 집단별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같은 인지

적 탈융합 개입 집단 안이라도, 사람에 따라 그 효과 차이가 크게 나타

났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인지적 탈융합이 어떤 이들에게는 효과가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은지 밝혀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요어: 사회공포증, 인지적 탈융합, 치료적 개입, 상담기법

학 번: 2012-2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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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상담에서의 개입이란, 상담관계를 형성한 후 내담자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변화를 촉진하는 과정이다(김계현 외, 2011).

변화의 기제에 대해서는 여러 상담이론들이 각기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고 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수용전념치

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는 원하지 않거나 고통

을 주는 생각, 감정을 수용하고, 원하는 목표로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변

화를 이끄는 방식의 접근이다(Hayes, Strosahl, & Wilson, 1999).

수용전념치료(ACT)에서는 생각이 일어나는 맥락을 바꾸는 것을 목표

로 하여 개입을 한다.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사건과 상징적으로 관계를

하는데, 이는 언어가 곧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게 만든다. 언어적 내용과

‘자기(self)’ 사이에 이렇게 튼튼한 연결고리가 생기는 현상을 ACT에서

는 ‘인지적 융합(cognitive fusion)'이라고 한다. 따라서 ACT에서는 관계

구성학습으로 인해 해로운 기능을 하게 된 맥락을 바꿈으로써 인지적 탈

융합(cognitive defusion)이 일어나게 하고자 한다. 인지적 탈융합은 생각

이 문자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생각을 그저 ‘생

각’으로 보게 함으로써 내담자들이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다(Healy et al., 2008). ACT 이전에도 인지적 탈융합과 유사한 원리

로 생각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대상화하여 바라보게 하는 탈중심화

(decentering), 메타인지(meta-cognition), 거리두기(distancing) 등의 기

법 등이 사용되어 온 바 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부터의 ‘탈융합’은 그것으로부터의 ‘회피’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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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있다. 회피 행동은 즉각적으로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 신체

감각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안도감을 주지만, 결과

적으로 고통스러운 생각, 감정, 신체 감각과 같은 고통스러운 것들의 중

요성과 역할만을 강화시킨다(Hayes et al., 1996). 반면에 심리적 수용은

사적 경험에 대해 피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경험하고 알아차리는 것으로서(문현미, 2006), 정신건강을 증진시

키고 삶의 적응력과 안녕감을 향상시켜 준다(문현미, 2006; 윤호균, 2005;

Blackledge & Hayes, 2001; Cordova & Kohlenberg, 1994; Dougher,

1994; Greenberg, 1994). 김창대(2009)는 인간 변화를 촉진하는 다섯 가

지 조건 중 하나로, 내담자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현상학적 세계를 부

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밝혔다. 정서적 경험

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고 접촉하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며, 더

많이 수용할 수 있게 된다(김계현 외, 2011). 인지적 탈융합은 경험을 언

어적 세계 안에서 규정지어 회피해버리는 대신, 언어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경험을 그저 경험으로 수용하도록 돕는다.

고통스러운 사적사건, 수용하기 어려운 경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사람들은 이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심적 어려움을 겪는다. 그 중에

서도 많은 사람들은 매일 매일을 타인들 속에서 살아가며, 끊임없이 타

인에게 노출되고, 때로는 타인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하는 상황에 놓이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타인 앞에서 어느 정도의 수줍음이나 불안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고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로부

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너무

심하게 되면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며, 큰 심리적 문제를 불러 오

기도 한다(권정혜, 이정윤, 조선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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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시선,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주로 ‘사회공포증’

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되어 왔다. 남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까

봐 두려워하다 보면, 남들에게 흠 잡히지 않고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한다

는 강박적인 생각이 들고, 사회적 상황에서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는

사람을 더욱 긴장하게 하고, 긴장된 자기 모습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된

다. 결국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보다 더 나쁘게

보일 것’이고 ‘부정적 평가가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동적

사고가 나타난다(Beck & Emery, 1985; Clark & Wells, 1995; Dodge,

Hope, Heimberg & Becker, 1988; Markway, Carmin, Pollard, & Flynn,

1992; Rapee & Heimberg, 1997). 자동적 사고는 흔히 부적응적, 비이성

적 사고라고도 불리며, 일련의 부적 정서를 불러일으킨다(Markway,

Carmin, Pollard, & Flynn, 1992). 그런데 이러한 사고는 자기 진술(self

statements)이나 내적 대화(internal talk)와 같이 내면적 ‘언어’의 형태를

띤다(Kendall & Hollon, 1981).

즉,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신경 쓰고, 인정받기 위해 애를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적 언어를 통해 자기(self), 그리고 현상학적 세계를 규

정짓게 된다. 이렇게 인지적으로 융합되어 언어 자체가 생명력을 갖고

생각의 산물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보다 직접적인 경험과의 접촉은

어려워진다. 결과적으로 내적 언어가 심리적인 경직성을 유발할 수 있다

(문현미, 2006). 언어적 법칙에 의한 지배에서 벗어나, 고통스러운 사적

사건의 중요성과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고통스러운 사

적사건, 경험을 회피하는 것과는 분명하게 구별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공포증에서 내적 언어의 형태로 자기(self)와 사

적 경험을 규정짓는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탈융합’이 사회공포

증의 인지적 핵심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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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능적인 태도, 그리고 부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대학생 집단에서 사회공포증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이정윤, 최정훈, 1997)1), 연구 대상을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좁혔다.

사회공포증, 사회불안에 대한 ACT의 효과는 주로 집단상담프로그램이

나 개인상담 회기 진행을 통해 확인되어 왔다(김수인, 백지숙, 2013; 김

정은, 손정락, 2006; Dalrymple & Herbert, 2007; Kocovski, Fleming &

Rector, 2009; Ossman et al., 2006). 그러나 이 효과들이 집단상담이나

개인상담의 효과인지 ACT 메커니즘의 효과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어려

움이 있다. 반면, ‘인지적 탈융합 기법’만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온전히

‘탈융합’에만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ACT 개입 효과 검증보

다 더 초점화되어 있다(Hinton & Gaynor,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포증, 사회불안에 대한 ‘인지적 탈융합’ 기법의 효과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인지적 탈융합 기법의 효과를 밝힌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권효석, 이장

한, 2010; 김환, 이훈진, 2008; 유진아, 현명호, 이서정, 2013; De Young

et al., 2010; Healy et al., 2008; Hinton & Gaynor, 2010; Masuda et al.,

2004; Masuda et al., 2009; Masuda et al., 2010). 그러나 사회공포증에

대한 인지적 탈융합 개입만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 거의 이루어지

지 못했다. 김기평(2011)의 연구는 사회공포증의 한 가지인 발표불안을

느끼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적 탈융합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공포증 중에서도 수행불안의 일종인 발표불안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상황을 두려워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편

안하게 지내는 데 있어 불편감을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에 탈융합 기법이

1) 이정윤과 최정훈(1997)의 연구에서 대학생 집단의 사회적 회피 및 불안(SADS) 점수

평균은 81.69, 일반인 집단의 평균은 76.6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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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수 있을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통제집단을 따로 두지 않고

비교집단만을 비교군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무처치와 비교했을 때 효과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비교집단 뿐만

아니라 통제집단 또한 설정하여 시간에 따른 종속변인의 변화를 함께 확

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발표불안 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적 상황에서

내담자 개개인들이 자주 경험하는 부적응적인 생각이나 자기 표상을 직

접 다룸으로써, 인지적 탈융합이라는 기법이 상담을 통해 좀 더 넓은 범

위의 심리적 어려움에 두루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포증이 있는 대학생들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

움, 타인의 인정에 대한 역기능적인 태도, 그리고 부적 정서에 대한 인지

적 탈융합 기법의 효과를 주의분산 기법을 적용한 비교집단, 그리고 통

제집단과 비교하여 밝히고자 한다. 주의분산 처치는 다른 정신적인 작업

에 몰두하여, 불안 및 부적 정서를 유발하는 대상으로부터 주의를 분산

시켜서 긴장과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McCaul, & Malott, 1984; Thayer, Newman, & McClain, 1994). 그리고

많은 이들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 취하는 방식이기

도 하다. 앞서 김기평(2011), Masuda et al.(2010)의 연구에서 인지적 탈

융합과의 비교 처치로 주의분산을 사용했다. 인지적 탈융합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정서를 회피하지 않고 수용하려는 목적을 지닌 반면, 주의분산

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정서를 회피함으로써 이를 감소시키려 한다는 점

에서 서로 대비되는 관점을 갖는다(김기평, 2011). Masuda et al.(2010)의

연구는 인지적 탈융합이 주의분산이나 통제 처치보다 부정적인 자기표상

단어에 대한 정서적 불편감(discomfort)과 믿는 정도(believability)를 유

의하게 감소시켰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Hayes와 Smith(2005), Bra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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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2012)은 수용이 억압보다 고통을 처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

다고 하였다. 본 연구도 다시 한 번 고통에 대해 ‘회피와 수용’이라는 대

비되는 관점의 효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인지적 탈융합 처치는 주의분산 및 통제 처치와 비교하여, 부

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역기능적 태도, 그리고 부적 정서에

더 효과가 있는가?

가설 1. 인지적 탈융합 집단은 주의분산 집단 및 통제 집단보다 부정

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유의하게 감소할 것이다.

가설 2. 인지적 탈융합 집단은 주의분산 집단 및 통제 집단보다 역기

능적 태도가 유의하게 감소할 것이다.

가설 3. 인지적 탈융합 집단은 주의분산 집단 및 통제 집단보다 부적

정서가 유의하게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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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인지적 탈융합

1) 수용전념치료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부정적인 생각, 느낌을 억압하지 않고 수용하도

록 장려하는 흐름이 주목받고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인지행동치료의 영

역에서 발달한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Hayes, Strosahl, & Wilson, 1999)이다. ACT는 인지행동치료의

제 3의 흐름이라고도 불리는데, 생각이나 정서와 같은 사적 경험의 내용

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기보다는 수용과 알아차림을 통해 이를 자각하게

하는 접근 방법이다(Hayes, & Smith, 2005). ACT에서는 부정적인 생각

이나 정서를 경험하지 않기 위한 통제 행동을 ‘경험적 회피(experiential

avoidance)’라고 부르며, 많은 증상이나 부적응적 행동이 이로부터 기인

한다고 보았다.

Hayes와 Smith(2005)에 의하면, ACT의 원리 중 어떤 것은 인류의 역

사만큼이나 오래된 것도 있을 정도로 ACT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

다. ACT의 원리와 비슷한 것으로 ‘탈중심화(decentering)’가 있다. 탈중

심화는 당장의 자기 경험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봄으로써 ‘현실’과

‘자신이 해석한 현실’ 간의 차이를 알아차리고 그 경험을 구성하는 과정

에서 자기 자신이 관여하고 있음을 관찰하는 과정이며, 모든 심리치료

이론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다(Safran, & Segal, 1990). 즉, 사

고와의 탈동일시, 반응의 탈자동화, 그리고 자기 수용 등의 요소들이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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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화의 핵심요소인데, 이렇게 볼 때, 탈중심화는 ACT의 요소인 마음

챙김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조용래, 2011).

한편, ACT는 경험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는

점에서 메타인지와도 관련이 있다. Shapiro(1998)는 사고로부터 떨어져

사고를 바라보고 수용하며, 흘러가게 두는 과정을 ‘상위인지

(meta-cognition)'의 기능으로 설명하였고, 이것이 결국 탈중심화 과정이

며 마음챙김의 심리치료기제라고 하였다(박성현, 2007; 이자명, 2013 재

인용).

즉, ACT는 기존의 것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ACT는 마음챙김, 수용, 그리고 가치 중심의 삶이라는 세 개의

커다란 범주로 된 하나의 인지모델을 구축하였다는데서 의미가 있다.

Hayes와 Smith(2005)에 의하면 “인간은 특수한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

라보며 그 렌즈가 경험의 해석을 지배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이 특수

한 렌즈는 주로 언어의 형태를 띤다. 이런 언어의 착각으로부터 자유로

워지면, 우리는 매일 나타나는 많은 언어의 렌즈들을 더욱 자각하게 되

며, 특정한 인지적 렌즈에 밀착된 것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게 된다. 즉,

고통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보다는 고통을 바라보는 법을 배울 것

이다.” 마음챙김은 이처럼 경험을 관찰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Hayes,

Follette, & Linehan, 2004).

‘수용’은 고통을 제거하려고 애를 쓰면 오히려 더욱 고통에 휘말리게 되

며, 더 외상적으로 변한다는 관점에 기초한다(Hayes, & Smith, 2005).

Hayes와 Smith(2005)에 의하면, “인간의 언어적 속성 때문에, 인간은 문

제에 부딪혔을 때 늘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려 한다. 하지만 내적 경험에

대해서는 그러한 시도가 언제나 효과적이지는 않으며, 고통을 제거하려

애쓰기보다 오히려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리고 고통과 함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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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나아가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다.”

마음챙김과 수용은 마음 속 장애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과 투쟁하는

것을 그만두고, 자신이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 중심의 삶을 가능

하게 할 것이다. “쓸모없이 마음을 관리하는 것으로부터 삶에 참여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수용전념치료의 목표이다.

2) 관계구성틀 이론과 인지적 융합

ACT의 관점에서 경험적 회피는 특정 경험이 주는 실제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을 만들어내어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의 원인을 불러일으킨

다(Hayes, Gifford, Follette, & Strosahl, 1996). ACT는 경험적 회피의

원인을 언어의 상징능력으로 설명하는 모델인 관계구성틀 이론

(Relational Frame Theory: RFT)을 제시하였다(Hayes, Barnes-Holmes,

& Roche, 2001).

관계구성틀은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상호 관계의 망으로서, 인간 언어

및 인지의 핵심을 이룬다. 관계구성틀 이론은 언어, 인지, 외현적 행동,

그리고 감정 간의 관계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되기도 하지만 직접

적인 경험 없이 학습되기도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는 상호연결망을

형성하는데, 이는 연결망 내 존재하는 어떤 자극에 의해서도 활성화될

수 있다(De Young et al., 2010). 이를 통해 인간은 환경 내에 있는 대상

이나 생각 등 모든 것들을 다른 대상이나 생각 등과 임의적으로 관련지

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상을 떠난 가족의 사진을 보는 것은 사진이 찍

힌 시간과 장소 등 사진 그 자체에 대한 정보, 사진 속 인물의 성격이나

함께했던 추억 등 인물에 대한 정보, 그리고 슬픈 표정을 짓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것 등 사진을 볼 때의 행동 방식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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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망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인간은 경험한 것을 언어로 상징화하여 이해하는데, 그 과정에

서 경험이 가진 심리적인 자극 기능이, 경험을 상징화한 언어로 일부 전

환된다(Hayes et al., 1996). 이러한 자극의 전환은 경험에 대한 무조건

반응이, 언어라는 조건자극과 연합하는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로 설명

할 수 있다(Blackledge, 2007). 이 기능의 전환은 양방향적으로 이루어져

서, 언어가 반대로 경험의 심리적 자극기능을 바꿀 수 있다. 다시 말하

면, 언어가 가지게 된 기능을 통해 인간은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다. 이처럼 언어 기능이 실제 경험을 앞서게 되어 언어가 경험을 규정하

는 현상을 인지적 융합(cognitive fusion)이라고 한다(Hayes, 2004). 생각

에 융합되면 그 생각이 실제 경험과 다르더라도 사실인 것처럼 느껴진

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나는 혼자다”라

는 생각이 슬픔이나 절망의 감정들을 이끌어내면 이 생각, 그리고 관련

된 감정이 “융합”된다(De Young et al., 2010). 이로 인해 이 생각을 피

하려는 과도한 통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정리하면, 언어가 만들어낸

생각에 융합되면, 현실에 접촉하지 못하고 그 생각이 만들어낸 자극을

경험하게 된다. 그 자극을 피하고자 내적 경험을 통제하려는 경험적 회

피가 일어나게 된다. 결국 인지적 융합은 그 생각 자체, 그리고 생각을

피하고 억압하려는 노력 모두로부터 고통을 유발한다.

3) 인지적 탈융합의 기제

경험적 회피를 일으키는 융합상태에서 벗어나고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ACT에서 제시한 전략이 인지적 탈융합 기법(cognitive defusion)이다.

Hayes 등(1999)은 언어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파괴하여 현실에 접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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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탈융합을 정의하였다. Wilson과 Murell(2004)은 생각이 만들어내

는 관계를 약화시키는 전략이 탈융합 기법이라고 설명하였다. 다른 인지

행동 치료에서 고통스러운 생각에 도전하고, 그것을 바꾸거나 혹은 그

생각의 빈도를 줄이려고 하는 것과 달리, ACT에서는 언어를 탈문자화

(deliteralize)하고자 한다(De Young et al., 2010). 즉, 단어의 의미는 단

어 그 자체로부터 분리되며, 단어는 그저 단어이고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장은 그 문맥을 벗어나서 단순히 단어

들의 조합이 되며, 더 이상 관련된 인지나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De Young et al., 2010). 문현미(2005)는 탈융합 기법을 통해 생각이 만

들어낸 경험에서 벗어나면 현실에 접촉하여 지금-여기에서 자신의 느낌

을 보다 잘 알아차리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인지적 융합은 생각이 행동 조절의 다른 원천들을 지배하게 되는 경향

이다. 예를 들면, ‘나는 불안하다’, ‘나는 너무 우울하다’와 같은 언어는

실제로 스스로를 자신의 고통과 동일시하게 만든다. 이는 일상적인 맥락

에서 어떤 단어와 그것이 가리키는 사건이 마치 서로 동일한 것처럼 취

급되기 때문이다.

탈융합 기법은 언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즉,

인지적 융합과 경험적 회피의 원인이 되는 언어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중

립화한다.

언어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탈융합 기법은 언어의 한계를 지각하게 한

다. Hayes와 Smith(2005)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성인은 언어를 순수하게

소리로 듣지 못한다. 그들은 오로지 단어만을 듣는다. 이러한 소리와 의

미의 끈끈한 결합을 느슨하게 할 한 가지 방법으로 단어 반복하기 연습

이 있다. Masuda et al.(2004)의 연구에 의하면, 연습에 참여한 이들 중

95%가량이 그 말에 대한 믿음의 감소를 경험했다. 말의 유도된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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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반면, 그 직접적인 기능(예, 그것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은 더

현저해지고, 그 말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그저 하나의 말이 되는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 연습의 요점은 내담자가 언어의 속성을 이해하도

록 돕는 것이다. 즉,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든 간에, 말은 그저

말일 뿐임을 알게 하여, 언어적인 조건화가 내담자의 머릿속에 설정해

놓은 것의 무력한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한다(Hayes, & Smith, 2005).

또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형식으로 바꾸어 말하는 연습도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말은 그저 말일 뿐이고,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 실체가 아

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단어 반복 연습이 내담자들이 직접

말에서 소리와 의미가 해체되는 것을 ‘체험’하는 원리라면, 문장을 바꾸

어 말하는 연습은 좀 더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 교육하는 것에 가깝다.

이 밖에도 비유를 사용하거나, 언어가 사용되는 통상적 맥락과 다른 맥

락으로 언어를 사용하여, 인간이 언어를 통해 기능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드러내고, 문자적 의미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생각의 언어적 기능이 약화되면 내용을 바꾸지 않고도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해진다(Blackledge, 2007). 다

른 관점을 가지면 언어가 만들어낸 심리적 자극에 대해 좀더 유연하고

다양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Wilson & Murell, 2004).

ACT의 핵심적인 기법인 ‘인지적 탈융합’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은 대

개 Hayes, Strosahl, 그리고 Wilson(1999)의 ‘milk milk milk' 연습인 단

어 반복 기법(Word Repeating Technique; WRT)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

루어져 왔다.

인지적 탈융합 기법의 하나로, 가장 먼저 단어 반복 기법의 효과를 검

증해보이고자 했던 연구는 Masuda et al.(2004)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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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단어반복 기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처치들

을 교대로 적용하여,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정적인 단어에 대한 불편

감(discomfort)과 그 단어가 자신을 나타낸다고 믿는 정도(believability)

가 감소함을 밝혔다. Masuda et al.(2009)는 이후 같은 연구를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수행했고, Masuda et al.(2010)이 역시 같은 연

구를 주의분산처치를 비교처치로 사용하여 수행하였고 모두 인지적 탈융

합 기법의 유의한 효과를 밝혔다. De Young et al. (2010)은 단어 반복

기법의 효과를 단어분류훈련(Word association task)과 비교하였으나 5

분 동안의 짧은 처치 시간이 한계로 남았고, 두 처치 간의 유의한 효과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김환과 이훈진(2008)이 단어 대신 문

장을 사용하여 진술문 반복 읽기가 부정적 기분 개선 감소에 효과가 있

음을 밝혔다.

단어 반복 기법의 효과는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어느 정도 밝혀졌으나,

대개 처치 시간이 매우 짧았고, 주로 ‘정서’와 같이 작은 자극을 통해 즉

각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종속변인에만 적용될 수 있었다는 한계를 남겼

다. 또한, 탈융합을 시도하는 경험의 발생 시점이나 심각도, 내용에 따른

다양한 판단과정과 복합적인 맥락으로 여러 가지 감정이 얽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법만으로 탈융합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다(유진아,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역시 복수의 기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복수의 인지적 탈융합 기법을 사용하여 효과를 검증한 연구로는 권효석

과 이장한(2010), 김기평(2011)과 유진아(2011)의 연구가 있으며, 모두 세

가지의 인지적 탈융합 기법을 사용하였다. 권효석과 이장한(2010)은 불

안 증상 자체에 공포를 느끼는 불안민감성에 대해 인지적 탈융합의 효과

를 밝혔다. 김기평(2011)은 발표불안에 대한 탈융합 효과를 확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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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아(2011)는 분노 조절에 대한 탈융합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그 중

에서 사회공포증, 사회불안에 대해 탈융합 효과를 밝히려 한 연구는 김

기평(2011)의 연구뿐이다. 그러나 발표불안은 사회공포증의 하위 요소인

수행불안의 한 가지로,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사회공포증에 대해

이 연구 결과를 확대하여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수행 불안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까지를 포함하고, 내담자 개개인이 직

접 경험했던 사회불안상황에 대해서 인지적 탈융합의 효과가 적용될 수

있을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사회공포증

1) 사회공포증의 정의와 특징

사회공포증은 낯선 사람들에게 노출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

는 하나 이상의 사회적 또는 수행 상황에서의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움

을 보이며, 그런 상황에서 창피하고 당황스럽게 행동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으로 정의된다(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1994). Markway 등

(1992)은 사회공포증을 타인으로부터의 엄격한 평가가 예측되거나, 창피

하거나 부끄럽게 행동할지도 모른다는 지속적인 공포라고 정의하였다.

이정윤과 최정훈(1997)은 사회 공포증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개입하거나

사람들에게 노출될 때 남들이 자기를 지켜보거나 평가한다고 생각하여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불안을 느끼는 장애라고 하였다.

사회공포증은 Marks와 Gelder(1966)가 특정 과제를 하는 동안 다른 사

람들이 자신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매우 불안해하는 사람의 상태를 기술

하며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1980년에 공식적인 임상적 진단명이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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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일반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정신장애 중 하나

로 알려져 있다(Barrera & Norton, 2009). Strahan(2003)은 사회공포증

이 모든 불안 장애에 흔히 동반되며, 대학생 집단의 약 22% 정도가 이

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사회공포증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키

는 대표적인 대인관계 장애이며(Alden, & Taylor, 2004), 알코올・약물
남용・우울증・자살・사회 부적응과 같은 다양하고도 심각한 기능적 장

해를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원인과 치료적 요인에 대한 연구

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

사회공포증은 사회공포증 유발상황의 특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과 타인의 관찰 하에서

특정 수행을 하는 ‘수행상황’으로 구분된다(Kessler et al., 1998; Leary,

1983; Liebowitz, 1987; Tumer et al., 1992).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는

일반적인 대면상황 및 자기주장 상황 등이, 수행 상황에는 발표상황이나

장기자랑 같은 비언어적 수행상황 등이 포함된다.

사회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상황은 다른 사람

의 시선을 집중적으로 받는 때이다. 어떤 상황이든지 다른 사람들이 자

신의 행동을 주시하고 평가할지 모른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심한 불안을

느낀다. 사회공포증의 증상은 낯붉힘, 심박항진, 손이나 몸의 떨림, 땀흘

림 등과 같은 생리적 증상과, 시선회피, 말더듬, 부적절한 표정 및 행동

등과 같은 행동적 증상, 그리고 평가에 대한 지나친 염려, 부정적인 자기

진술 및 평가, 자기초점화된 정보처리 등과 같은 인지적 증상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타난다(이정윤, 최정훈, 1997).

사회공포증과 비슷한 개념으로는 사회불안이 있다. Neal과

Edelmann(2003)은 사회불안은 회피행동 없이 사회 불안을 느끼는 것이

고, 사회 공포증은 회피행동을 동반한 사회 불안으로 설명하였다(최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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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사회불안과 사회공포증의 차이를 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양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회불안증은 사회공포증과

연속선상에 놓인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했다(McNeil, Turk, & Ries,

1994; 이정윤, 최정훈; 1997 재인용). Leary와 Kowalski(1995)에 의하면

사회공포증인 사람들이 사회불안증인 사람들보다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

감을 많이 느끼고 그런 상황을 더 회피하며, 결과적으로는 불안증상으로

인한 영향이 보다 해롭게 나타나지만, 불안의 촉발요인이라든지 행동적

결과로 나타나는 양상들은 둘 간에 유사하다. 즉, 사회공포증이 사회불안

보다 더 심각한 증상이라는 것만이 논의되어 온 가운데 사회불안의 연속

선상에서 어디부터를 사회공포증으로 진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기준이 없으며(손정아, 권정혜, 2001), 최유연과 손정락(2012)의

연구에서는 사회공포증과 사회불안이라는 용어를 연속선상에 있다고 간

주하고 두 용어를 맥락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도 사회공포증을 더 심한 사회불안으로 보고 두 용어를 같은 의미

로 사용할 것이며, 다만 좀더 보편적인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안까지 포

함한 넓은 의미의 증상은 ‘사회불안’으로, 그 중에서도 심한 사회불안을

겪고 있는 경우의 증상은 ‘사회공포증’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2) 사회공포증의 인지적 요인

사회공포증의 기저에는 자신이 부족하다거나 부적절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그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거절당할 것이라는 공포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공포증의 발생, 유

지 및 치료에 있어 ‘인지’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김은정, 1999). 또

한 인지적 요인들은 다른 불안장애들에서보다도 사회공포증에서 더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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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Butler, 1985; Emmelkamp, 1982; Kumari et al., 2012;

Vidyanidhi et al., 2009).

이에 따라 사회공포증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회공

포증의 인지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인지행동치료 연구를 중심으로 이

루어져 왔다. 그 중에서도 집단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식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왔으며(박기환, 안창일, 2001; 손정아, 권정혜, 2001; 오

강섭, 1998; 오자영, 손정락; 2009; 원호택, 조용래, 표경식, 2000; Butler,

1989; Emmelkamp et al., 1985; Heimberg et al., 1990; Hofmann, 2004;

Hope, Heimberg, & Bruch, 1995), 이에 대한 메타분석 개관논문만도

5～6편이 넘는다(Chambless & Hope, 1996; Fedoroff & Taylor, 2001;

Feske & Chambles, 1995; Gould, Buckminster, Pollack, Otto, & Yap,

1997; Hood & Nutt, 2001; Taylor, 1996; 권정혜, 2007 재인용).

사회공포증의 발달과 유지를 통합적으로 잘 설명한 Clark와

Wells(1995)의 사회공포증 인지모델에 따르면, 사회공포증이 있는 사람

은 불안한 사회적 상황에 놓일 때 먼저 자신의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자

신과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일련의 가정들을 발달시킨다. 가정의 활성화

단계가 시작되면,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나타난다. 그리고 부정적인 자

동적 사고의 내용 중에는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

면,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평가

를 받거나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압도적으로 많이 보고되었

다(조용래, 1998). 이처럼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는 사회공포증 인지모델

의 초기단계인 가정의 활성화 단계에서 나타나며, 이후의 단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주로 자기 자신에게 내뱉는 자기 진술 또는 독백이나

내적 대화 같은 내면적 언어의 형태를 보인다(Kendall & Hollon, 1981).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의 기저에는 어떻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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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신념이 있다(Markway et al., 2010). 조용래(1999)의 연구에서

역기능적인 신념과 사회공포증상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

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의 내용은 개인마다,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다. 반

면 그러한 자동적 사고가 떠오르게 된, 기저의 신념은 상황에 따라 다르

다기보다는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 Glass, Merluzzi 등(1982)은 역기능적

신념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상황에 관계없이 일정하며 성격의 인지적

구조의 내용을 반영하는 신념체계로서 특질과 비슷한 인지라고 하였다

(조용래, 1998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 대신

그 기저의 역기능적인 신념을 종속변인으로 측정하고자 했다.

역기능적인 신념은 Weissman과 Beck(1978)이 제작한 Dysfunctional

Attitude Scale(역기능적인 태도) 척도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명칭을 따라 ‘역기능적인 태도’라는 용어를 역

기능적인 신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역기능적인 태도의 요인에 대

해서는 Cane 등(1986)이 ‘성취지향성’과 ‘타인에 의한 인정’의 2 요인으로

구분한 바 있다. 그 중에서, 성취지향성 부분은 사회공포증 중에서도 수

행불안에만 한정되는 특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수행불안과 사회

적 상호작용 불안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타인에 의한 인정’과 관련한

역기능적인 태도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와 그 기저의 역기능적인 신념으로 인해 사회공포

증이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회적 상황들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해석

하게 된다. 그 결과로 이들은 자신의 사회적 수행 능력을 불신하고, 부

정적인 사건에 대한 회상이나 기대를 반복하며,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

가를 염려하며, 자기 자신과 환경으로부터 지각된 부정적인 위협 정보에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Spokas, Rodebaugh, & Hei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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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특히 Marks(1969)와 Nichols(1974)는 사회공포증의 핵심적 인지적 특징

이자 장애 요소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주목하였다. 사회공포

증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

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창피스럽고 당황스러울까봐 걱정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자신의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

이 자신을 판단하거나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오자영, 손정락, 2009).

따라서 사회공포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이 매우 필수적이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 피드백에 대해 더욱 나쁘게 생각하며, 부정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생각했다(Smith, & Sarason, 1975). 또한

위협적인 사회비교 정보를 회피하였다(Friend & Gilbert, 197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포증을 개선하는 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

려움’과 ‘역기능적인 신념’을 감소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두 가지를 종속변인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공포증에서

부정적 정서가 증가하고 긍정적 정서가 감소하였다는 연구(Moscobitch,

Suvak, & Hofmann, 2010)에 따라 부적 정서의 변화 또한 함께 확인하

려고 한다.

3) 사회공포증과 경험의 회피

사회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찰받는다고 느끼는 정

도에 따라 불안이 증가하며, 불안을 경험하는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를 강하게 느낀다(Amies, Gelder, & Shaw, 1983). 따라서 단순히 수

줍음이 많은 사람에 비하여 생활에 지장을 훨씬 더 많이 받고 회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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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다 많이 보인다(권정혜, 이정윤, 조선미, 1998; 이복동, 오윤희, 오강

섭, 2003). 한편 사회공포증 환자들이 두려운 상황에서 잘 회피하기 때문

에 오히려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손상을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연

구 결과도 있었다(Pollard, & Henderson, 1988).

사회공포증에서의 경험의 회피는 ‘안전 행동(safety behavior)’으로 나타

난다. 안전 행동이란 시선 피하기, 다른 사람들의 주의가 자신에게 쏠리

지 않도록 일부러 취하는 행동 등을 말한다(박은희, 윤혜영, 권정혜,

2011). 안전행동은 불안상황에서 불안과 긴장수준을 낮춰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실제로는 비현실적인 신념에 대한

반증의 기회를 박탈하여 이 신념이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여 오히려

사회공포증이 유지되고 강화되도록 기여한다(Salkovskis, 1991; Wells et

al., 1995).

3. 주의분산

Clark와 Wells(1995)에 의하면 사회공포증인 사람들은 사회적인 상황에

서 자신이 수용 받지 못할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신

념을 가지고 있다. 자동적이고 반사적인 ‘불안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위

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게 한다. 특히 사회공포증인 사람들은 부정적

인 사회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주의전환(attention shift)와 안

전 행동(safety behavior)을 통해 자신의 불안한 모습을 숨기고 불안을

감소시키고자 한다(박은희, 윤혜영, 권정혜, 2011).

주의분산은 다른 정신적인 작업에 몰두하여, 불안 및 부적 정서를 유발

하는 대상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부정적인 생각이

나 감정으로 인해 고통에 휩싸일 때, 보통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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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방식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불안이나 부적 정서, 불길한 생각 등을 잊

기 위해 TV를 시청하거나 음악 감상, 수면, 외출 등을 통해 다른 일에

몰입한다. 또한 한쪽 구석에 시선을 고정시킨다거나 공상을 해서 스스로

를 이 상황에서 분리시킬 수도 있다. 주의전환은 실제로 긴장과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hayer, Newman, &

McClain, 1994). McCaul과 Malott(1984)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조절하는

데 인지가 중요하며, 인지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자극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플라시보(placebo)

통제 집단에 비해 주의분산 집단이 심리적 고통을 감소시키는 데 더 효

과적이었으며, 주의분산 과제가 더 많은 주의 집중을 요할수록 이것이

더욱 효과적이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주의를 분산하거나 공상을 통해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것 모두

회피의 한 형태이다(Markway et al., 2010). Hayes 등(1996)은 이러한

경험적 회피가 특정 경험이 주는 실제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을 만들어

낸다고 하였고, Braams 등(2012)은 미래에 대해 불안한 예상을 하는 예

기불안(anticipatory anxiety)과 고통스러운 기억에 대한 회상에 대해 수

용이 억압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또한 Masuda, Twohig 등

(2010)의 연구에서는 인지적 탈융합이 주의 분산보다 부정적 자기표상적

생각(negative self-referential thoughts)에 대한 정서적 불편감과 그 생

각에 대해 믿는 정도를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켰음을 확인하였다.

Masuda, Twohig 등(2010)은 주의분산 처치로 연구자가 “그만”이라고

말할 때까지 피험자들이 부정적인 생각 대신 다른 생각을 지속하도록 지

시한 바 있다. 또한 김기평(2011)은 등굣길 상상하기와 관광지 소개 글

쓰기라는 더 구체적인 주의분산 기법을 사용했지만, 탈융합 기법보다 효

과적이지 못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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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McCaul과 Malott은 플라시보 통제 집단과 주의분산 집단을 비교

해서 주의분산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여러 선행연구들이 수용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처치들과의 비교에서는 주의분산집단이 상대적으로

덜 효과적이었음을 밝혀 왔으며, 인지적 과정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

어 다루는 인지적 탈융합과 비교했을 때, 주의분산이라는 기법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역기능적 태도와 같이 덜 표면적인 변인들까지

도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인지적 탈융합은 불안을 회피하지 않고 수용하려는 목적을 지닌 반면,

주의분산은 이를 회피함으로써 불안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서로 대비되

는 관점을 갖는다(김기평, 2011). 본 연구도 다시 한 번 ‘회피와 수용’이

라는 대비되는 관점의 효과를 비교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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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 지역 3개 대학에 재학 혹은 휴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참가자 모집을 위해 각 대학 학생들에게 온라인 게시판 및 오프라

인을 통해 실험 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배포하였고, 실험 참가를 원하는

이는 공고문에 첨부된 설문 형식의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Watson

et al., 1969)(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SADS)2)’를 작성하

여, 인터넷 설문조사 프로그램(Google docs) 및 오프라인 신청서를 통해

실험 참여 신청을 하였다.

통계적 유의도 확보를 위한 집단별 최소 사례수에 대해서는 Busk와

Serlin(1992), 백순근(2004) 등이 선행 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 Busk와

Serlin(1992)은 사전, 사후 검사 반복측정 연구설계를 위해서는 적어도

한 집단의 사례수가 12명이 되어야 통계적 유의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백순근(2004)은 중앙집중한계정리에 근거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하

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집단별로 적어도 30명 이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계적 검증력을 높일 수 있고, 연

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무선적으로 실험집단, 비교

집단, 그리고 통제집단에 각각 30명씩, 총 90명의 피험자를 배정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을 위해 피험자를 모집한 결과, 총 242명의 대학생이 실험 참여

2)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SADS)를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한국판으로 번안한 척

도를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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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이상

대학
원생

합계

남 1 3 6 5 2 1 18

여 5 14 7 18 11 8 63

합계 6 17 13 23 13 9 81

<표 1> 연구 참여자의 성별 및 학년별 분포

신청 및 사전 설문지 작성을 완료했고, 이 중에서 선정 기준(SADS 93점

이상3))을 충족한 89명을 최종 실험 참여자로 선정했다. 93점이라는 선정

기준은 이정윤과 최정훈(1997)의 분류기준에 따른 것이며,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높고 ‘심한 사회공포증’을 겪는 것으로 분류하는 절단점이다4).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보다 사회공포증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학생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실험 참여 신청 인원 중

약 37% 정도가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총 89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이 중에서 실험 도

중 절차를 잘못 이해하여 실험 조작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8

명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총 81명의 실험 자료가 분석에 활용

되었다.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 18명, 여자 63명이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 6명, 2

학년 17명, 3학년 13명, 4학년 23명, 5학년 이상 13명, 대학원생 9명이었

다. 참여자들의 실험 신청 당시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SADS) 점수

평균은 104.38(SD=10.59)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 및 학년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3) 77~92점이면 중간 정도의 사회공포증으로, 93~140점이면 심한 정도의 사회공포증으로

볼 수 있다.(권정혜, 이정윤, 조선미, 1998)

4) 본래 대학생 집단의 평균 81.69에서 1 표준편차 위인 99점을 본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분할점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피험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인 집단의 평균

76.67에서 1 표준편차 위인 93점을 분할점으로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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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전체
탈융합집단 주의분산집단 통제집단

남자 7 7 4 18

여자 21 20 22 63

합계 28 27 26 81

<표 2> 연구 참여자의 집단별 분포

참여자들의 집단별 분포는 다음 <표 2>와 같다.

2. 연구도구

1) 피험자 선발 도구

(1) 한국판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K-SADS)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는 사

회공포증을 측정하는 질문지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척도이다(이

정윤, 최정훈, 1997). Watson과 Friend(1969)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사회

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와 잠재적으로 혐오적인 사회적 상황

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측정한다. 생리적 반응이나 수행적인 측면은 포함

되어 있지 않다. SADS는 총 28문항이며 원래 진위형으로 응답하게 되

어 있었으나, 점수 분포의 편포를 피하고 개인 간의 차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번안 과정에서 5점 척도로 구성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했다. 한국판 SADS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92, 반분

신뢰도는 .94,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8이었다. 본 연구의 Cronbach α는

.71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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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인 측정 도구

(1) 한국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단축형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것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는 부

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ear of Negative Evaluation; FNE) 척도는

Watson과 Friend(1969)가 제작하였으며, 본래 총 30문항이다. 이후,

Leary(1983)가 전체 점수와 .05 이상의 상관이 있는 12문항들만 뽑아서

FNE 단축형을 만들었으며, 단축형과 원래 척도의 상관은 .96으로 매우

높았다(이정윤, 최정훈, 1997). 본 연구에서는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이를 한국판으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2번, 4번, 7번 그리고 10번

문항은 역채점하였다. 본 척도의 총점은 12점에서 60점까지 분포하며, 점

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많음을 나타낸다. FNE 단

축형의 Cronbach α는 .90이었고,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

였으며, 이정윤과 최정훈(1997)의 연구에서는 .89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계수는 .719이다.

(2) 한국판 역기능적 태도 척도

Weissman과 Beck(1978)이 제작한 Dysfunctional Attitude Scale 척도

를 권석만(1994)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래 우울증 환자들이 보

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기능적인 신념 내용을 기술한 40문항으로 되어

있는 5점 척도의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원판 척도에 대해 Cane 등(1986)

은 두 가지 요인 구조를 발견했는데, Performance Evaluation과

Approval by others가 바로 그것이다. 그 중 ‘타인의 인정’이 사회공포증

경향 집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 하나이기에, 본 연구에서

는 ‘타인의 인정’ 요인으로 분류되는 10문항만을 사용하고자 한다. C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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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1986)의 연구에서 ‘타인의 인정’ 요인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76이었

다. 본 연구에서는 .708였다.

(3) 다차원적 정서형용사 척도

실험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서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Zukerman과

Lubin(1965)이 제작한 다차원적 정서형용사 척도(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 list; MAACL)의 간편형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불안

정서를 묘사하는 형용사 10개, 우울정서를 묘사하는 형용사 24개, 적의정

서를 묘사하는 형용사 14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적의정서는 본 연

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의 특성인 사회불안과는 개념상 관련이

거의 없으며, 실제로 파일럿 실험에서도 어떠한 연관성을 보이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서와 우울정서만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피험자들이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8점(매우 그렇다)까지 평정하도

록 하였다. 불안정서와 우울정서 모두, 부정적 형용사의 점수와 역채점한

긍정적 형용사의 점수를 합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는 .953이었으며, 하위요인인 불안정서와 우울정서의

Cronbach α는 각각 .854, .946이었다.

3) 통제집단에 사용된 도구

(1) 암묵적 연합 검사

Masuda, Twohig 등(2010)의 연구에서처럼 본 연구에서도 분산-기반적

인 통제 조건을 만들었. 이들의 연구에서는 가치중립적인 기사(예를 들

면, 산에 관한)를 읽게 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통제집단에 배

정된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조금 낯선 ‘암묵적 연합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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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였다

Greenwald 등(1998)이 개발한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는 암묵적 사회인지이론(Greenwald & Banaji; 1995)을 근거

로 개발된 간접적 태도측정의 한 방법이다. IAT는 어떤 대상과 특성들

간의 자동적 연합의 강도를 측정한다. 예컨대 편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이나 사람들은 부정적 특성과 더 강하게 연합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은

대상에 비해 인지적 접근 용이성이 더 높아 변별판단에 걸리는 반응시간

이 훨씬 빨라진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실험 처치가 진행되는 동안, 통

제집단에게 대기 시간에 암묵적 연합검사(IAT)를 실시하였다. 자기 표상

이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정서 등과 전혀 관계없는 중립 단어들

로 이루어진(예: 남자-여자, 과학-인문학 등) 검사 세트(set)를 선택했다.

검사는 컴퓨터 화면에서 두 가지 키(key)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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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료 시간

1 연구 소개 및 동의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1분

2 심리적 안녕의 장애물 찾기
나의 심리적 안녕(well-being)을 방해하

는 생각들 찾기 기록지
10분

3 사전 측정

부적 정서

역기능적 태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3분

4
집단별

처치

실험집단

(인지적 탈융합)

단어 반복 읽기

생각에 이름 붙이기

15분비교집단

(주의분산)

등굣길 상상하기

관광지 소개 글쓰기

통제집단 중립 단어로 된 IAT

5 사후측정

조작확인

부적 정서

역기능적 태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인적사항 질문지

간단한 소감 및 피드백

5분

6 디브리핑 디브리핑문, 소정의 사례 증정 1분

총 소요시간 35분

<표 3> 연구절차

3. 연구절차

실험참여자들은 참여 전 연구자가 제비뽑기를 통해 무작위적으로 세 개

의 집단 가운데 하나에 배정되었다. 실험은 각 대학 교내 혹은 근처 스

터디룸 등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실험 참여자들은 PPT 화면과 제공된 실험 자료들을 보면서 지시문에

따라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진행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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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소개 및 동의

연구자는 연구에 대해 ‘인지적 기법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간략한 설명을 하고, 참여자들은 연구참여자용 동의서에 서명

한다.

2) 심리적 안녕의 장애물 찾기

김환(2010)에 따르면 기존 연구에서 부정적 기분 유도 방식은 크게 인

지 과제를 사용하여 실패 경험을 제공한 유형(Greenberg &

Pyszczynski, 1986)과 불쾌했던 과거 경험을 떠올리도록 하는 유형

(McFarland & Buehler, 1998), 그리고 부정적 기분에 감정이입을 하는

방식(Chentsova-Dutton & Tsai, 2010) 등이 있다(신선임, 2013 재인용).

본 연구는 한 가지 통일된 자극을 소재로 한 반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피험자 개개인의 사회불안 상황에서의 경험을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

기 때문에 위 방식들 중 McFarland와 Buehler(1988)의 방식을 택했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들(문현미, 2006; Masuda et al.,2009)을 참고하여

피험자 개개인의 심리적 장애물과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찾는데 초점을

둔 기록지를 제작했다. 본 연구의 기록지는 선행연구에서 형식을 가져와

본 연구에 맞게 보완 및 재구성하였고, 참여자들이 좀 더 용이하게 기록

할 수 있도록 단계를 세분화하였다. 기록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이성과 처음 만나 데이트할 때’ 등

조용래와 원호택(1997)의 연구에서 활용된 10가지의 대표적인 사회불안

경험 상황을 예시로 주고, 순차적인 질문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도록 하

였다. 또한 그 기저의 부적응적인 생각, 역기능적인 신념을 파악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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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조용래(1998)가 제작한 역기능적인 신념 검사(DBT)의 문항들

중, 부정적 자기개념과 관련된 생각들을 예시로 주고 선택하게 했다(예:

나의 실제 모습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나를 전보다 업신여길 것이다). 그

다음 부정적 자아개념을 찾기 위해 최윤경, 안창일(1993)의 연구를 참고

하여 예시를 들어 주고, 평소에 자기에게 자주 떠오르는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찾아보게 했다.

3) 사전 측정

심리적 안녕의 장애물 찾기 단계가 끝나고 나면, 피험자들의 부적 정서

(MAACL),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NE), 역기능적 태도(DAS) 척도

를 측정했다. 부적 정서를 가장 먼저 측정한 이유는 타 척도를 먼저 작

성하는 동안 시간의 영향으로 정서가 변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척도들은 설문지 형태로 인쇄되어 제공되었다.

4) 집단별 처치

본 연구는 가외변인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 집단별 총 처치 시간을 15

분 정도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또한 모든 집단의 참여자들은 연구참여

자 모집 단계에서 ‘사회불안’ 경감에 효과가 있는 인지기법들을 경험할

것으로 안내되었기 때문에, 처치에 따른 기대효과 역시 최대한 통제되었

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실험처치 단계에서, 통제집단을 제외한 실험집단(인지적 탈융

합)과 비교집단(주의분산)에는 기법에 대한 짧은 이론적 설명을 덧붙였

다. 참여자들이 이론적 해설을 제공받았을 때 기법의 효과가 더 향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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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탈융합 주의분산 통제

1. 단어 반복 읽기

부정적인 자기 평가 단어 중,

가장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가장 자주 떠오르는 생각을

한 단어로 압축한 뒤, 반복해

서 읽기

(예) 바보, 외톨이, 왕따 등

1. 등굣길 상상하기

집을 나서서 학교에 오기까지

스치는 모든 장면들을 최대한

생생하게 떠올리기

* IAT

남자, 여자, 과학,

인문학 등 4개의

카테고리로 단어

들을 분류함.

2. 생각에 이름 붙이기

자신의 역기능적 사고 중, 한

두 가지를 골라, 그것이 사실

이 아니라 생각인지 감정인지

과거의 경험인지 판단하기.

(예) 나는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나는 ...라는 감정을 느

끼고 있다.

2. 관광지 소개 글쓰기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 중 보

기에서 3곳을 골라 친구에게

소개하는 글을 써 보기

<표 4> 집단별 처치 내용

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De Young et al., 2010;

Esposito & Pelton, 1971; Fish, 1973, Masuda et al., 2004, 2009, 2010).

구체적인 집단별 처치는 <표 4>와 같다.

(1) 실험집단(인지적 탈융합 처치)

먼저, 본 연구의 실험집단에는 인지적 탈융합 처치가 이루어졌다. 선행

연구에서처럼(김기평, 2011; 문현미, 2006; 유진아, 2011; De Young et

al., 2010) ACT의 개념을 처음 접하는 실험참여자가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Hayes(2005)의 인지적 탈융합 설명을 활용한 한 쪽 분

량의 인지적 탈융합 개념 지시문을 참가자에게 제공하였다. 세부 내용은

김기평(2011)과 문현미(2006)의 지시문을 참고하여 작성했다. 인지적 탈

융합 개념 지시문을 읽은 후에는 실험참여자가 이해한 내용을 연구자에

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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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실험참여자들은 두 가지의 인지적 탈융합 기법에 참여했다. 본래는 단

어반복 읽기, 생각에 이름 붙이기, 그리고 생각 흘려보내기(퍼레이드 비

유)의 세 가지 기법이 본 실험처치로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파일럿 테스

트 결과, 참여자들로부터 생각 흘려보내기는 ‘막연하고’, ‘잘 와 닿지 않

는다’는 의견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피

드백을 수용하여, 효과적이라고 보고된 2가지 기법만을 활용하였다. 이

기법들은 Hayes(2005)의 인지적 탈융합 기법들 중, 선행 연구에서 참여

자의 이해도와 호응도가 높았던 기법들이기도 하며, 유진아 등(2013)이

인지적 탈융합이 분노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던 연구에서도 이미 활

용된 바 있는 기법들이다. 특히 단어반복기법은 인지적 탈융합의 가장

대표적인 기법으로서 많은 연구에서 그 효과가 검증되었다(Hayes,

Strosahl, & Wilson, 1999; Masuda, Hayes et al., 2004; Masuda, Hayes

et al., 2009; Masuda, Twohig et al., 2010). 탈융합이 이루어질 대상은

사전 측정 전 심리적 장애물 찾기 단계에서 참여자들이 떠올렸던 부정적

자기표상과 역기능적인 신념이다.

첫 번째 인지적 탈융합 기법인 단어반복읽기 훈련에서, 참여자들은 먼

저 ‘주스’라는 단어를 20초간 반복해 보는 연습을 통해 단어가 가진 의미

와 소리의 분리를 경험해 보았다. 연습을 마친 후에는, 단어 반복 읽기를

통한 탈융합을 참여자들이 사전 측정 전 단계에서 선택했던 부정적 자기

표상이나 부적 감정에도 적용해보도록 하였다. De Young et al.(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는 실험 참여자 본인이 정서적 불편감을 가장

많이 느끼면서도, 가장 자주 떠올리게 되는 생각(예: 나는 허무주의에 빠

져 있다)을 정하도록 지시했다. 이 생각이 여러 단어로 되어 있을 경우

에는 이를 한 단어(예: 허무)로 재진술하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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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참여자들은 총 1분 동안 이 단어를 소리 내어 반복적으로 읽었다.

읽는 과정에서 첫 20초는 천천히, 다음 20초는 점점 더 빠르고 크게, 마

지막 20초는 한 음절씩 악센트를 주어 가면서 말하도록 했다. 집중과 몰

입을 위해 실험참여자들은 헤드셋을 착용했으며, 매 20초마다 벨소리가

울려 실험참여자들이 이전 단계에서의 반복을 중지하고 다음 단계의 반

복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안내되었다. Masuda, Hayes 등(2004)의 연구

에서는 말에 대한 믿음의 감소 효과가 그 말을 반복하기 시작한 지 대략

20초 정도에서 나타나며, 45초 정도에 최대가 되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1분이라는 시간은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실험참여자들이 지

시를 이해하고 집중을 시작하기까지 소요되어 낭비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 반복 과정에서 실험참여자들은 문현미(2006)의 수용전념

집단치료 프로그램에서처럼 소리 내는 자신의 입 근육과 눈동자의 움직

임, 호흡 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록 지시받았다. 반복을 마치고 난 후에

는, 이 활동에서 경험한 내용을 간단히 적는 과정이 있었다.

두 번째 기법인 생각에 이름 붙이기 훈련에서 실험참여자들은 생각이나

느낌을 기정 사실화해주는 문장 형식을 벗어나, 생각을 그저 생각으로,

느낌을 그저 느낌으로 볼 수 있게 해 주는 문장 형식을 익혔다.

‘나는 …하다’라는 문장 형식에서 벗어나, ‘나는 …라는 생각을 하고 있

다’, ‘나는 …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 ‘나는 …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다’

등의 문장 형식으로 생각이나 느낌을 재진술하여 적는 것이다. 단어 반

복 읽기 훈련에서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안녕의 장애물’ 찾기 기록지에

참여자들이 적었던 ‘역기능적인 신념’을 대상으로 했다(예: 나는 발표를

못하는 사람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습관처럼 하던 이 생각이 사실인

지, 아니면 그저 생각이나 감정인지 구분한 뒤, 새로운 형식으로 문장을

옮겨 적었다(예: 나는 내가 발표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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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자들은 두 문장을 소리내어 천천히 읽어 보며, 처음의 문장과

재진술하여 적었던 문장 사이의 차이점을 찾아보았다.

(2) 비교집단(주의분산 처치)

McCaul & Malott(1984)에 따르면, 인간의 정보처리 용량은 제한적이고

이에 따라 주의를 할당할 수 있는 대상도 제한적이다.. 주의분산 처치 기

법의 목적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이 아닌 다른 곳으로

주의를 분산시켜서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에 쏟을 수 있는 주의를 감소시

키고, 그것을 덜 느끼게 하는 것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주의분산 처치는 조용래(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등굣길 상상하기’와 이선화(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관광지 소개 글쓰

기’로 구성된다. 이 두 기법은 김기평(2011)의 연구에서 비교집단에 대한

주의분산 처치의 세부 기법으로 활용되었던 바 있다.

실험을 하기 전, 실험처치에서와 마찬가지로 참여자들에게는 한 쪽 분

량의 주의분산 개념설명지가 제공되었다. 개념설명지는 김기평(2011), 조

용래(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주의분산 개념 지시문을 읽

은 후에는 실험참여자가 이해한 내용을 연구자에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비교집단의 실험참여자들은 사전 측정 전 단계에서 심리적 안녕을 방해

하는 장애물 찾기 기록지를 작성하며 불안을 일으키는 역기능적인 사고

와 부정적 자기표상을 떠올리는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두 가지 적극적인 주의분산 기법을 연습하였다.

먼저, 등굣길 상상하기 훈련에서 실험참여자는 눈을 감고 연구자의 지

시에 따라 4분간 상상을 했다. 상상의 내용은 참가자가 학교에 가기 위

해 집을 나서서 학교에 도착 후, 강의실에 들어서기까지의 과정을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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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지시에 따라 순서대로 떠올려 보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상상하는

동안 참가자는 버스 안의 모습, 걷는 동안 주위 사람들과 건물의 특징

등에 대해 최대한 생생하게 떠올려 보았으며, 집중이 어려운 경우에는

간단히 메모를 하기도 했다.

그 다음 관광지 소개 글쓰기에서 실험참여자는 한국의 명소 중 3곳을

골라 외국인 친구에게 소개하는 글을 약 6분간 작성했다. 활동지의 틀과

지시문은 이선화(2009)의 연구에서 참고하였다. 김기평(2011)의 연구에서

와 마찬가지로 주의분산 전략인 글쓰기 기법이 부적 정서를 유발하는 과

제가 되지 않도록, 연구자는 실험참여자들이 글쓰기를 시작하기 전, 글쓰

기의 내용은 평가대상이 아님을 미리 알렸다. 또한 작성 내용을 연구자

가 읽거나 검토하지 않으며, 시간 안에 작성을 완성하지 못해도 무방함

을 알렸다.

(3) 통제집단

통제집단에는 실험집단이나 비교집단과 동일하게 약 15분 동안 IAT(암

묵적 연합검사)를 실시하였다. 처치 시간을 15분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컴퓨터 과제를 실시하기에 앞서 실험참여자들에게 IAT에 대한 중립적인

설명문을 읽게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양손으로 키를 번갈아 누르며 실험

에 참여하였다. 먼저, 컴퓨터 자판의 ‘ㄷ(e)’ 키와 ‘ㅑ(i)’ 키에 각각 왼손

과 오른손을 올려놓고 시작하며, 화면의 가운데에 그림이나 단어가 나타

날 때, 최대한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키를 눌러 이를 분류하였다.

IAT는 본래 주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알아보기 위해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의미 있는 단어나 사진들로 구성되었을 경우, 그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 부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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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두려움, 부적 감정 등과 전혀 관계없는 중립적 단어들을 대상으

로 해서 종속변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실험참여자들은

연구주제와 무관한 과학, 인문학, 남성, 여성의 네 가지 범주로 단어들을

분류하는 IAT(암묵적 연합 검사)를 완료했다.

5) 사후 측정

사후 측정에서는 사전 측정에서 사용했던 문항들 앞에, 조작 확인 2문

항을 덧붙였다.

먼저 인지적 탈융합 확인 문항은 ‘인지적 과제 수행 후, 인지적 과제 수

행 전에 떠올렸던 부정적 생각을 실제와 분리하여, 그저 생각으로 볼 수

있었다.’로 유진아(2011)의 연구에서 활용했던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했다.

또한 주의분산 조작 확인 문항은 이선화(2009)의 주의분산 조작 확인 문

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문항 내용은 ‘인지적 과제

수행 전에 떠올렸던 부정적 생각을 떠올리기보다는 대신 다른 것에 대해

생각하고 집중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이다.

조작 확인 문항 이후에는 사전 측정과 마찬가지로, 부적 정서(MAACL)

를 시작으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NE)과 역기능적 태도(DAS)를

측정하였다. 사전 측정과 동일하게 인쇄된 설문지에 Likert식 척도로 표

기하도록 하였다.

응답을 모두 완료한 후, 참여자들은 성별과 학년, 나이 등의 간단한 인

적사항과 함께 간단한 소감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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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브리핑

실험이 끝나고,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디브리핑문을 제공하면서 연구

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고, 참여자들은 연구 절차나 연구에 대한 모든 정

보를 다른 참여자들에게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다.

연구자는 소정의 사례금과 함께, 비교집단과 통제집단에 속해 있던 참

여자들에게는 실험집단에서 사용하였던 인지적 탈융합 지시문을 제공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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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인지적 탈융합 기법이 사회공포증이 있는 대학생

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역기능적 태도, 그리고 부적정서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자료분석에는 SPSS 21.0이 사용되었다. 구

체적인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 전 집단 간 사전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집단에 따른

실험 참여자들의 성별에 대해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참여자들

의 나이와 사전 스크리닝에 사용했던 SADS(사회적 불안 및 회피 척도)

점수에 대해서는, 일원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one-way

ANOVA)을 실시하여 각각을 평균 비교하였다.

둘째, 실험처치와 비교처치에 대하여 조작이 잘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

해서 인지적 탈융합 조작 확인 문항과 주의분산 조작 확인 문항에 대해

모두 일원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셋째, 실험설계에서 외생변수를 직접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

를 공변량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제거하는 공분산분석(variate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시한다(신선임, 2013). 따라서 부

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NE) 및 역기능적 태도(DAS)는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통제하고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할 것이다. 부적정서

(MAACL)는 두 가지 요인인 불안정서와 우울정서 각각에 대해 사전점

수를 공변량으로 통제하여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을 실시했다.



- 40 -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정확한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1.043 2 .594 .631

<표 5> 검정

Ⅳ. 연구결과

1. 집단의 동질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실험 실시 전, 세 집단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들을 통제하여 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피험자들

의 성별을 대상으로 검정을 실시했다. 또한 피험자들의 연령, 피험자

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스크리닝에 사용했던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

(SADS) 점수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고 처치집단을 독립변인으로 한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했다.

성별에 대한 집단별  검정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의  검정에서는 동질성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데,  값은

1.043이고, 유의확률은 .631로 유의수준 .05에서 각 집단에 배정된 남녀의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처치 전 세 집단에서

의 성별에 대해 집단 간 동질성이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피험자들의 연령과 스크리닝에 사용된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

도(SADS) 점수에 대한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6>와 <표 7>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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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사회적 회피 및 불안
n

M SD M SD

탈융합 22.43 1.67 106.25 11.10 28

주의분산 21.96 2.31 104.07 11.06 27

통제 22.08 2.91 102.69 9.57 26

합계 22.16 2.34 104.38 10.59 81

<표 6> 연령,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연령

집단-간 3.247 2 1.624 .298

집단-내 425.67 78 5.460

합계 428.91 80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집단-간 174.50 2 87.248 .773

집단-내 8798.64 78 112.803

합계 8973.14 80

<표 7> 연령,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점수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집단별로 연령(F(2, 78)=.298, p=.743), 그리고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점

수(F(2, 78)=.773, p=.465)를 비교하였으며,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집단 간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2. 조작 확인

본 연구에서는 실험 참여자들이 인지적 탈융합 처치, 주의분산 처치, 통

제 처치를 각각 경험한 뒤, 처치에 따라 인지적 탈융합 또는 주의분산이

일어났다고 다르게 지각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작확

인 문항 2문항(인지적 탈융합, 주의분산 각각 1문항씩)에 대하여 일원분

산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는 <표 8>와 같다.



- 42 -

문항 집단 M SD F

탈융합

문항

탈융합 집단(n=28) 4.679 .548

13.719***
주의분산 집단(n=27) 3.185 1.469

통제 집단(n=26) 3.231 1.395

합계 3.716 1.381

주의분산

문항

탈융합 집단(n=28) 3.714 1.584

13.537***
주의분산 집단(n=27) 5.407 .931

통제 집단(n=26) 4.654 .977

합계 4.580 1.386

<표 8> 조작 확인

***p < .001

분석 결과,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이를 통해 각 처치가 각

집단의 피험자들에게 다르게 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탈융합 집단은 주의분산 집단과 통제 집단에 비해 탈융합 처치를 경험

했다고 더 많이 지각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탈융합 처치가 의도대로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주의분산 집단은 탈융합 집단과 통제 집단에 비해 주의분산 처치

를 경험한 것으로 더 많이 지각했으며,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으므로 주의분산 처치 역시 연구자의 의도대로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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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변화

처치 이전에 측정한 사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NE) 척도 점수

와, 세 집단 중 하나에 배정되어 각각의 처치를 받은 후 측정한 사후

FNE 척도 점수의 기술통계는 <표 9>에 제시하였다.

집단
사전 사후 차이

(사전-사후)M SD M SD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FNE)

탈융합(n=28) 46.821 8.147 37.321 7.449 9.5

주의분산(n=27) 46.667 6.799 41.148 6.579 5.519

통제(n=26) 47.769 6.849 46.346 6.474 1.423

합계 47.074 7.233 41.494 7.725 5.58

<표 9> 집단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점수의 기술통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NE)의 사후 점수 평균은 탈융합 집단, 주

의분산 집단, 통제 집단의 순서로 낮았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처치 개입 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차이를 살펴

보면, 탈융합 집단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뒤로 주의분산 집단, 통제 집단의 순서로 감소폭이 크게 나

타났다. 집단별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그림 1]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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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집단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NE) 변화

집단 M SD F

사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탈융합집단(n=28) 37.321 7.449

16.816*** .304
주의분산집단(n=27

)
41.148 6.579

통제집단(n=26) 46.346 6.474

<표 10> 사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NE) 점수 공분산분석 

이러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사

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NE) 점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분

석(ANCOVA)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처치 개입 이후 집단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 77)=16.816,

p<.001). 이에 대한 효과크기(부분 )는 .304으로 사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의 총 변이(variation) 중 30.4% 정도가 집단별 개입에

의해 설명되었다.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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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I) 집단(J) 평균차(I-J) 표준오차

사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탈융합
주의분산 -3.919* 1.443

통제 -8.462*** 1.459

주의분산
탈융합 3.919

*
1.443

통제 -4.544** 1.473

통제
탈융합 8.462

***
1.459

주의분산 4.544
**

1.473

<표 1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NE)의 집단 간 사후검증

Bonferroni 사후검증을 한 결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집단별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탈융합 집단은 주의분산 집단과 통제집단에 비해 모두 부정적 평

가에 대한 두려움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p < .05, p <. 001). 또한 주

의분산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점수가 유

의하게 낮았다(p < .01). 인지적 탈융합 개입은 주의분산 개입과 통제

개입에 비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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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기능적 태도 변화

처치 이전에 측정한 사전 역기능적 태도(DAS) 점수와, 세 집단 중 하

나에 배정되어 각각의 처치를 받은 후 측정한 사후 역기능적 태도(DAS)

점수의 기술통계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집단

사전 사후
차이

(사전-사후)M SD M SD

역기능적

태도

(DAS)

탈융합(n=28) 48.179 9.821 37.429 8.724 10.750

주의분산(n=27) 45.815 10.243 40.370 8.683 5.444

통제(n=26) 46.538 9.450 44.462 10.001 2.077

합계 46.864 9.776 40.667 9.478 6.198

<표 12> 집단별 역기능적 태도 점수의 기술통계

역기능적 태도(DAS)의 사후 점수 평균은 탈융합 집단, 주의분산 집단,

통제 집단의 순서로 낮았다. 역기능적 태도가 처치 개입 후 어떻게 변화

했는지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탈융합 집단에서 부

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뒤로 주의분

산 집단, 통제 집단의 순서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역기능

적 태도 점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그림 2]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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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집단별 역기능적 태도(DAS) 변화

집단 M SD F

사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탈융합집단(n=28) 37.429 8.724

12.787*** .249주의분산집단(n=27) 40.370 8.683

통제집단(n=26) 44.462 10.001

<표 13> 사후 역기능적 태도(DAS) 점수 공분산분석 

이러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사

전 역기능적 태도(DAS) 점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

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3>에 제시하였다. <표 13>의 분석 결

과에 따르면 처치 개입 이후 집단별 역기능적 태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 77)=12.787, p < .001). 이에 대한 효과크기

(부분 )는 .249으로 사후 역기능적 태도 수준의 총 변이(variation) 중

24.9% 정도가 집단별 개입에 의해 설명되었다.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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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I) 집단(J) 평균차(I-J) 표준오차

사후

역기능적

태도

탈융합
주의분산 -4.613* 1.615

통제 -8.193*** 1.626

주의분산
탈융합 4.613* 1.615

통제 -3.579 1.638

통제
탈융합 8.193*** 1.626

주의분산 3.579 1.638

<표 14> 역기능적 태도의 집단 간 사후검증

Bonferroni 사후검증을 한 결과, 역기능적 태도는 집단별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탈융합

집단은 주의분산 집단과 통제집단에 비해 모두 역기능적 태도 점수가 유

의하게 낮았다(p < .05, p< .001). 주의분산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낮

은 역기능적 태도 점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p=.096). 인지적 탈융합 개입은 주의분산 개입과 통제 개입에 비해 역기

능적 태도를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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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적 정서 변화

처치 이전에 측정한 사전 부적 정서와, 세 집단 중 하나에 배정되어 각

각의 처치를 받은 후 측정한 사후 부적 정서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적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다차원적 정서 척도

(MAACL)는 불안, 우울, 적의 정서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불안과 우울만을 추출하여 측정하였다.

불안정서와 우울정서 각각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15>에 제시하였다.

집단
사전 사후 차이

(사전-사후)M SD M SD

불안

정서

탈융합(n=28) 16.143 19.806 8.071 10.413 8.072

주의분산(n=27) 15.815 14.900 5.074 8.713 10.741

통제(n=26) 15.731 15.330 17.731 18.497 -2.000

합계 15.901 16.674 10.173 14.038 5.728

우울

정서

탈융합(n=28) 43.071 50.177 7.214 23.000 35.857

주의분산(n=27) 28.296 26.549 4.815 17.633 23.481

통제(n=26) 21.423 29.176 14.769 29.786 6.654

합계 31.198 37.790 8.840 23.972 22.358

<표 15> 집단별 불안정서 및 우울정서 점수의 기술통계

불안정서의 사후 점수 평균은 주의분산 집단, 탈융합 집단, 통제 집단의

순서로 낮았다. 불안정서가 처치 개입 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사전 점수

와 사후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주의분산 집단에서 불안정서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뒤로 탈융합 집단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통

제집단에서는 불안정서가 소폭 증가했다. 집단별로 불안 점수가 어떻게



- 50 -

0

2

4

6

8

10

12

14

16

18

20

탈융합 주의분산 통제

사전 불안정서

사후 불안정서

[그림 3] 집단별 불안정서 변화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탈융합 주의분산 통제

사전 우울정서

사후 우울정서

[그림 4] 집단별 우울정서 변화

변화했는지는 [그림 3]에서 제시하였다.

우울정서의 사후 점수 평균은 주의분산 집단, 탈융합 집단, 통제 집단의

순서로 낮았다. 우울정서가 처치 개입 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사전 점수

와 사후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탈융합 집단에서 우울정서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뒤로 주의분산 집단, 통제집단의 순서로 우울정

서가 감소하였다. 집단별로 우울 점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그림 4]에

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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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불

안정서와 우울정서가 세 집단 간에 효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다변량

공분산분석(MANC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6>에 제시하

였다. Wilks’ Lambda, Pilai’s Trace, Hotelling’s Trace의 F 근사값 차이

가 Wilks’ Lambda를 기준으로 ±.01에 그쳤기 때문에 Wilks’ Lambda의

값만을 최종보고 하였다.

<표 16>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집단별 개입에 따른 정서 변화의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p < .001) 것으로 나타났다. Bonferroni 교정 알파

수준 .025를 사용하여 각 종속변인을 분석해본 결과, 집단별 개입에 따라

불안정서(F(2, 76) = 11.955, p < .001)와 우울정서 변화(F(2, 76) =

6.494, p < .01)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효과크기(부분

)은 불안정서 .239, 우울정서 .146으로 사후 불안정서와 우울정서 수준

의 총 변이(variation) 중 각각 약 23.9%, 14.6% 정도가 집단별 개입 조

건에 의해 설명되었다.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불안정서와 우울정서

사후검증(Bonferroni) 결과는 <표 17>에 제시되어 있다. 인지적 탈융합

집단은 주의분산 집단과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통제집단

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불안정서와 우울정서 점수를 나타냈다. 주의분산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불안정서와 우울정서 점수를 나

타냈다. 인지적 탈융합 처치와 주의분산 처치는 모두 통제 처치에 비해

불안과 우울 정서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

과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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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I) 집단(J) 평균차(I-J) 표준오차

사후

불안정서

탈융합
주의분산 2.128 2.817

통제 -10.904** 2.934

주의분산
탈융합 -2.128 2.817

통제 -13.033*** 2.806

통제
탈융합 10.904** 2.934

주의분산 13.033*** 2.806

사후

우울정서

탈융합
주의분산 -4.838 5.043

통제 -18.175** 5.251

주의분산
탈융합 4.838 5.043

통제 -13.336* 5.023

통제
탈융합 18.175** 5.251

주의분산 13.336* 5.023

<표 17> 부적 정서 집단 간 사후검증

독립변수 종속변수
Wilks'

Lambda

다변량

df

일변량

p

공변인

(사전불안정서)

사후불안정서 .691

(F=16.780***)
1/76

.000 .176

사후우울정서 .243 .018

공변인

(사전우울정서)

사후불안정서 .642

(F=20.944***)
1/76

.294 .014

사후우울정서 .000 .313

집단
사후불안정서 .727

(F=6.487***)
2/76

.000 .239

사후우울정서 .002 .146

<표 16> 사후 부적 정서 점수 다변량 공분산분석

***p < .001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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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사회공포증 경향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에서

한 가지 기법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인지적 탈융합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인지적 탈융합은 수용전념치료(ACT)에서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법으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 언어적 표현으로부터 자기(self)

를 분리하고 언어적 의미에 다가가 그것을 해체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비교집단에는 이와 반대 방식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주의분산 기법을 적용했다. 또한 실험집단

과 비교집단 외에도 통제집단을 두어, 총 세 가지 집단을 대상으로 부정

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인정과 관련된 역기능적인 태도, 그리고

부적 정서를 측정하여 기법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결과 분석 시에는 세

가지 종속 변인의 사전 측정 점수를 공변량으로 통제하여 사후 점수의

차이를 비교했다.

연구 결과, 인지적 탈융합 집단에서 주의분산 집단과 통제집단에 비해

개입 후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역기능적 태도가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이는 연구 가설 1과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불안정서와 우

울정서로 나누어 분석한 부적 정서는 인지적 탈융합 집단과 주의분산 집

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두 집단 모두 통제집단과

는 사후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인지적 탈융합 집단은 주의

분산 집단과는 부적 정서의 감소 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지만

통제집단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연구가설 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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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주의분산은 인지적 탈융합과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잊기 위

해 다른 일에 의도적으로 몰두하는 것이다. 이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

정에 대해 잊고 회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흔히 취해 온 적응 방식의 하나

이다. TV 시청, 음악 감상, 잠을 자는 것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

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잊으려고 다른 일에 몰두한다. 결과적으로 이러

한 주의분산 기법은 본 연구에서 불안정서와 우울정서 모두를 감소시키

는 데 실험집단에 적용한 처치인 인지적 탈융합 기법과 비교했을 때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동등하게 효과적이었다. McCaul &

Malott(1984), Thayer, Newman, & McClain(1994)의 연구 결과를 지지

하는 결과이다. 반면 Braams et al.(2012), Masuda, Twohig et al.(2010)

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Braams et al.(2012)의 연구는 단순한

불안이나 우울 정서가 아닌 예기불안(anticipatory anxiety)과 고통스러운

기억을 회상하는 것에서 오는 괴로움을 종속변인으로 확인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보았던 불안정서, 우울정서와는 달리, 주의분산으로는 잘

변화되지 않는 특성들이었다고 추측된다. Masuda, Twohig et al.(2010)

의 연구 역시 종속변인으로 단순한 정서적 불편감이 아닌, 자신을 나타

낸다고 생각되는 특정한 단어에 대한 불편감을 측정하였기에, 본 연구에

서 보았던 부적 정서와는 다른 속성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인

지적 탈융합 기법뿐만 아니라, 주의분산 기법 역시 단순한 불안정서나

우울정서를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만으로 부적 정서보다는 좀

더 깊은 차원의 변인들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역기능적 태도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연구자의 생각과는 달리, 주의분산 기법

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통제집단과 유의한 결과 차이



- 55 -

를 보여 주었다. 앞서 김기평(2011)의 연구에서는 인지적 탈융합 집단과

주의분산 집단 외에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않았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Braams et al.(2012)의 연구에서 예기불안이나, Masuda,

Twohig et al.(2010)의 연구에서 특정 자기표상 단어에 대한 불편감보다

는 일반적인 불안․우울 정서처럼 자극에 반응하여 잘 변화하는 측면 또

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의분산 집

단에 배정된 피험자들이 보다 열심히 실험에 참여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

제할 수 없다.

비교집단인 주의분산 집단에서도 이처럼 통제집단에 비해 사후 종속변

인 측정 결과 어느 정도의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

려움, 역기능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가설과 같이 인지적 탈융합 집단이

주의분산 집단에 비해 더욱 큰 효과를 보였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

움이나 역기능적 태도는 정서보다는 한 차원 더 깊은 심리적 과정으로

서, 사회공포증 혹은 사회불안의 핵심적인 측면과 맞닿아 있다. 즉, 단순

히 사회적 불안 상황과 관련한 부적 정서나 부정적 사고를 회피하고 잊

어버리려고 하는 노력만으로는 사회공포증의 인지적 측면이 감소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보다는 언어가 만드는 관계 구성 틀을 무력화

시키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으로 그저 ‘수용’하는 태도가 타인의 인정, 타

인의 평가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을 배정하기 전 처음 피험자를 모집할 때, 이 연구

는 ‘사회 불안’에 대한 연구이며, 사회 불안을 다루는 인지적 과제들을

수행하게 된다고 안내하였다. 그리고 사후 측정을 할 때, 느끼는 바대로

정말 솔직하게 응답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한 바 있다. 따라서 집단

별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통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통제집단이나 주

의분산 집단과 비교하여 인지적 탈융합 집단에서 나타난 효과는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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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상담 연구와 상담 실제에 몇 가지 의의 및 시사점을 준다.

첫째, 본 연구는 실험연구를 통해 가외변인들을 최대한 통제한 상담개

입의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대

화 등 상담적 요소를 배제한 인지적 탈융합 개입만의 효과를 주의분산

개입, 통제 개입과 비교하여, 오로지 개입들 간의 효과 차이만을 명확하

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는 상담자들이 실제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기법을 대상으로 효과를 밝혀, 상담실제에 활용할 수 있

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지적 접근뿐만 아니라 다른 상담이

론적 접근에도, 경험의 수용을 용이하게 하는 개입의 하나로 인지적 탈

융합 기법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개개인의 사회공포증, 사회불안으로

부터 자동적 사고 및 역기능적 태도, 부정적 자기표상을 피험자들이 스

스로 찾아내어 다룰 수 있도록 연구 절차상의 노력을 기울였다. 내적 타

당도를 확보하려고 하면서도, 발표불안 등 특정 현상만을 다루었던 선행

연구와 다르게 사회불안, 즉 ‘타인의 불인정에 대한 두려움’을 특징으로

하는 개개인의 다양한 현상을 하나로 아울러 다루었다. 이는 선행 연구

들에서 연구 하나에 굉장히 작은 단위의 현상 하나씩만을 다룰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하여, 실험연구의 한계점인 외적 타당도

또한 넓히려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발표불안이나 무대공포증 등 특

정 현상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상담 현장에서 만나게 될 다양한 내담자

들의 다양한 사회불안에 대해 인지적 탈융합을 적용해 볼 수 있음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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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뿐만 아니라 통제집단을 함

께 설정하였다. 따라서 인지적 탈융합 기법과 주의분산 기법을 서로 비

교하는 것 외에도, 통제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두 기법을 적용한 집단에

서 나타난 효과의 정도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인지적 탈융합 기법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과 관련한 언어적 틀로부

터 자기(self)를 해방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자기가 했던 경험들이 바로

자기 그 자체인 것은 아니며, 자기를 가두고 있는 언어적 표현이 절대적

인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일 뿐임을 안다는 것은 경

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한다. 상담에서 내담자가 경험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 경험이 주는 다양한 영향들에 얽매이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 중 하나로 인정하며, 비로소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

다. 내담자가 생각을 생각으로만 볼 수 있고, 경험을 그저 경험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면 더 이상 생각이나 경험에 함몰되지 않고, 경험의 진정성

(authenticity)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피하기

위해 감정적 경험 자체의 차단, 회피, 의식외적 반응을 하지만, 고통스러

운 경험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면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가능성이 커진다

(김창대, 2009). 인지적 탈융합은 상담에서 경험의 수용을 통한 진정성을

확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상담자가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유용한 도

구가 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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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의의 및 시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제한점 또한 가

지고 있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통제 처치로 암묵적 연합검사(IAT)를 통한 중립적 단

어 분류를 사용했다. 통제 집단에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고 대기하게 하

는 것이 어려워 무엇인가를 하게 하다 보니, 연구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연스럽게 주의 분산과 비슷한 효과가 일어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는

본 연구의 실험과 관련이 전혀 없는 활동을 아무런 의도를 가지지 않고

생각 없이 했다고는 하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진짜 통제와는 약간 거리

가 있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았다.

둘째, 실험이 실제 상담 상황이 아니라, 사회불안과 관련한 과거의 경험

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회상을 통해 떠올린 것에 대한 처치라는 점에

서 실제 상황을 대상으로 한 처치와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비

교처치로 사용한 주의분산 기법의 경우, 실제 사회적 불안 상황을 경험

할 때 사용하면 효과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실제 경험

에 가깝게 실험 설계를 개선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15분이라는 집단별 처치 시간 후에 집단별 종속변

인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종속변인에 나타난 집단별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지는 확인되지 못했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같은 인지적 탈융합 개입

집단 안이라도, 사람에 따라 그 효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인지적 탈융합이 어떤 이들에게는 효과가 있고, 어떤 이들에

게는 그렇지 않은지 밝혀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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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처하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누구든지 불안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실험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 실험은 인지적 기법이 대학생의 사회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

는 것으로, 간략한 인지적인 과제와 설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참가 자격: 타인 앞에서 수줍음, 불안을 느끼고 있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제외 기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외

▣ 소요 시간: 약 30~40분

▣ 실험 장소: **대학교 교내 혹은 근처 스터디룸(추후 장소 개별연락)

▣ 실험 날짜: 2014년 5월 중 미리 연락 후, 가능한 시간 방문

▣ 실험 내용: 간단한 쓰기나 말하기, 또는 컴퓨터 과제를 포함, 연구자가 제시하는

인지적 과제 수행

▣ 실험 신청 방법:

실험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마지막 페이지의 (첨부된) 설문(2분 소요)을 작성해

주시고, ① 이름 ② 성별 ③ 학년 ④ 전공 ⑤ 전화번호 ⑥ 이메일 ⑦ 원하는 참여

요일 및 시간(모두)을 첨부된 인적사항 질문지에 함께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선정기준을 충족하시는 분들께 연구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를 개별 이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 신상자료는 오직 연구를 위한 연락목적, 인구통계학적 통계분석 목적으로만 사용된 후,

안전하게 폐기될 것입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께는 실험 참여 후, 소정의 참여비용(5,000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증

정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 전공 석사과정 이 인 정

e-mail: ijlee929@gmail.com

<부록 1> 연구참여자 모집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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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설문동의서

<연구에 대한 설명>
이 연구의 목적은 인지적 기법이 대학생의 사회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상담 실제 
및 상담 연구에 시사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약 60여 명의 서울, 경기 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연구 기간은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진행되며, 귀하의 실험 참여 시간은 총 30-35분 정도로 
소요될 것입니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게 되실 수도 있으나, 귀하는 곧이어 이
러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다루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일련의 인지적 과제를 수행
하게 됩니다. 귀하의 심적 안녕감을 위해 본 연구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인
적사항 등은 인구통계학적 통계분석에 활용될 매우 보편적이고 표면적인 부분만 기재하시
게 되며,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⑴ 나는 실험참가자 모집 문건을 읽었으며 실험참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⑵ 나는 이 실험에 참가 신청을 하며, 동시에 첨부된 사전 설문 작성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

합니다.
⑶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⑷ 나는 담당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
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⑸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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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사전설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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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작성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지는 사회적 상황에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생각과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각각의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0)에서 매우 그렇다(4)에 체크(∨)를 해 주십시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응답해 주시되,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설문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가 끝나고 나면 안전하게 

폐기됩니다.

1 익숙지 않은 대인 관계 상황에서도 편안함을 느낀다. 1 2 3 4 5

2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려야 하는 자리는 피하려고 한다. 1 2 3 4 5

3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쉽게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다. 1 2 3 4 5

4 특별히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1 2 3 4 5

5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임에서 종종 당황함을 느낀다. 1 2 3 4 5

6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임에서 대개는 차분하고 편안하다. 1 2 3 4 5

7 이성에게 말을 걸 때 대체로 마음이 편하다. 1 2 3 4 5

8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을 피하려 한다. 1 2 3 4 5

9 새로운 사람과 만날 기회가 생기면 자주 응한다. 1 2 3 4 5

10 남녀가 함께 있는 일상적인 자리에서 자주 초조해지고 긴장된다. 1 2 3 4 5

11 사람을 잘 알기 전까지는 같이 있는 것이 긴장된다. 1 2 3 4 5

12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때 보통 편안함을 느낀다. 1 2 3 4 5

13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고 싶을 때가 자주 있다. 1 2 3 4 5

14 모르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보통 마음이 편치 않다. 1 2 3 4 5

15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대체로 편안함을 느낀다. 1 2 3 4 5

16 사람들에게 소개될 때면 긴장하고 마음을 졸인다. 1 2 3 4 5

17 방에 낯선 사람들이 꽉 차 있어도 거리낌 없이 들어갈 수 있다. 1 2 3 4 5

18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가가서 어울리는 것을 피한다. 1 2 3 4 5

19 윗사람이 나와 이야기하기를 원하면 거리낌 없이 응한다. 1 2 3 4 5

20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 종종 초조해진다. 1 2 3 4 5

21 사람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22 파티나 친목회에 기꺼이 사람들에게 말을 건다. 1 2 3 4 5

23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집단에서는 좀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다. 1 2 3 4 5

24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약속을 피하려고 자주 핑계를 생각해 낸다. 1 2 3 4 5

25 때때로 사람들을 소개시켜주는 책임을 맡는다. 1 2 3 4 5

26 공식적인 사교적 모임은 피하려고 한다. 1 2 3 4 5

27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약속이면 대체로 다 지킨다. 1 2 3 4 5

28 다른 사람들과 쉽게 편하게 있을 수 있다.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꽤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부록 3> 연구대상 모집 설문지-사회적 불안 및 회피 척도(K-S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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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인지적 기법이 사회 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구 책임자명 : 이인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인지적 기법이 대학생의 사회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연구의 선정기준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받았습

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연구원(이인정, 010-****-****)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

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

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

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인지적 기법이 대학생의 사회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 상담 실제 및 상담 연구에 시사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약 90여 명의 서울, 경기 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귀하는 연구자가 제시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실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1) 연구 참여자 및 동의서를 읽고 서명합니다. (약 1분)

2) 간단한 정서회상 및 쓰기 과제들로 이루어진 응답지 1을 실시합니다. (약 5

분-10분) 

3) 귀하의 감정 및 생각들과 관련된 응답지 2를 실시합니다. (약 3분)

4)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간단한 말하기나 쓰기 혹은 컴퓨터를 이용한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약 15분)

5) 실험조작 확인 및 감정, 생각들과 관련된 응답지 3을 실시합니다. (약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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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브리핑(debriefing): 실험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약 1분)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일 총 30-35분 정도로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

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

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응답지를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게 되실 수도 있

습니다. 이럴 경우 귀하가 심한 불편감을 느끼신다면, 귀하는 언제든지 실험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요소

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이인정(010-****-****)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이 연구에서 얻

어진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

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

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

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

될 것입니다.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작은 기념품(문화상품권)이 증정될 것입니

다.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언제든 연구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연구자: 이 인 정(ijlee929@gmail.com)      전화번호: 01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

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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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

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

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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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나는 이 연구의 모든 절차, 진행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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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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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회인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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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지는 최근 당신의 심리적 안녕이나 삶의 질을 방해하는 심리적 장

애물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쓰입니다.

※ 사회불안과 관련해서 귀하의 근본적이고 제일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1. 처음 보는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2.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과 만날 때

3.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 때

4. 이성과 처음 만나 데이트할 때(예: 소개팅, 미팅 등)

5.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때

6.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거나 부탁할 때

7. 공식석상에서 발표할 때

8. 모임에서 장기자랑을 할 때

9. 사교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

10. 다른 사람에 의해 관찰되어질 때

위의 10가지 예시 외에도, 대인 상황에서 나를 편하지 않게 하고 심리적 안

녕(well-being)을 방해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록 5> 나의 심리적 안녕(well-being)을 방해하는 것들

나의 심리적 안녕(well-being)을 방해하는 것들

⑴ 위의 10가지 예시 상황 중에서 최근에, 혹은 평소에 가장 힘들거나 불편하게

느껴졌던 상황을 택 1 하십시오. 만약 해당되는 상황이 없다면, 당신이 겪었던

힘든 상황을 직접 적어주셔도 무방합니다.

(예) 이성과 처음 만나 데이트할 때

⑵ 당신의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에 대해 그 때 스친 생각, 감정, 신체적 감

각을 중심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예) 소개팅할 때, 너무 긴장되고 내가 어떻게 보일지 끊임없이 신경쓰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대

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은 어색한 모습만 보인다. 더 비호감으로 보일 것 같고,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된다. 얼굴이 붉어지고 화끈거리게 된다. 얼굴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점점 망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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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말재주도 없고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하고 서툴러서 다른 사람을 거북하게 한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나쁘게 대하는 것을 보면 내가 형편없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사람들은 나를 평범하고, 재미없는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다.

나의 외모나 언행이 타인에게 거부감과 혐오감을 준다.

나에게 뭔가 결함이 있다.

나는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어,

나는 사회적 상황에서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는 바보이다.

나는 남들에게 좋은 인상(호감)을 주지 못할 것이다.

나는 많은 점에서 남들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긴장하는 것은 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다.

내가 분명 남들과 다르고 모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는 친구가 없는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이다.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된다면, 내가 정말 열등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말거야.

나는 어딘가 부족한 사람이야.

지금 내 모습 그대로를 보고는 사람들이 날 형편없는 사람으로 볼거야.

나의 실제 모습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나를 전보다 업신여길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맞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교성이 부족하고 바보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대인관계에서 무능한 사람이다.

주변사람들이 거는 기대에 비해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보잘 것 없다.

사람들은 내 실력이 별로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재주가 없다.

남들이 날 봤을 때 나를 그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다.

⑶ 그 때 스쳤던 생각들의 근원에는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역기능적 신념(dysfunctional thoughts)이라고 하는 이 사고들은 우리의 삶의 방

식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예시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예시를

참고하여, 당신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당신이 자주 하게 되는 스스로에 대한 부

정적인 생각을 찾아보십시오. 찾기 어렵다면, 예시에서 가장 가까운 생각을 골

라도 무방합니다. 단, 나에게 잘 와 닿고, 나에게 정서적 불편감을 주는 생각이

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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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톨이다 16 쓸쓸하다 31 빈껍데기다

2 분열되어 있다 17 의존적이다 32 폭력적이다

3 이중인격이다 18 침울하다 33 게으르다

4 냉소적이다 19 회피적이다 34 한심하다

5 극단적이다 20 무시당하고 있다 35 변덕스럽다

6 상처투성이다 21 멍청하다 36 부정적이다

7 열등하다 22 만만하다 37 비관적이다

8 무미건조하다 23 그늘져 있다 38 삐딱하다

9 위축되어있다 24 교만하다 39 신경질적이다

10 주눅들어있다 25 건방지다 40 날카롭다

11 거부당하고 있다 26 뻔뻔하다 41 무능하다

12 기회주의적이다 27 가식적이다 42 퉁명스럽다

13 답답하다 28 초라하다 43 격정적이다

14 배타적이다 29 공격적이다 44 못생겼다

15 앞날이 깜깜하다 30 피폐하다 45 무기력하다

⑷ 당신의 심리적 안녕과 삶의 질을 방해하는 생각들 중에는 스스로에 대한 평

가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답답한 사람이야’, ‘나는 이중인격이야’ 등의 부

정적인 자기평가적인 말들 중, 당신이 평소에 스스로에 대해 자주 하게 되는 평

가를 찾아 1개 이상 아래 빈 란에 적어 보십시오.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아

래 예시를 참고하셔도 무방합니다.

* 나는 ________________다.

* 나는 ________________다.

* 나는 ________________다.

* 나는 ________________다.

* 나는 ________________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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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별 상

관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걱정이 된다.
1 2 3 4 5

2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지라도 나는 이에 대해 관심이 없다.
1 2 3 4 5

3 사람들이 나의 결점을 알아차릴까 봐 두렵다. 1 2 3 4 5

4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가에 대해 

거의 염려하지 않는다.
1 2 3 4 5

5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된다. 1 2 3 4 5

6 사람들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아낼 것 같아 걱정된다. 1 2 3 4 5

7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신경 쓰지는 않는

다.
1 2 3 4 5

8
누군가와 얘기할 때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염려된다.
1 2 3 4 5

9 내가 어떤 인상을 주는지에 대해 대개 걱정된다. 1 2 3 4 5

10
누가 나를 평가하고 있는 걸 알지라도 그것 때문에 

영향 받지는 않는다.
1 2 3 4 5

11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2 말을 실수하거나 일을 잘못할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부록 6> 한국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단축형(B-FNE)

다음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생각들 중 일부입니다. 다음

중, 본인의 생각과 느낌에 가장 가까운 숫자에 O 표 해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약 간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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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우 

반대한다

상당히 

반대한다

약  간

반대한다
중간이다

약  간

동의한다

상당히 

동의한다

매  우

동의한다

1 2 3 4 5 6 7

1
나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없다.
1 2 3 4 5 6 7

2
한 인간으로서의 나의 가치는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달려 있다.
1 2 3 4 5 6 7

3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몹시 고통스런 일이다.
1 2 3 4 5 6 7

4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불행해진

다.
1 2 3 4 5 6 7

5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면, 나는 행복

할 수 없다.
1 2 3 4 5 6 7

6
나의 행복은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달

려있다.
1 2 3 4 5 6 7

7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1 2 3 4 5 6 7

8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느냐가 나에겐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6 7

9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게 되면 불행해

지기 마련이다.
1 2 3 4 5 6 7

10
다른 사람의 사랑 없이도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1 2 3 4 5 6 7

<부록 7> 한국판 역기능적 태도 척도(K-DAS) 중 ‘타인의 인정’ 요인

다음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념과 태도를 열거한 것입니

다. 각 문장을 주의 깊게 읽고, 당신이 그 내용에 “어느 정도로 동의 또

는 반대하는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사람은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옳고 그른 정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평소에 생각하는 바에 비추

어 동의 또는 반대의 정도를 아래와 같이 적당한 숫자에 O 표 해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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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염려스러운 침울한 화나는

흔들리는 괴로운 기분 좋은 우울한

혼란스러운 기운없는 활기찬 절망적인

신경질나는 쓸쓸한 충만한 무서운

놀라는 낙심한 버림받은 건전한

침착한 외로운 명랑한 맥빠진

긴장한 기분나쁜 즐거운 풀죽은

성가신 갈피못잡는 답답한

두려운 고독한 불쌍한

0 1 2 3 4 5 6 7 8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부록 8> 다차원적 정서형용사 척도(MAACL) 간편형 중 ‘불안’, ‘우울’

다음은 여러 가지 감정과 기분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적혀 있습니다. 지

금 이 자리에서 느껴지시는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 보십시오. 현재 각각

의 정서가 어떻게 느껴지시는 지를, 다음에 제시된 척도를 참고하여 단

어 옆에 숫자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느껴지시는 대로 신속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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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자기(self)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부정적인 ‘자기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 상태’도 있을 것입니다.

‘심리적 안녕을 방해하는 장애물 찾기’의 (4)에서 기록하셨던 부정적 ‘자기평가’ 단어

나, 실험 전 설문지 Ⅰ에서 평정하셨던 감정 단어 표를 참고하여, 스스로에 대해 부정

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생각들 중, 가장 정서적 불편감을 주면서도, 평소에 스스로에

대해 어느 정도 자주 떠올리는 생각을 하나 골라 보십시오. 예시에 없는 생각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그 생각을 한 단어로 재진술해 주십시오.

     [예시]

▣ 나는 충동적이다. → ‘충동’ 혹은 ‘충동적’

▣ 나는 비참하다. → ‘비참’

0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ㄱ
단어를 매우 천천히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천천히 말하면서, 그 소리를 낼 때

움직이는 근육, 조음기관을 느껴 보십시오.

20초 뒤, 
벨소리

ㄴ 조금 더 크고 빠르게 말하면서, 당신의 호흡이나 눈의 움직임도 관찰해

보십시오.

20초 뒤, 
벨소리

ㄷ 한 글자씩 악센트를 주어, 또박또박 빠르게 반복하십시오.

(예: 충-동적, 충동-적, 충동적-,....)

20초 뒤, 
벨소리

<부록 9> 인지적 탈융합 지시문

단어를 최대한 빨리 말해 보기

⑴ 이 단어가 나에게 어느 정도의 정서적 불편감을 줍니까?

(5점 미만이면 다른 단어로 다시 선택하십시오)

⑵ 이 단어는 나에 대해 어느 정도 자주 떠올리는 생각입니까?

(5점 미만이면 다른 단어로 다시 선택하십시오)

⑶ 이 단어를 반복하겠습니다. 총 3가지 방식으로 각각 20초씩 단어 반복을 할 것이며,

다른 방식으로 넘어갈 때마다 벨소리가 납니다. 맨 마지막 벨소리가 울릴 때까지 단어

반복을 계속하십시오. 반복하실 때는, 발음이 뭉개지지 않도록 정확히 발음해 주십시오.

⑷ 이 과제를 행한 후, 무엇이 느껴지셨습니까?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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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나 감정, 기억, 신체 감각이 지나갈 때 이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당신의 경험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경험을 기술

할 때 생각, 느낌, 판단, 평가 등의 범주 라벨을 포함시켜서 말하는 연습을 할 것입니

다. 이로써 생각, 느낌 등에 융합되지 않고 그저 생각, 느낌임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 순간 뿐만 아니라 별로 의식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머리 속에는 수많은 역기능적인(dysfunctional) 생각들이 스쳐갑니다. 당신이 <응답지

1>의 (3)번을 작성하면서 떠올렸던 생각들 중, 가장 당신을 괴롭히는 생각들을 옮겨

적으십시오. (1문장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생각, 감정, 기억, 신

체 감각 중 어느 것인지 평가하십시오. 그 다음 [보기]와 같은 형식을 취해 적어 보

십시오.

적으신 후에는 두 문장을 차례대로 천천히 소리내어, 두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 보십시오. 특히 [보기]와 같은 형식에 넣어서 읽을 때는 ‘생각’, ‘감정’, ‘기억’,

‘신체감각’, ‘경향성’에 악센트를 두어서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문장 사이의 차이

점을 찾아 적으십시오.

[보기]

▣ 나는 ________________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 나는 ________________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

▣ 나는 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다.

▣ 나는 한 신체 감각을 느끼고 있다.

▣ 나는 하려는 경향성을 알아차리고 있다.

[예시]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다. → 나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에 이름 붙이기

⑴

☞

⑵

☞

※ 두 문장 형식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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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2 3 4 5 6 7 8 9 10

앞으로 지시문에 따라 상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상상의 내용은 당신이 학교

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서 학교에 도착 후, 강의실에 들어서기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떠올려 보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버스나 지하철 안의 모습, 걷는 동

안 주위 사람들과 건물의 특징, 내가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떠올려 최대

한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떠올려 주십시오.

당신의 등굣길을 비디오카메라로 차례대로 녹화한다면 어떤 장면들이 담길

것인지, 영상을 보듯 상상해 주십시오. 몰입을 위해 빈 란에 메모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약 4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시]

가방과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 넣고, 현관문을 나선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거울을 본

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면 갈색 벽돌담이 있는 길을 따라 3분 정도 걷는다. 곧이어 횡

단보도 앞에 선다.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려 횡단보도를 건넌다. 두 번째 횡단보도를

건너 버스정류장이다. 11번 마을버스를 타고 ○○역에 내린다. “이번 정류장은 ○○

역, 지하철 2호선입니다.” 교통카드를 찍고 내린다. ○○역 계단을 내려가서 환승을

하고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간다. 열차를 타고 자리에 앉는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맞은편 사람들을 구경한다. …….

<부록 10> 주의분산 지시문

등굣길 상상하기

※등굣길 장면이 얼마나 생생하게 떠올랐습니까?

(0: 전혀 생생하지 않았다, 10: 대단히 생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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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아래 제시된 단어들은 한국의 명소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인사동, 수원 화성, 명동, 경주 불국사 석굴암, 경복궁, 동대문 시장, 

안동 하회 마을, 용인 한국 민속촌, 남산, 청계천, 정동진, 부산 해운대, 

이천 도자기 박물관, 파주 통일 전망대, 롯데월드, 제주도, 천안 독립기념관

이 중 세 군데를 골라, 외국인 친구와 함께 가게 됩니다. 선택한 명소와 관련된 내용

을 외국인 친구에게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떤 코스로 갈 수 있는

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어떤 음식을 추천할 수 있는지, 쇼핑할 만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왜 한국의 명소인지 등에 대해서 자신이 외국인 친구에게 직접 소개하듯이

써 보십시오.

관광지 소개 글쓰기

앞으로 약 6분 동안, 다음 지시에 따라서 글을 작성하시게 됩니다. 글쓰기의

내용은 평가대상이 아니므로 작성 후 실험자가 읽거나 검토하지 않으며, 시

간 안에 작성을 완성하지 못해도 무방합니다.

⑴

⑵

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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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암묵적 연합검사 컴퓨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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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디브리핑문

<디브리핑(debriefing)>

오랜 시간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실험의 목적은 사회불안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지적 탈

융합 기법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역기능적 태도, 그리고 부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종속변인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역기능적 태도, 부적 정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연구참여자들과 연구 결과에 모종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판단되어, 실험참여자용 설명서 및 모집문건에는 ‘인지적 기법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고 간략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험하기 전에 무작위적으로 세 개의 집단 중 한 가지 집단에 배정

되었으며, A 집단에 배정되는 경우에는 감정, 생각 그리고 그 언어적 표현으로

부터 자기(self)를 분리하는 연습(인지적 탈융합)을 해 보도록 유도되었습니다.

B 집단에 배정되신 경우에는, 감정, 생각으로부터 주의를 전환하여 벗어나는 연

습을 해 보도록 유도되었습니다.

C 집단에 배정되신 경우에는, 본 실험과 무관한 과제(암묵적 연합 검사)를 수행

하셨습니다. 암묵적 연합 검사는 어떤 개념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고

정관념을 측정하는 검사로 본 실험에서 보고자 하는 변인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검사 결과 역시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B 집단과 C 집단에 배정되셨던

분들께는 실험 종료와 동시에, A 집단에서 활용했던 인지적 탈융합 활동지와

설명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불안은 간단히 말하면 ‘타인의 불인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즉, 대인관계

에서의 불안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우울과 불

안 다음으로 흔하게 나타나는 정서적 어려움으로 대학생 집단에서 더욱 흔히

나타납니다.

이 연구는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를 이론

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인지적 탈융합 개입 집단에서, 비교집단 및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역기능적 태도, 그리고 부적 정서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는 연구입니다. A 집단이 지금 실험을

통해 참여하신, 그리고 B 집단과 C 집단이 이제 안내받게 되실 인지적 과제는

대인불안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민감성, 타인의 인정과 관련한 역기능적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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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에 큰 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져 있는 과제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수행하신

과제를 반복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위에 제시된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본 책임연구자(이인

정: 010-****-****)에 연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응답한 설문 및 검사결과는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

며,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는 연구가 최종 종료됨과 동시에 안전하게 폐기될

것입니다.

이 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실험을 안내한 연구자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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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ognitive Defusion

on Fear of Negative Evaluation,

Dysfunctional Attitudes and Negative Emotions

of College Students with Social Phobia

Lee, Injung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the effect of cognitive defusion

on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dysfunctional attitudes and

negative emotions of college students with social phobia. For this

study, 89 college students with social phobia from Seoul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in which they were randomly assigned into three

groups, cognitive defusion group, distraction group, and

distraction-based control group. During the experiment, each

participant first completed the first exercise in which they tri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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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their psychological obstacles including dysfunctional thoughts and

negative self-referential thoughts. After that, they completed the

FNE(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DAS(Dysfunctional Attitudes

scale), and MAACL(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 list) which

measured the social anxiety of college students with social phobia as

pre-test and did it again as post-test after the experimental

intervention for each group. As for the experimental intervention, the

participants in cognitive defusion group were guided to separate "self"

from negative thoughts, emotions and verbal expressions to aware

that a thought is just a thought and a feeling is just a feeling. In

distraction group, they were guided to be absorbed in other exercises

without recalling the negative event in the past. In distraction-based

control group, they completed a neutral task with computers. Upon

the completion of all the experiments, the data of 81 participants are

used for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nalyzed by

analysis of covariance(ANCOVA) and multivariate analysis of

covariance(MANCOVA).

As a result, participants in the cognitive defusion group reported

signiticantly lower levels o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dysfunctional attitudes than participants in the distraction group and

distraction-based control group.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level of negative emotions between the cognitive defusion group

and distraction group. Both intervention were effective than control

intervention. This indicates that absorbing in other exercises can also

be helpful in relieving anxiety or depression. Nevertheless, fea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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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evaluation and dysfunctional attitudes are more profound

psychological processes than emotions. They are in line with the

essentials of social phobia or social anxiety. In other words,

incapacitating the power of verbal frame and accepting negative

situation can more effectively help one to be free from what others

think of him or her.

This study confirmed the effects of cognitive defusion as one of the

intervention of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Especially, this

study tried to deal with wide range of individual experiences with

social phobia by elaborating experimental procedures. Finally, this

study made it possible to compare the effects of two other

interventions with controlled intervention.

Yet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 the control group of this study

was 'distraction-based control group' which can be quite different

from untreated control group. In addition, it didn't fully reflect the

real social anxiety situation and didn't confirm how long the effects

of the intervention will last. In subsequent studies, it is needed to

investigate the traits of individuals for whom the cognitive defusion

can be a very effective intervention.

keywords: cognitive defusion, social phobia, therapeutic intervention,

counseling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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