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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상담에서 정서를 다루는 목적은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에

있다. 정서는 그 자체로 내재적인 적응적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상담에서 정

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 처리 과정을 통해 핵심 정서 이면의 욕

구에 접근하는 것 역시 내담자의 변화를 위한 핵심적 치료 요인이다. 내담자

는 정서 이면의 욕구를 알아차림으로써 자신의 경험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게

되며 정서 이면의 욕구는 내담자의 핵심 부적응적 정서 도식의 재구성을 위

한 내적 자원으로 작용한다.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는 처치는 내담자의

자기 진정 능력, 정서 조절 능력을 증진시킨다. 한편, 정서 회로와 자율신경계

는 우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미주신경회로를 통해 서로 양방향으로 작동

하므로 정서 조절 효과는 자율신경 기능을 통해 조절되는 혈압에 있어서도

조절 효과를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정서 이면의 욕구에 접근하여 이를 타당

화하는 처치는 경험의 수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는 정서중심 심

리상담에서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는 개입의 효과를 탐구하기 위해 실시

되었다.

정서중심 심리상담에서는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는 과정을 일련의 단

계적 개입 과정으로 본다. 첫째, 상담관계를 형성하고 둘째, 고통스러운 정서

적 경험를 활성화하고 내담자의 인지적-정동적 과정을 탐색하며 셋째, 이차적

정서와 연관된 일차적 정서에 접근하여 그 이면의 욕구, 내담자의 진정한 소

망 등 내적 자원에 접근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 이

면의 욕구를 확인하는 과정을 몇 가지 처치요소들로 구성된 단계적 개입 과

정으로 보고 정서중심상담, 타당화, 공감적 이해, 현실치료, 비폭력대화 등에서

설명되어지는 정서 이면 욕구 확인의 전략과 기법에 근거하여 처치요소들을

구성하였다. 즉, 이 개입 과정은 순차적으로 감정인식, 감정해석, 감정관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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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찾기, 욕구 확인 등 네 가지 처치 요소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욕구 확

인 처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Heppner 등(1999; 김계현,

2000, 재인용.)이 제시한 상담성과 연구 전략 중, 처치요소 분할전략을 사용하

였다. 즉, 욕구 확인 처치(처치요소)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집단에는

감정인식, 감정해석, 감정관련 자극 찾기, 욕구 확인 등 네 가지 처치를 순차

적으로 가하였고 비교집단에는 욕구 확인 처치(처치요소)를 제외한 감정인식,

감정해석, 감정관련 자극 찾기 등 세 가지 처치만을 가한 후 실험집단과 비교

집단간에 의미 있는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집단에 소요되는

처치 시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비교집단에는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처치를

가한 후 실험의 과정을 서술하도록 지시하였다.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모집된 대학생 및 대학원생 중에서 분석에 적합하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10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54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성관계에서 경험하는 분노를 상담 개입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험은 기저선-활성화-처치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피험자들을 실

험집단과 비교집단에 무선 할당한 이후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나서 이성관계

에서 경험했던 분노 사건을 회상함으로써 정서가 활성화 되게 하였다. 이어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각각 다른 처치를 실시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최종 측

정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험자들은 실험 조건에 따라 지각된

정서의 변화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정적 정서의 경우, 실험집단

은 처치 후에 처치 전보다 정적 정서가 높아졌고 비교집단은 처치 후에 처치

전보다 정적 정서가 낮아졌다. 부적 정서의 경우, 실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

하여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부적 정서의 감소에 있어서 욕구 확인 처

치가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며 정적 정서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감정인식, 표

현, 해석에 그치지 말고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

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욕구 확인 처치는 수축기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었다. 피험자들

은 실험 조건에 따라 수축기 혈압의 변화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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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수축기 혈압이 더 많이 감소하였다. 이완기 혈압

의 경우, 비교집단에서는 처치 이후 이완기 혈압이 소폭 상승한 반면, 실험집

단의 이완기 혈압은 활성화 직후의 혈압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가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셋째, 피험자들은 실험 조건에 따라 기꺼이 경험하기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실험집단의 경우, 비교집단에 비하여 더 높은 기꺼이 경험하

기 수준을 보고하였다. 이는 기꺼이 경험하기 수준을 높이는데 욕구확인 처치

가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정서 이면 욕구를 확인하는 처치는 부적 정서를 낮추는데 효

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적 정서의 증진에 효과가 있었다. 또한 수축기 혈

압을 낮추고, 경험에 대한 수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서 이면의 욕구 확인 처치에 대한 연구와

상담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정서, 욕구, 욕구 확인, 처치 효과

학 번: 2014-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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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내담자의 정서를 다루는 것은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작업이다(Greenberg, 2002, 2010). 상담자는 상담과정에서 내담

자가 자신의 정서를 알아차리고 표현하고 수용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한

다. 그러나 내담자의 변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김계현 외,

2011)에서 정서 그 자체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와 연관된 욕

구에 다가가는 것 역시 치료의 핵심적 요인 중의 하나이다(Greenberg &

Paivio, 1997).

성공적인 상담개입을 위한 정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론적 접근

을 막론하고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정서를 직접 다루려는 시도가 증가하

고 있다(Barlow, Allen, & Choate, 2004; Greenberg, 2004; Gross, 1998,

2002; Mennin, 2004). 이러한 시도 중의 하나로 상담자는 상담과정에서

내담자가 정서를 인식하고 정서를 표현하도록 돕는다. Heesacker와

Bradley(1997)는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의 정서인식과 표현을 돕는 것은

치료를 위한 필수 요인임을 강조하였고 Lacoursiere(1984) 역시 상담과

정에서 정서표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서영석(2005)은 상담에서

상담자의 역할 중에 내담자의 감정표현을 촉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의 감정을 반영하고 내담자

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율하는 태도가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

한 태도이며 상담관계형성을 위한 조건으로 간주되는 것과도 맥락을 같

이 한다.

Greenberg(2002, 2010)와 Plutchik(2010)은 정서가 지니는 특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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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면서 상담에서 내담자가 정서를 자각하고 경험하도록 돕는 것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정서의 특성에 관한 설명과 그에 따른 정서중

심상담의 원리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정서는 내

재적인 적응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정서처리 체계는 유기체의 적응적

기능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유기체의 중요한 특성이기도 하다. 즉, 정

서는 유기체가 최적의 상태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

에 왜곡되었거나 불완전한 정서 처리는 유기체가 최적의 상태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때문에 상담에서는 왜곡되지 않은, 완전한 정서

자각을 통해 내담자의 적응적 기능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정서는

또한 암묵적 가치와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서적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았거나 개념적 형태가 아닌 체계

의 가치, 역할, 기준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정서는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개인에게 무엇

이 좋고 나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간의 체계에서 정서가 적응

적 기능을 위해 설계되기는 하였지만 부적응적인 정서 학습 경험은 체계

가 역기능적으로 기능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적응적인

정서 경험은 정서적 기억에 접근하여 이러한 기억들이 수정될 때 변화가

가능해진다. 즉, 부적응적인 정서 도식이 재구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변

화는 상담자와의 안전하고 지지적인 관계 속에서 이전에는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웠던 내적 경험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경험할 때 가능해진

다.

이처럼 정서가 지니는 특성 때문에 상담에서는 정서의 자각, 정서의

표현뿐만 아니라 정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경험하며 정서가 제공하는

암묵적 가치, 유기체적 욕구에 접근함으로써 정서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

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에서 정서를 다루는 이유는 정서에 접촉하고 정

서를 표현하고 수용하는 정서처리 과정을 통해 핵심 정서를 경험하고 그

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며 정서의 변화를 통해 인지적·행동적 변화로 이

어지도록 하기 위한데 있다(Greenberg, 2002, 2010). 내담자는 상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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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핵심 정서를 재경험함으로써 정서 경험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게 되

며(Fosha, 2001) 이를 통해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 속에서 좌절되었던

욕구와 소망에 대한 타당화를 경험하고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

하게 된다(Linehan, Bohus & Lynch, 2007). 이처럼 자신의 경험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경험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게 될 때 내담자는 자신

의 정서 저변에 담긴 욕구와 소망을 발견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자기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김창대, 2009). 따라서, 상담에서 정서를 인식 및 표

현하고 정서적 경험을 수용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정서 이면의 욕구나 소

망 등을 확인하는 것까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정설로 자리

잡고 있다. Greenberg와 Paivio(1997)은 감정의 치유에 있어서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은 시작단계일 뿐이며 지속적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상담에서 정서를 다루는 것과 관련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정서에 대한 연구 중에서 상담과정 및 상담성과

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에는 정서전염, 정서표현 양가성 등 정서 관련 요

인들을 상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개입할 것인지(김미애, 이지연, 2013;

최해연, 민경환, 이동귀, 2008),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수용, 내담자의

정서표현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 등 정서 관련 요인들이 상담과정과 상담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김영근, 2014; 오충광, 정남운, 2007; 임

전옥, 장성숙, 2015;)등에 대한 상담과정-성과 연구, 정서중심치료를 적용

한 집단 프로그램 혹은 부부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들(권희경, 장재홍, 2011; 유숙인, 서미아, 2015)이 있다. 김영근(2014)의

연구에서는 상담과정에서 정서를 활성화시키고 반복적으로 수용하는 것

의 역할을 살펴보았는데 정서를 수용한 집단이 정서를 회피한 집단에 비

해 장기적으로는 부적 정서가 감소하고 정적 정서가 증가한다는 것을 밝

혔다. 이 연구에서 김영근(2014)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정서를 수

용하는 처치 이후에 정서 저변에 담긴 소망과 욕구를 확인하고 타당화하

는 처치를 함께 가하는 것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처치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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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는 것은 정서 변화 과정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국외의 경우, 정서와 관련한 상담과정 및 상담성과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정서 알아차림(awareness), 정서 각성, 정서적

경험(experience)이 상담 및 심리치료의 과정이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나 효과를 알아본 연구(Carryer, Greenberg, 2010; Goldman, Greenberg,

Pos, 2005; Shelley, et al., 2012), 부적 정서 감소, 기꺼이 경험하기의 촉

진에 있어서 정서 수용의 긍정적 기능을 밝힌 실험연구(Eifert, Heffner,

2003; Campbell-Sills, Barlow, Brown, & Hoffmann, 2006), 특정 장애

(우울장애, 섭식장애 등) 환자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에 있어서 정서의

중요성과 정서 중심적 개입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Coombs, Coleman,

Jones, 2002; Goldman, Greenberg, Angus, 2006)등이 있다. 한편, Elliott

등(2004)은 정서중심치료에 해당하는 과정-경험적 치료의 효과성 연구를

종합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효과성 연구는 도합 18편이 있었고 이 연

구들은 일정 기간(2주~36주) 동안 처치를 실시한 후 그 처치 프로그램이

나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본 것이었다. 이상의 국외 연구들 역시

상담에서 정서 알아차림, 정서 수용 등 정서를 직접 다루는 것의 효과

혹은 특정 장애에 대한 정서중심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본 연구

들이었다.

상담과정에서의 정서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Whelton, 2004) 서구에서도 상담과정에서 정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범 이론적 관점에서 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Maroda, 2010; Mennin & Farach, 2007). 정서 관련 상담과정-성

과 연구들은 대부분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수용 등 정서를 직접 다루

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거나 정서중심개입이 특정대상 혹은 특정장애에

집중되어 있는 등(송재홍, 2015) 정서를 직접 다룬 이후의 상담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입단계와 개입요소들에 대한 연구 및 그것들의 효과를 살

펴본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서 표현과 해소를 중요

시하는 표현(express) 중심적 관점이나 정화(carthartic) 중심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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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정을 ‘빼내’거나 ‘제거한다’는 비유를 사용하는 등 정서를 경험하고

그 이면의 욕구나 진정한 소망을 알아차림으로써 일어나는 변화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Greenberg & Paivio, 1997). 기존 연구들의 한

계는 상담에서 정서 그 자체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와 연관된

욕구에 다가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Greenberg, 2010; Greenberg &

Paivio, 1997) 설명에도 불구하고 상담에서 정서다루기 이후에 이루어지

게 되는, 정서 이면의 욕구에 다가가고 이를 알아차리도록 하는 개입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게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서 이면 욕구 확인 처치의 필요

성은 존재하나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개입방법 및 그에 대한 실증적 근거

의 부족이라는 현상을 초래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서 이면의 욕구에 다가가고 이를 알아차리게 하며 타당화

하는 개입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 실험적 방식을 적용하여 탐구하고자 하

였다.

한편, 타당화는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창시자인 Linehan(1993)이 제시

한 개념으로, 상담기법에 속하는 공감언어반응의 한 가지 형태로 보는

관점이 있다(김은하, 2011). 타당화는 내담자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

은 내담자의 경험과 반응 이면의 것(사건, 느낌, 생각이나 소망)을 읽어

주는 것, 즉 내담자와 그의 반응이 그럴 만하다는 이해를 전달하는 것이

다. 이는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해주는 과정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타당화의 효과에 대해 살펴본 실험연구들이 진행되

었는데 김은하(2011)는 사이버볼 게임을 활용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에 배정된 피험자들이 사회적 배제 경험을 하도록 한 후, 실험집단에는

타당화 언어반응을, 비교집단에는 감정반영 언어반응을 들려주었다. 이

에, 타당화 언어반응이 피험자들의 부정 정서와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효

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어서 고유림(2012), 김나영(2015)의 연

구에서도 타당화가 감정반영에 비하여 사회적 배제 경험 이후의 부적 정

서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신서원(2014)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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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애 성향자들이 느끼는 수치심과 분노, 공격성 감소에 있어서 타

당화가 효과적임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타당화와 감정반영이라

는 두 가지 공감언어반응을 비교한 연구이다.

그런데, 정서중심상담에 의하면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는 과정은

일련의 단계적 접근 과정이다. Greenberg와 Paivio(1997)는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는 단계적 접근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정서

중심상담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내

담자와의 치료적 관계 형성이 중요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고

통스러웠던 정서 경험을 활성화 시키고 이러한 경험을 일으키는 인지적

-정동적 연쇄 반응 과정을 탐색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 욕구 확인의 과

정이 일어나는데 내담자의 일차적 적응적 정서를 찾아내고 이와 관련된

욕구를 알아차리도록 도움으로써 욕구에 따른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를 동원하며 정서 도식을 변화시키고 역기능적 신념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처럼 상담에서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는 과정은

일련의 위계적 단계를 따라 일어나는 점진적 과정이다.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는 과정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몇 가

지 처치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적 과정의 처치요소를 구성하기 위하여 상담에서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는 전략과 기법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법에는 우선

위에서 언급한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타당화가 있다. 그리고 공감적 이해의 4

수준과 5수준은 내담자가 말로 표현한 것보다 더 내면적인 감정을 표현해주

는 것, 내담자가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의 내면적 의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

고 표현하는 것으로서(Carkhuff, 1969; 김계현, 2002 재인용) 감정 이면의 의

미 즉, 욕구를 확인하는 기법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비폭력대화(Nonviolent

Communication)에서는 감정에 대한 자극과 욕구를 구분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느낌에 집중하고 느낌 이면의 욕구를 알아차리기 위한 과정을 설

명하고 있다. 현실치료에서는 행동변화를 위한 상담과정의 중요한 절차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욕구와 관련된 바람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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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무엇을 원하나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와 같은 질문을 사용한다(Glasser, 1995). 현실치료에서 내담자의 욕구와 관

련된 바람을 탐색하는 것은 내담자의 행동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이와 같이 여러 접근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는 전략과 기법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을 감정인식,

감정해석, 감정관련 자극 찾기, 욕구 확인 등 4가지 단계적 처치요소로 구성

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이와 같은 4가지 처치요소 중에서 욕구

확인 처치만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치요소 분할전략을 적용한 실험연

구를 진행하였다. 이 전략은 Heppner 등(1999)이 제시한 상담성과 연구

전략 중의 하나로(김계현, 2000 재인용), 여러 개의 요소로 구성된 처치

를 각각의 요소로 쪼개고 조합하여 효과를 야기시키는 요소를 찾아내는

연구전략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무선할

당한 후, 실험집단에는 4가지 처치를 모두 가하고, 비교집단에는 욕구확

인 처치만을 제외한 감정인식, 감정해석, 감정관련 자극 찾기 등 3가지

처치를 가하였다. 두 집단의 처치시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비교집단에

는 위와 같이 3가지 처치를 가한 후에 실험과정에 대해 서술하라고 지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는 처치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

여 이성관계에서 경험되어지는 분노를 개입의 대상이 되는 정서로 하였다. 분

노라는 정서는 밀접한 관계에서 더 많이 경험되어지는 정서인데 분노에 대해

연구한 Averill(1982)에 의하면 분노의 목표는 72%가 사람이며 그 중에서

53%가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것이었으며 정서심리학에서는 사랑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노를 느끼는 경우는 욕구 좌절에 기인한 것인 경

우가 많다고 하였다(이훈구 등, 2002). Duan 등(1996)은 내담자가 상담에서 호

소하는 주된 정서가 부정적 정서 혹은 불쾌한 정서이기 때문에 공감의 효과

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 역시 이들 정서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성관계에서 욕구좌절로 인한 부정적 정서, 즉 분노를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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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정서로 하였다.

본 연구는 실험적 방식을 적용한 모의상담연구(analogue study)로 진행되

었다. 그 이유는 실험처치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를 통제하고 욕구

확인 처치의 효과만을 검증함에 있어서 모의상담연구가 적절하기 때문이다.

상담학연구에서 실험연구는 실험실 실험연구와 현장 실험연구로 나눌 수 있

는데 전자는 후자에 비해 내적 타당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고홍월 외,

2013). 의약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실험실 실험연구에서 파리, 원숭이 등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된다. 상담학연구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실험실 실험

연구는 대부분 모의상담 상황으로 만든 실험실 실험연구로서 모의 상담에서

실제 상담자와 내담자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을 인위적으로 부여받은 사

람이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이다(김계현, 2000; 고홍월 외, 2013 재인용). 본 연

구에서는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연구의 대상이며 이

들은 내담자도 아니고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은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내담자와 그리 비슷하지는 않다. 또한 실험과정

이 상담과정과 많이 비슷하지는 않지만,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는 상담의

특징적인 한 부분을 떼어온 것으로 이 부분만 상담과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여러 종류의 모의상담연구(analogue study)중에서 본 연구는 실

제 상담과는 거리가 멀지만 상담의 특정 요소만을 집어내서 적용한 모의상담

연구이다.

상담과정에서 정서와 관련된 욕구를 확인하는 것은 치료의 핵심적 요소이

다(Greenberg, 2002; Greenberg & Paivio, 1997). 상담과정적인 측면으로 해석

하면, 정서 저변에 있는 욕구를 발견하고 알아차리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무

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므로, 자기를 확인하는 과정이 된다(김창

대, 2009). 상담과정에서 정서와 맞닿아있는, 그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고 타당

화 하는 개입은 정서처리 과정의 일환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상담과정-성

과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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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은 정

서 변화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가설 1-1.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정적 정서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1-2.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부적 정서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은 생

리적 반응의 변화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가설 2-1.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수축기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2.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이완기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은 경

험의 수용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가설 3-1.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기꺼이 경험하기 수준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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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정서와 상담

1) 정서

정서에 관한 많은 문헌에서는 정동(affect), 감정(feeling), 기분(mood),

정서(emotion), 반사(reflex), 충동(impulse) 등 다양한 용어들을 혼용하고

있다. Gross와 Thompson(2007)은 정서 관련 용어들을 정동이라는 큰 범

주 안에 포함되어있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즉, 정동 안에는 스트레스,

정서, 기분, 충동 등 네 가지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한편,

Plutchik(1982)는 정서를 자극에 대한 추론 반응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보았으며 정서는 주관적인 변화, 자율신경계와 신경세포의 각

성, 인지적 평가, 행동 경향성, 행동을 내포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Izard(1993)는 정서를 주관적·생물학적·목적적·사회적 현상으로 존재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Izard(1993)에 의하면 정서는 두렵거나 기

쁜 것과 같이 인간이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는 주관적 관점이며 동시에

직면한 상황에 신체가 적응하도록 준비시키는 생물학적 반응이며 또한

목적을 위한 행위 주체이다. 이와 동시에 정서는 표정, 자세, 음성 신호

등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게 되는 것과 같은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다. 진

화론적 관점에서 정서는 개체의 유전학적 생존 기회를 확보하고 증가시

키는 적응패턴으로, 적응적 행동으로서의 정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하등

동물에서도 나타난다고 하였다(Plutchik, 2010).

정서와 관련한 다양한 용어에 대한 학문적 역사를 살펴보면 각각의

용어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정의를 찾아보기 매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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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lman, 1960; Jaspers, 1963). 하지만 이들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자 한 문헌들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서와 기타 용어들을 구분하고 있다.

Izard(1979)는 정서가 정동적 과정과 지적 과정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고 보았으며 감정은 되돌릴 수 없는 정서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의

미와 근거에 의해 강렬해지거나 풍부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Ekman(1992)은 정서는 빨리 시작되어 짧은 지속 기간을 가지는 반면,

기분은 수 시간에서 수일까지 지속되며 하나 또는 다양한 정서의 신호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Frijda(1993)는 정서를 내적 혹은 외적 대상에 초점

이 맞추어진 것이라고 보았고 기분은 특정 대상이 없는 것이라고 보았

다.

Greenberg와 Paivio(1997)는 심리상담에서의 정서의 중요성을 설명하

면서 정동(affect), 정서(emotion), 감정(feeling)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제안하였다. 정동은 자극에 대한 무의식적인 생리적 반

응을 의미하며 반영적 평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정동에는 진화과정을 통

해 적응적인 행동을 하도록 발전된 반응체계, 즉 자동적·생리적·동기적·

신경학적 과정이 내포된다. 정동은 다만 일어날 뿐이지만 정서와 감정은

무의식적 정동의 과정이 의식화되어 나타난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감정은 정동에 대한 생리적 감각을 자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말하자

면, 감정에는 ‘가슴이 두근두근한’ 것이나 ‘어지러운 느낌’ 등 몸이 느끼

는 경험들이 내포된다.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에는 더 복잡한 것들이 존

재하는데 흔히 복합적인 기분 혹은 감정이라고 불리는 것들이다. 즉, 배

려 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모욕감이나 ‘처지는’ 느낌처럼 의미를 담고 있

는 감정들이다. 또한 이러한 감정 상태는 자기 자신을 정동과 연결시키

게 된다.

더 나아가 정서는 여러 가지 수준의 처리과정이 통합된 것으로

(Greenberg & Safran, 1987), 기분 상태와 행위 경향성이 이러한 것들을

촉발한 상황 및 자기와 결합될 때 생겨나는 경험이다. 정서에는 고유한

행위 경향성이 포함되기도 하며 분노, 슬픔, 불안과 같은 구체적인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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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스토리가 동반되는 절망감, 무기력감, 자부심

과 같은 복합적인 정서까지 포함된다.

이상의 설명에 근거하여 감정과 정서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개념적으

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감정과 정서는 모두 무의식적·생리적 반응으

로서의 정동에 대한 의식화를 거쳐 생겨난다. 정동에 대한 자각이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 용어는 공통된 의미를 지니지만 다음과 같이 구별되

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감정은 정동과 정동에 대한

자각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특정 상황에서 개체는 자신에게 일어난 생리

적 반응을 인지하였을 때 대개는 이를 ‘머리가 어지러운’, ‘심장이 튀어나

올 것 같은’ 등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또한 특정 대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감정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반면에 정서는 감정 상태나 행위 경향성이 상황 및 자기와 결합될 때

일어나는 경험이므로 무의식적 혹은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복잡한 인지-

정동적 과정을 통해 생겨나기도 한다. 특정 상황에서 사람마다 경험되어

지는 정서적 내용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정서는 경험에 대

해 개인적 의미를 부여한다. 한편, 정서라는 용어는 정동, 감정, 느낌, 정

서 등 용어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정서라는

용어는 복잡한 인지-정동적 과정을 통해 생겨난 경험을 의미하는 용어

로 사용되기도 하고 정서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

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에게 이성관계에서 경험한 분노를 회상하게

한 후 첫 번째와 두 번째 처치 요소로, 회상 이후 생겨난 반응에 대한

자각을 촉진하고 이러한 자각을 표현하도록 하는 처치를 가하게 된다.

이때, 반응에 대한 자각은 감정으로 구분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 처치

요소를 명명함에 있어서 정서보다는 감정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 즉, 피험자들이 실험과정에서 느꼈던 반응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

는 처치를 일컬을 때는 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처

치의 이론적 근거와 치료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이론적 배경에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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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2) 정서의 특성

심리상담에서의 정서의 중요성 및 정서를 다루는 것의 치료적 함의와

역할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정서의 특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Safran과 Greenberg(1991)가 정서의 특성에 대해 정리한데 이어

Greenberg와 Paivio(1997)가 정서의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

다. Plutchik(2010)은 정서가 복잡한 피드백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서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정서를 정의하는 방법으로 정서

의 주된 속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논한 정서의 특성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는 적응적이다. 정서는 합리적이지도, 비합리적이지도 않다.

다만, 정서는 적응적이다(Darwin, 1872, 1995; Greenberg & Paivio, 1997

재인용). 정서는 인간이 생존하고 번영하도록 돕기 위해 진화한 내재적

인 적응적 시스템으로서 인간이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적신호이며 생

존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정서의 일차적 기능은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을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연결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정

서처리 체계는 인간의 적응적 기능과 연결되어있고 이러한 현상은 유기

체의 고유한 특성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둘째, 정서는 동기적이다. 정서는 신체적 반응과 행위 경향성을 통해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부딪힌 상황과 사건을 더 잘 다룰 수 있도록 동

기를 부여하며 생존에 필수적인 목표 지향적 행동을 동기화시키기도 한

다. 때로는 정서 자체가 목표가 되기도 하지만 정서는 또한 개인에게 자

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안내해주는 수단이기도 하다.

셋째, 정서는 정보를 담고 있다. 정서는 개인의 이면에서 살아 움직이

는 욕구나 목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며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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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여 무엇이 개인에게 좋고 나쁜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정서는 개인이 욕구 충족을 위한 방향으로 행동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뿐만 아니라 정서는 개인이 처한 상황이 개인

의 소망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해준다(Frijda, 1986).

또한, 정서는 행위 경향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정서와 행동 사이에

는 내재적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정서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체

계의 준비성에 대한 정보를 지니게 된다.

넷째, 정서는 인간의 행동을 조직화한다. 정서는 한 개인이 추구해야

할 목표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에 관여하며 특정 행위를 하도록 조

직화하는 기능을 지닌다(Frijda, 1986). 정서는 한 개인으로 하여금 인지

및 행동이 추구하는 목표를 설정하게 하기 위하여 정동을 행위 결정의

핵심인자로 삼는다. 때문에 특정 정서와 연관된 행위 경향성은 장기적

목표 등 다른 사항들보다 우선순위를 점하게 되며 이때 정서는 양립할

수 없는 복잡한 목표들을 서열화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다섯째, 정서는 기억, 사고 등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정서는 이성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는데 특정 결과가 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

미인지를 판단함으로써 한 개인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정서 체계

는 개인이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가야할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직

감(gut)’을 제공해준다.

여섯째, 정서는 표현-운동 형태를 지닌다. 생리적 반응, 이를 테면 표

정, 목소리, 제스처 등 특정 표현-운동 형태는 특정 일차적 정서와 연관

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비정서적 정보로부터 정서를 구분해낼 수 있

게 한다.

일곱째, 정서는 주요한 의사소통 체계이다. 인류는 상호작용에 대한

생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물학적 체계를 발달시켰는데 이러한

생물학적 체계 안에서 정서는 한 개인의 의도나 행위 경향성을 타인에게

알리는 의사소통의 수단이기도 하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은 타인

의 얼굴 표정 등 표현-운동 형태를 통해 그 사람의 정서 상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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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주고받는다.

여덟째, 도식적 정서 기억은 정서 반응을 매개한다. 영아는 태어나면

서부터 특정 사건에 대한 기억을 발달시키며 정서 반응은 도식적 정서

기억에 의해 되살아난다.

아홉째, 정서 도식의 활성화는 정서적 경험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왜

냐하면 정서 도식의 활성화는 심상, 자동적 각성, 표현-운동 행동 등을

포함하는 정보를 소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열째, 정서 도식은 새로 하게 되는 경험에 의해 계속적으로 정교화

되기도 한다. 말하자면, 새로운 경험은 기존에 있었던 정서 도식을 활성

화 시키고 활성화된 정서 도식은 기존의 정서적 기억(정보)을 불러일으

키며 이러한 기존의 정서적 기억들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정보를 통해

보다 정교화 되는 것이다.

열한 번째, 정서는 의식적인 상징적 사고보다 먼저 일어나는 감각의

형태로서, 전의식적이고 복합적인 판단 과정을 거쳐서 생겨난다

(Greenberg & Safran, 1987). 이렇게 생겨나는 정서는 출현하고 완결되

는 자연적 과정을 거친다.

열두 번째, 인지적-정서적 처리과정은 신속하고도 유연한 반응 체계

이다. 행동과 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서는 보다 적응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기 위하여 체계가 빠른 속도로 기능하게끔 한다.

3) 정서와 상담

지금까지 정서의 특성에 대해 설명한 데 이어 본 절에서는 상담에서

정서가 지니는 치료적 함의를 살펴봄으로써 상담에서 정서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Safran과 Greenberg(1991)가 정서

의 치료적 함의에 대해 정리한데 이어 Greenberg와 Paivio(1997),

Plutchik(2010) 역시 심리상담에서의 정서의 치료적 역할에 대해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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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를 완전하게 자각하는 것은 개인의 적응적 기능을 높여준

다. 정서는 개인이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는데 정서에 대한 왜곡되거나 완전하지 못한 자각은 정서 체계가 최적의

상태로 기능하는 것을 방해한다. 때문에 정서중심상담에서 상담자는 내

담자가 정서를 완전하게 자각하도록 돕는다.

둘째, 정서는 다양한 사건의 의미에 대한 암묵적 가치와 기준을 포함

하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때문에 인지적 처리를 위하여 정서적

정보에 다가가는 것은 개념적 형태가 아니거나 논리적으로 정리되지 않

은 인간 체계의 기준, 가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정서를 통해 상담자와 내담자는 상황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서가 의식화 되면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나 욕망, 소망, 목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만약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 목표, 소망 등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면 이는 부정적 평가를 수정할 수 있는 전제가 된

다.

넷째, 암묵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 도식에 접근하고 이를 변화

시키는 것은 개인에게 새로운 의미를 탄생시킨다. 단순히 정서를 표출하

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내담자가 정서적 경험이 전달하는 메시지

를 이해하고 자신의 행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적용할 수

있을 때 내담자에게 새로운 의미의 출현이 가능해진다. 인간의 일차적

정서는 새로운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일

차적 정서는 적응적인 행위를 조직하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 상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분노, 슬픔, 두려움 등 일차적 정서 경험에 집

중하고 그러한 일차적 경험들을 상징화하도록 안내한다. 이렇게 상징화

된 정서 이면에는 욕구, 목표, 소망 등이 있는데 이러한 긍정적 자원에

접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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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부적응적 정서적 반응은 학습될 수 있다. 인간의 체계에서 정

서는 적응적 기능을 위해 고안되고 진화하였지만 부적응적인 정서적 학

습 경험은 이러한 인간의 체계가 역기능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

래할 수도 있다.

여섯째, 정서의 의사소통적 영향을 자각하는 것은 대인관계에서의 상

호작용을 촉진한다. 정서는 대인관계 의사소통에서 중심 역할을 하므로

개인은 자신이 응답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정서적 반

응을 알아차리고 반응할 수 있게 된다.

일곱째, 정서적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정서 도식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정서적 경험은 정서적 기억들이 통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적응적

정서 경험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서 도식의 활성화를 통해 발달된 원형으

로서의 정서적 기억에 다가가 이를 수정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정서중심상담에서는 상담자와의 안전한 관계 속에서 정서 도식의 활

성화가 일어나며 이러한 정서 도식의 활성화를 통해 정서적 경험을 이루

고 있는 정서적 기억에 접근하여 이를 수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

서 내담자는 정서 경험을 상징화하는 것을 통해 감정에 압도당하거나 행

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안전한 거리를 두는 방법을 학습하게 되며

점진적으로 자기를 진정시키는 법을 익혀나가게 된다.

여덟째, 치료적 관계는 정서 도식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매

개체이다. 정서적 경험과 표현은 그 정서의 대인관계적 결과에 대한 예

상을 통해 형성된다. 때문에 심리상담에서 새로운 정서적 경험을 탐색하

고 통합해나가는 과정은 치료적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치료

적 관계의 질은 새로운 정서적 경험의 탐색과 통합을 촉진하기도 한다.

아홉째, 정서중심상담에서 내담자는 상담자의 공감적 조율에 의해 정

서적 경험과 정서를 기존의 경험 구조 속에 통합하게 된다. 정동을 자기

조직(self-organization) 속에 통합시키는 과정이 바로 그것인데 이 과정

에는 신체적으로 느껴지는 정서적 경험을 구분하고, 상징화하고, 보유하

고, 정확히 표현하는 것, 정서의 허락과 수용, 정서를 신호체계로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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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을 익히는 것, 동일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경험하는 서로 다르

거나 반대되는 정서를 통합하는 것 등이 속해있다. 이처럼 정서 경험을

개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경험 구조 안에 통합하는 것은 보다 강한 통합

된 자기감(sense of self)을 발전시킨다.

열째, 개인은 정서적 경험을 표현하는 것에 실패하게 되면 다른 과제

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방식에 대해 처리 용량을 할당하는 능력이

방해를 받게 된다. 이는 정서적 경험의 통제에 대한 선행성에 기인하는

것인데 정서중심상담에서 정서적 경험의 표현을 독려하는 것은 내담자로

하여금 방해 받았던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

열한 번째, 정서중심상담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정서를 적응적으로 조

절하는 전략을 배우게 된다. 상담에서 내담자는 상담자와 자신의 정서를

교류하고 상담자의 공감과 지지를 통해 자기 공감 능력이 발달되며 이러

한 과정을 자기 안에 내재화하면서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

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서는 심리상담에서 중요한 치료적 역할과

기능을 한다. 때문에 정서중심 심리상담에서는 정서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며 내담자의 변화를 촉진함에 있어서 변화하는 정서의 중요성을 강

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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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와 욕구의 관계

1) 욕구

욕구(need)에 관한 적지 않은 문헌들에서 욕구(need)는 흔히 동기

(motive), 바람(want), 소망(desire)이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

다(권석만, 2008).

욕구는 동기라는 개념의 출현과 발달 역사 속에서 자주 등장하며 설

명되어왔다. 동기에 대한 다양한 이론에서는 인간이 욕구를 지니고 있음

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결핍된 욕구를 충족하려는 움직임을 행동이라고

이해한다(김석주, 1993). 동기는 인간의 행동을 활성화시킨다.

Reeve(2011)는 동기와 욕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통해 두 가지 개

념을 구분하였다. 한 인간에 있어, 신체 조직의 손상을 방지하고 신체적

자원을 유지시키려는 생리적 욕구, 성장과 적응을 위해 자신을 발달시키

려는 심리적 욕구,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 가치, 대인관계 등을 지키려는

사회적 욕구 등 생리적·심리적·사회적 욕구에 의해 삶과 성장, 행복에 기

여하는 동기가 출현한다. Reeve(2011)에 의하면 욕구는 인간의 삶, 성숙

과 발달, 행복을 위한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조건이다. 욕구가 충분히 만족될 때 인간이 느끼는 행복은 지속되고 커

지기도 한다. Reeve(2011)에 의하면 욕구는 생리적 욕구, 심리적 욕구,

사회적 욕구로 나눌 수 있다. 목마름, 배고픔, 수면욕 등 생리적 욕구는

생물학적 체계 내에 내재된 것이며 심리적 욕구는 인간 본성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노력에 내재되어 있다. 사회적 욕구는 인간의 정서와

사회화의 역사로부터 인간 내부에 내면화되거나 학습된 것으로, 사회적

욕구에는 성취, 친밀, 권력 등이 포함된다.

동기에 대한 분류는 심리학적 조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김아영,

2003), 행동주의 접근이 주목을 받았던 1900년대에는 유인체계, 보상,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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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등 개념으로 동기를 설명하였으며 관찰이 가능한 객관적인 행동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외재적 동기만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다.

1940년대에 이르러 인본주의 접근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자아실현의 욕

구와 같은 동기의 내재적 근원이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욕구라는 개념이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출현한 욕구이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Maslow(1970)의 욕구의 위계적 발달 이론이다. 욕구의

위계적 발달 이론에서 Maslow(1970)는 인간의 욕구는 일련의 단계 혹은

중요성에 따른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추구

하는 욕구는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몇 가지 공통적인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공통적 욕구들은 충족되어야 할 순서에 따라 5가지 위

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욕구는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로서 물, 산소, 영양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욕

구가 포함되며 개체 보존을 위한 성욕 또한 생리적 욕구에 포함된다. 이

러한 생리적 욕구는 개체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다른 단계의 욕

구에 비해 가장 기본적이며 일차적으로 존재하는 욕구이다. 둘째 단계의

욕구는 안전의 욕구(safety needs)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

하고자 하는 욕구 즉,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고자 하는 욕구이다. 셋째 단계의 욕구는 애정의 욕구(love

needs)로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애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이다. 이는 힘과

의미를 지닌 어떤 집단에 소속되려고 하는 소속감의 욕구와 밀접한 관계

가 있으며 사랑의 욕구와 소속감의 욕구는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

려고 하는 대인관계 욕구의 바탕이기도 하다. 넷째 단계의 욕구는 존중

의 욕구(Esteem needs)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이는 또한 자기만족과 자기긍지를 느끼기 위해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욕구로 설명되기도 한다. 끝으로 가장 높은 단계에

자리하고 있는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로 자신

에게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표현하려는 욕구이다. Maslow는

이와 같이 5가지 욕구를 위계적으로 분류하고 하위 단계의 욕구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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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단계의 욕구로 발달되는 욕구발달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인간은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부터 만족시키려고 하며 이것이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

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움직이게 되어있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상황에서 애정의 욕구나 존중의 욕구는 덜 중요

하게 여겨지며 물과 음식을 찾으려는 욕구가 가장 우선으로 여겨지게 된

다. 또한 존중의 욕구가 충분하게 충족되기 전에는 자기실현의 욕구가

쉽게 발달하지 못한다. 인간은 상위 욕구 충족을 위해 행동하다가도 하

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다시 하위 욕구

충족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된다. 이처럼 하위 단계의 욕구의 충족은 상위

단계 욕구의 발달을 위한 전제가 된다.

내재적 동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또 하나의 이론은 Deci와

Ryan(2000)의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이다. 내재적 동

기는 새로운 것, 도전적인 것을 추구하고 자기 역량의 개발과 확장을 위

해 노력하고 연습하는 것과 늘 탐구하고 학습하고자 하는 선천적 경향성

으로 정의되며 이는 심리적 욕구와 발달을 향한 선천적인 추구로부터 자

연스럽게 출현한다. 이들은 모든 유기체에게 생존과 유지에 반드시 필요

한 물질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삶과 성장에도 꼭 필요한 요소가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삶과 성장의 필수 요소를 기본 심리적 욕구라고 정의하

였다. 인간의 기본 심리적 욕구에는 자율성(autonomy), 관계성

(relatedness), 유능감(competence)의 세 가지 욕구가 있다. 여기서 자율

성이란 외부의 환경이나 자극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이 부여한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성은 의지, 자발성, 주체성을 가진다

는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이다. 이는 비록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요를 받

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행동의 원인이나 주체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고 스

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자기에게 가치 있고 중요한 것

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유능성은 사회와 같은 환경과 상

호작용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면서

충족된다. 유능성은 발달이나 연습을 통해 길러진 역량이나 기술이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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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자신이 환경과 효율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다는 자각, 즉 자신

이 유능하다는 것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이다. 관계성은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느낌인데, 이는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신뢰를 형성하고 보살핌과 존중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

다. 관계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타인과 같이 있거나 소통하고 있을 때 내

자신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존재한다는 심리적인 느낌이다. 이는 개인이

실제로 어딘가에 소속되거나 어떤 지위를 얻게 되는 등의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 안정적으로 교제하고 있고 원만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심리적 지각에 대한 것이다.

한편, 현실치료가 그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는 선택이론에서는 욕구와

바람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Glasser(1998)는 인간은 유전자내에 내

장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유전자에는 본질적으로 태어나서 죽

을 때까지 우리의 행동을 동기화하는 다섯 가지의 기본적 욕구가 있다고

하였다. 이 다섯 가지의 욕구는 구뇌에 자리한 생존의 욕구와 신뇌에 자

리한 소속(사랑), 권력, 자유, 즐거움의 욕구로 구분된다. 생존의 욕구는

의식주를 비롯하여 개인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신체적 욕구를 말한다.

소속(사랑)의 욕구는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고받고 연결감과 소

속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이다. 권력의 욕구는 힘과 권력을 추구하려는

욕구로서 성취나 성공을 통해 유능감과 자기 가치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

구이다. 자유의 욕구는 이동, 선택 등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유롭

게 행동하며 자신의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하고 싶어 하는 욕구이다. 즐

거움의 욕구는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놀이

를 통해 즐기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이러한 욕구와 바람의 관계를 살

펴보면 욕구는 유전적 속성을 지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지니고

태어나는 것이지만 바람은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으로, 사람에 따라 다르

고 특이하다.

현대 상담이론의 근간이 되는 정신분석이론에도 욕구의 개념이 나타

나있다. Freud는 인간 무의식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동력이 무엇인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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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자 하였는데 무의식적인 심리적 과정을 통해 개인을 어떤 방향으

로 움직이게 하는 힘은 바로 추동(drive)이며 이 추동은 인간이 영아기

부터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욕구를 의미한다고 하였다(권석만, 2012). 추

동은 먹기, 배설하기 등과 같은 행동을 하게 하는 자기 보존적 추동과

성적 쾌락과 성적 행동을 추구하는 종 보존적 추동으로 나뉜다. Freud는

인간의 대부분 행동은 성적 추동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러

한 성적 추동을 중심으로 체계화된 그의 이론은 ‘추동심리학‘이라고 불렸

다. 그 후에 Freud는 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성

적 욕구뿐만 아니라 공격 욕구 또한 매우 보편적이고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Freud는 죽음 본능에 기인하는 공격 욕구를 인간의 근원적 추동

이라고 제안하면서 삶의 본능에서 유래하는 성적 욕구와 죽음 본능에서

유래하는 공격 욕구를 인간의 두 가지 기본 욕구라고 주장하였다. 이러

한 Freud의 정신분석이론은 현대에 이르러 자아심리학, 자기심리학(self

psychology), 대상관계이론 등으로 꾸준히 발전되거나 확대되었다(최영

민, 2011). Heinz Kohut의 자기심리학에서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건강하

고 행복한 자기로 발달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Freud는 자

기애 상태를 일차적 자기애가 대상 사랑으로 발전하지 못한 원초적 상

태, 즉 미숙한 상태로 보았다. 여기서 일차적 자기애 상태란 너-나에 대

한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어머니와 그의 돌봄을 ‘너’라는 대

상과 그 대상의 돌봄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Freud는 일차적 자

기애는 포기되고 대상 사랑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라고 여긴 반면에

Kohut은 일차적 자기애는 포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자기애

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해야 한다고 보았다(최영민, 2010). 자기애는 인간

심리의 기본적인 잠재력으로서 성장·발달과정에 필수적인 것이며 평생

지속되는 것이다. 생애 초기에 유아는 공감적으로 반응하는 엄마로 인해

욕구가 채워지는 상태에서 더 없이 행복하다. Kohut은 이러한 상태 즉,

매우 행복한 자기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욕구를 자기애(narcissism)라고

보았다. 대상관계이론에서는 인간은 관계를 형성하려는 본능적 욕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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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가 있다고 하였다(김창대, 2002; Clair, 2009). Freud는 대상을 어떤

다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이차적 수단으로서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대상관계이론에서는 대상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본능적

인 욕구라고 하였다. Fairbirn(1941; 최영민, 2010 재인용)이 “리비도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추구한다.”라고 하였듯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는 대상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욕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정서와 신경생물학적 체계와 관련하여 동기를 설명하는 이

론이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Fosha 등, 2013). 정서신경과학에 의하

면 모든 포유류의 뇌는 생존에 필요한 원시적 도구인 감정체계를 지니고

태어난다(Panksepp & Moskal, 2008, Fosha 등, 2013 재인용). 이러한 감

정체계는 뇌의 내측 영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내측 영역에는 중뇌의

수도관주위회색질부터 시상하부와 시상을 포함하는 사이뇌의 내측 영역

을 지나 전뇌 기저부핵까지 해당한다.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뇌에는

일곱 개의 기본 감정체계가 존재하는데 이는 추구(seeking), 공포(fear),

분노(rage), 욕정(lust), 보살핌(care), 공황(panic), 놀이(play)체계로 구성

된다. 이 중에서 추구체계는 욕망(Desire)체계라고도 불리는데 자원을 발

굴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등 인간이 소유한 모든 리비도적 열망의

기반이 되는 체계로, 인간 행동의 의도에 힘을 실어주는 즉, 동기를 부여

하는 주요한 기질이다. 흥미로운 것은 다른 모든 기본 감정체계들이 제

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추구체계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서신경과학에서는 포유류의 뇌에 자리한 일곱 개의 감정체계가 사실상

모든 동기부여과정(motivational processes)에 관여한다고 본다. 즉, 인간

및 다른 포유류의 동기는 이 일곱 개의 감정체계와 관련이 있다. 동시에

이 감정체계들은 기본적 심리 상태 즉, 정서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결정

적인 작용을 한다. 말하자면, 인간 등 포유류의 뇌에 존재하는 감정체계

는 동기와 관련되며 동시에 정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대상관계이론을 비롯한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심리장애나 정신병을 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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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욕구의 이상(異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Hamilton(2007)에 의하면 정신병 환자는 자기-대상 경계가 모호한

경향을 보이는데 정신병 환자는 융합을 추구하는 동시에 그것을 두려워

하고 피한다. 이는 Burnham과 그의 동료들(1969; Hamilton, 2007, 재인

용)이 명명한 욕구-두려움 딜레마(the need-fear dilemma)에 대한 설명

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정신분열병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이러한 갈등

은 한편으로는 약물, 도움, 지지를 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약속을 어

기고 약을 먹지 않으려 하고 냉담한 격리상태로 물러나는 등 현상으로

나타난다. 정신병 환자는 타인과의 공생적 합일체를 바라는 욕구가 있는

데, 타인과 관계를 맺으려는 이러한 애정(소속)의 욕구는 과도하게 강하

기 때문에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쉽게 융합을 경험하지만 환자는 이내 자

신이 치료자에 의해 침해당하고 통제당한다고 느끼며 물러난다.

Fairbirn(1941; 최영민, 2010 재인용)은 과도기적 의존단계의 정신병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히스테리의 특징은 외적 대상에 대한 지나친 수용과 내

적 대상에 대한 거절인데, 외적 대상의 수용은 특징적인 강렬한 사랑관

계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히스테리 환자들에게 있어서 외적 대상과의 강

렬한 사랑(애정)에 대한 욕구는 욕구의 비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와 반대로 편집증은 외적 대상의 거절과 내적 대상의 수용이 특징적인

데, 편집증 환자들은 외부 대상을 박해자로 간주하고 자기 자신은 터무

니없이 과장되게 여긴다. 편집증 환자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가치 있

는 존재로 과장되게 느끼는 것 역시 욕구의 이상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상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에게는 행동을 동기화하는 욕

구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욕구가 항상 건강한 것만은 아니며 심리장애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 욕구의 정상, 욕구의 건강함을

가정하는 것의 위험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은 이성관계에서 분노를 경험한 적이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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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와 욕구의 관계

정서는 유기체의 가장 필수적인 욕구와 연결되어 있다(Frijda, 1986).

정서는 개체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며 무엇이 개체

에게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지 알게 해준다. 또한 욕구를 충족시

키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유기체를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

다. 정서중심상담에서는 정서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이 중에서

인간의 기본적 적응적 욕구와 관련된 정서(일차적 적응적 정서라고 함)

를 통해 내담자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Greenberg & Safran,

1987; Greenberg & Paivio, 1997).

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정서는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돕기 위해 진화

한 내재적 적응적 시스템이므로 적응적이고 동기적인 특성을 지니며, 인

간 생존과 발달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서는

중요한 의사소통 체계이며 기억, 사고 등 인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인간은 각자 자신의 정서적 경험과 경험에 대한 의미 기제를 유발하는

개인 특유의 정서 도식(emotion scheme)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서 도

식은 정서 반응을 매개하기도 하며 정서 도식의 활성화는 정서적 경험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에 의해 정서 도식이 정교화 되기도 한

다.

이와 같은 정서의 특성으로 인해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변화를 위한

상담개입에 있어서 정서를 다루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서중

심상담(EFT, Emotion-focused therapy)은 내담자의 심리치료적 변화

(psychotherapeutic change)를 위하여 정서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적용

하는 치료의 실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Greenberg, 2010). 정서중심 심리

상담에서는 치료적 변화를 증진시킴에 있어서 정서적 경험 그 자체도 중

요할 뿐만 아니라 정서를 변화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다. 말하자면, 정서적 경험을 통해서만이 정서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

고 여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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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중심적 접근에 의하면 정서는 일차적 정서, 이차적 정서, 도구적

정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정서적 표현과 정서적 경험을 평가하기 위

해 정서중심치료에서 개발한 과정 진단적 정서 도식(process-diagnostic

emotion scheme)에 의해 구분한 것이다(Greenberg & Safran, 1987). 일

차적 정서는 또다시 일차적 적응적 정서와 일차적 부적응적 정서로 나뉜

다. 일차적 적응적 정서에는 위반에 대한 분노, 상실에 대한 슬픔, 위협

에 대한 두려움과 같이 적응적 가치가 분명한 정서들이 포함된다. 일차

적 부적응적 정서는 내담자가 원래(혹은 어린 시절) 처했던 상황에서는

적응적이었으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부적응적 결과를 초래하는 정서들이

해당된다. 예컨대,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드러냈을 때 비난

과 모욕을 당한 경우에는 수치심을 학습하게 되며 이런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거나 표현하는 것에 대해 일차적 부적응적 정서로서의 수치심

을 경험하게 된다. 어린 시절 애착 대상에게 다가가거나 친밀감을 경험

하고자 했던 시도로 인해 통제나 처벌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차

적 정서는 일차적 정서와는 달리 인지적-정동적 연쇄 반응이라는 복합

적인 내적 작용에 의해 일어난다. 예컨대, 성역할 고정 관념이 강한 남자

가 두려움을 경험한 뒤에 이내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분노는 이

차적 정서에 속한다. 끝으로 도구적 정서는 특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

도적으로 사용되는 정서 또는 학습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정서가 포함된다. 예컨대, 타인을 통제하기 위해 분노를

터뜨리거나, 타인의 동정심을 얻기 위해 슬픔을 나타내는 등 이러한 정

서는 도구적 정서에 속한다. 이 중에서 욕구와 연결되어 있는 정서는 일

차적 적응적 정서이다. 일차적 적응적 정서는 우리의 적응적 욕구가 위

협을 받고 있다거나 충족되지 않고 있을 때 느껴지는 정서이기 때문이

다. 때문에 상담에서 내담자의 일차적 적응적 정서에 다가가는 것은 내

담자에게 좌절되었던 욕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예컨대, 상실

로 인한 슬픔에 집중하여 이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내담자로 하여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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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사랑, 애착에 대한 욕구를 알아차리게 도와주고, 침범으로 인한 분

노에 초점을 맞출 때 내담자는 자신의 경계선을 설정하고 자기를 주장하

고자 하는 욕구를 알아차리게 된다.

정서중심상담은 일련의 단계적 개입과정으로 구성되는데 크게 세 가

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내담자의 정서적 고통과 어려

움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치료적인 상담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내담자의 정서적 경험을 활성화시키고 인지적

-정동적 과정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내

담자의 이차적 정서를 일으키는 핵심 부적응적 정서 도식(일차적 부적응

적 정서가 해당함)을 찾아내고 일차적 적응적 정서와 관련된 욕구에 접

근함으로써 정서 도식을 재구성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내담자는 새로운 자기감, 변화된 정체감을 형성한다.

요컨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서 중심적 접근에서 내담자의 궁극

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서 도식을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적 치

료 과정에 속한다. 이러한 정서 도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내

적 경험을 필요로 하는데 새로운 내적 경험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두 가

지 자원이 필요하다. 첫째는 내담자의 욕구, 목표, 소망 및 이를 충족하

기 위해 동원되는 내적 자원이다. 둘째는 치료자와의 새로운 관계 경험

이다. 치료자와의 안전하고 지지적인 관계 속에서 약하고 부정적인 자기

감이 치료자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자신이 했던 경험이 치료자에 의해 경

청되고 이해되며 수용되고 타당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는 새로운

내적 경험을 위한 자원이 된다.

이처럼 내담자의 부적응적 정서 도식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내담자가

이전에는 접근하기 어려웠거나 방해를 받아서 사용할 수 없었던 내적 경

험을 새롭게 구성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바

로 새로운 내적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한 자원으로서의 욕구에 관심을 두

고 있다. 인간에게는 대부분 누군가에 의해 지지받고 받아들여졌던 ‘긍정

적 양육’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부적응적 정서 도식을 대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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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대안적 자기 도식의 기반이 되는데 내담자의 일차적 적응적 정서와

맞닿아있는 욕구, 소망, 목표가 발견되고 확인될 때 내담자 안의 대안적

자기 도식이 활성화되고 이때 부적응적 정서 도식의 재구성이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일차적 적응적 정서와 연결된 욕구에 접근하게 되면 내담

자는 ‘긍정적 양육’ 경험을 활성화시켜 자기 스스로를 수용하고 주장하며

지지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무가치감(자신을 쓸모없고 가치 없다고 여

기는)을 일으키는 부적응적 정서 도식은 지지와 사랑의 상실로 인한 슬

픔 이면에 존재하는 생존 및 애착의 욕구에 초점을 맞출 때 재구성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즉, 욕구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는 자신에 대한 가

치를 부여하는 내적 원천이 되어주며 지지와 사랑을 추구하기 위한 방향

으로 자기 조직 체계를 재구성하게 한다. 정서 도식의 재구성 단계에서

욕구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역기능적 신념과 싸우게 하는 귀중한 자

원이 되기도 한다. 인정받거나 사랑받고 싶은 욕구에 접근하게 되면 내

담자는 이러한 자원에 힘입어 무가치감이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다는 역

기능적 신념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욕구를 인식하는 것은

내담자의 내적 지지와 자기 진정 능력을 활성화시키기도 하며 문제 해결

을 위한 정보를 알려주고 방향 감각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일차

적 정서와 관련된 욕구는 내담자의 부적응적 정서 도식을 재구성하기 위

한 소중한 자원인 것이다.

3) 이성관계에서의 분노와 욕구의 관계

분노는 인간의 정서 경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Averill, 1982;

Izard, 1977) 인간이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적인 수준과

사회적인 수준에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Tavris, 1989).

분노는 다양한 근원으로 인해 자극되며 여러 가지 반응 형태로 나타난

다. 어떤 분노는 긍적적이지만 반대로 어떤 분노는 부정적이고 공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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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노는 경우에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이나 대상을 향해 나타나기도

하는데 사실 분노의 본연의 의도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거나 바람직하

지 않은 사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분노는 공격을 당할

때 스스로를 방어하고,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물학적 경

향성으로 인해 발현된다. 따라서 생존 및 자기보존의 욕구가 위협을 받

거나 자기 인정의 욕구가 공격당할 때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Shiota &

Kalat, 2015). 분노는 침입자와 맞서 싸우고 장애물을 뚫고 앞으로 나아

가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분노와 관련된 행위 경향성에는 호흡의

변화, 맥박 및 혈압의 변화, 얼굴 표정, 근육, 목소리의 변화 등이 해당된

다. 분노는 유기체로 하여금 위험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고 위험요인

을 감소시켜 극복하게끔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유기체의 적응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강신덕, 1997). 뿐만 아니라 분노는 유기체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겨내고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고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또한 분노는 외부의 공격자가 공격하거나 위협할 때

이러한 행동을 멈추도록 경고를 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만약 대인

관계에서 갈등상황이 일어나면, 분노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한다

(Rothenberg, 1971).

반면, 분노는 다양한 부적응적 기능을 지니기도 하는데 분노로 인해

사람은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 분노로 인한 불쾌

감 및 분노와 관련된 반추사고는 개인의 기능을 손상시킨다(DiGiuseppe,

1995). 분노는 개인이 신체적 질병에 걸릴 확률과 심리적인 손상을 증가

시키고 때때로 개인이 문제를 비합리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

하기도 한다(Novaco, 1979). 분노의 가장 큰 문제는 분노 자극 상황에서

개인으로 하여금 역기능적으로 대처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분노

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등 분노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이러한 분노에

짓눌리게 되면 사람들은 무기력감을 호소하게 되며 분노가 개인의 내부

로 향할 때 사람들은 우울감, 외로움을 호소하게 된다. 역기능적 분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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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공격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는 장기적인 문제로 이어지기

도 한다. 분노로 인한 공격적 행동과 같은 부적절한 분노표현은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며 이는 일부 사람들에 있어서 심리적 문제의 원인이 되기

도 하고 대인관계를 건강하게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한

다. 뿐만 아니라 분노를 유발한 대상을 공격하거나 보복하려는 대처방식

은 또 다른 원한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더 파괴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분노는 외부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서인데 상담에서 분노 표현을 격려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차적 정서로

서의 분노 이면에 존재하는 욕구를 확인함으로써 자기 권능을 강화하고 정당

한 자기주장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Greenberg & Paivio, 1997). 즉, 치료의

초점은 내적 경험을 자각하는 것이며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함으로써 정서

의 소유권과 행동의 주체됨을 촉진하는데 있다. 예컨대, 상담자가 “그 사람한

테 최소한의 존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화가 난 것처럼 보이네요.”라고 반

영해준다면 이는 분노가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진정한 욕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며 내담자 자신의 소망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도록 도와

주고 있는 것이다.

Averill(1982)에 따르면, 분노의 72%가 사람을 향한 것이며 그 중 53%가 사

랑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을 향한 것이다. 이처럼 분노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

계에서 더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는 정서이다. 이훈구 등(2002)에 의하면 사랑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 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사람들은 분노를 경험한다고 한다. 이때의 분노는 정서중심상

담에서 말하는 이차적 정서로서의 분노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일차적 정서로서

의 분노는 대부분 침입이나 위반에 대한 분노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사랑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존중 받고 싶고 상대방한테 중요한 사람이고 싶은

것과 같은 자기가치 확인의 욕구나 사랑 받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것과 같

은 친밀감의 욕구가 좌절되거나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될 때 슬픔, 두려움 등

일차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며 이에 따른 이차적 정서로서의 분노는 사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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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정서 도식에 의한 인지적-정동적 연쇄 반응 과정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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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에서 정서 이면 욕구 확인

1) 상담이론에서의 욕구 확인

상담과정에서 내담자로 하여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하게

하고 그러한 감정이 일어나는 과정을 탐색하고 자각하게 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내담자 내면의 진정한 욕구나 소망 등 건강한 내적 자원에 접근

하는 것 역시 치료의 핵심적인 부분이다(Greenberg & Paivio, 1997).

이러한 내적 자원에 접근하게 되면 내담자는 이전의 무기력하고 불쾌했

던 감정들을 보다 가치 있고 보다 활기찬 감정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하며

능동적 주체가 되어 미래 방향을 계획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

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은 특정한 한 가지 이론의 관점

에서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담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 상담이론에서 욕구의 확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설명은 어떤 유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서로 다른 표

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상담이론에서 강조하는 욕구확인의

역할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서중심상담에서의 정서 이면 욕구확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정서중심 상담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에

서는 내담자의 정서적 어려움을 인식, 이해, 타당화하는 과정을 통해 치료적

동맹관계를 형성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감

정 경험을 활성화시키고 각성시키며 내담자의 인지적-정동적 연쇄 반응 과정

을 탐색하고 풀어내게 된다. 세 번째 단계인 정서 재구성 단계에서는 내담자

의 부적응적 핵심 정서(예: 무가치감, 불안전감)와 이면에 잠재한 일차적이고

적응적인 정서(예: 상실에 대한 슬픔, 위반이나 침해에 대한 분노, 위협에 대

한 두려움 등)에 접근하여 내담자의 적응적인 욕구(예: 친밀감이나 유대에 대

한 욕구, 확고한 경계선에 대한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등)를 찾아내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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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차리도록 도와준다. 적응적 욕구의 인식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역기

능적 신념에 도전하게 하고 욕구에 따른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변화를

가져오도록 돕는다. 내담자로 하여금 일차적 정서를 충분히 상징화하고 경험

하도록 하는 이유는 그 기저에 깔린 의미와 접촉하고 그 동안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인식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로 인해 스스로에 대한 수용과 지지를

강화하고 주장적 행위를 촉진하기 위한 것에 있다. 말하자면, 일차적 정서와

연관되어 있는 욕구를 확인하는 것은 적응적 행위를 유도하고 이끌어내는 역

할을 한다(Greenberg & Safran, 1987). 정서중심상담의 세 번째 단계인 정서

의 재구성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욕구확인이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부적응적 핵심 정서(예: 무

가치감, 불안전감) 이면에 잠재한 일차적 적응적 정서(예: 상실에 대한 슬픔,

위반이나 침해에 대한 분노, 위협에 대한 두려움 등)에 접근하여 내담자의 적

응적인 욕구(예: 친밀감이나 유대에 대한 욕구, 확고한 경계선에 대한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등)를 찾아내고 이를 알아차리도록 돕는데 변화는 바로 이

러한 적응적인 욕구들이 부적응적인 정서와 상태로부터 분화되어 나올 때 시

작된다. 적응적인 욕구는 내담자의 핵심 부적응적 도식에 새겨진 역기능적 신

념에 도전하는 자원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적응적 욕구들이 변화를 이끌게

되고 부적응적 정서 도식이 재구성된다. 즉, 수치감, 두려움, 무가치감, 슬픔

등 부적응적 정서에 새겨진 적응적 욕구들(예: 인정받는 것, 연결되는 것 등)

이 확인되고 타당화될 때 보다 적응적인 정서들에 접근하게 되고 부정적 자

기-평가(메세지)들이 반박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적응적 정서는 보다 가치

있고 수용 가능하며 능동적인 감정들로 대체된다(Greenberg, 2010; Greenberg

& Paivio, 1997).

정신분석이론의 관점에서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의 무의식 영역에서 일어나

는 갈등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려 통찰하도록 하는 것 즉, 무의식의 의식

화이다(김계현 외, 2011; Corey, 2003).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에서 상담자

는 내담자가 자신의 부적응적 방어기제를 알아차리게 하는데 이때, 이러한 방

어기제가 지금은 효과적이지 않으나 예전에는 내담자의 신체적·심리적 생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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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아차리게 해준다(김창대, 2009). 이를 통해 내담자

는 부적응적 행동 뒤에 숨어있었던 욕구를 의식하게 되는데 이것을 정신 역

동적 치료에서의 욕구확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간중심 상담이론에서는 인간이 자기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존중, 사랑,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본

다(김계현 외, 2011; Corey, 2003). 인간은 성장하는 동안 이러한 자기실현 욕

구와 중요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아동은

중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유기체적 욕구에 따른 평가(무엇이 자신에게

좋고 나쁜지)를 포기하고 중요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따른 규범과 기준에 맞

추어 행동하면서 ‘이상적 자기(the ideal self’)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중요

타인이나 사회적 기대에 따라 형성된 이상적 자기와 어느 순간 유기체적 경

험에 따른 현실적 자기(the real self)의 괴리가 너무 클 때 인간은 심리적인

고통과 불안을 호소하거나 부적응적이고 병리적인 성격을 발달시키게 된다(김

계현 외, 2011). 인간중심 상담이론에서는 이러한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유

기체적 욕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한 욕구에 따라 자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인간중심 상담이론에서의 욕구확

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게슈탈트 상담이론에서 말하는 인간의 문제란 바로 미해결된 과제를 해결하

는데 심리적 에너지를 지나치게 쏟거나 환경에 대한 접촉을 두려워하는 등 여

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여기에 충분히 몰입해서 살지 못하는 것을 문제로

본다(김계현 외, 2011; 김정규, 1995). 게슈탈트이론에서는 인간이 하나의 유기체

이며 이 유기체는 상황에 따라 특정 욕구를 지닌다고 본다. 게슈탈트 치료에서

는 내담자가 지금-여기에서의 자신의 욕구를 그때그때 알아차리고 에너지를 동

원하여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 그 욕구를 만족시키는 행동을 함으로써 욕구가

해결되고 더 이상 그 욕구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상담의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지금-여기에서의 욕구에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알아차리고 깨닫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금-

여기에서의 욕구를 그때그때 알아차리고, 충분히 접촉하고 체험하면서 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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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돕는다.

현실치료이론에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자신이 원하는 것(want)을 얻으려

는 시도로 본다(Corey, 2003; Glasser, 1995). 다만 그것을 얻으려는 방식이 효

율적이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김창대, 2009). 현실치료에

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도와주고 현

재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효과적인지 여부를

평가하게 하며 비효율적인 행동은 대체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세우

게 한다. 즉, 현실치료에서 상담관계 형성 이후 본격적인 상담개입의 시작은

욕구의 확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2) 상담에서 정서 이면 욕구 확인의 전략과 기법

상담에서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과 상담

기술로서의 정서 이면 욕구 확인의 전략 및 기법은 구분된다. 이러한 전략과

기법은 변증법적 행동치료, Rogers가 제안한 공감적 이해, 현실치료, 비폭력대

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의 주창자인

Linehan(1993)이 제안한 타당화는 내담자와 내담자 반응에 내재된 본질적 의

미 및 그 이해 가능성, 즉 타당성을 발견하고 이를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다.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치료를 위해 개발된 치료법으로

DBT의 핵심 변증법적 갈등은 수용과 변화이다. Linehan(1997)은 수용을 돕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타당화를 제안하였다. 그는 또한 내담자에게 주어지는 상

담자의 타당화는 모두 같은 수준일 수 없고 그 수준에 따라 치료적 효과가

달라진다고 주장하면서 타당화를 6가지 수준으로 나누고 수준별 특징을 설명

하였다. 1수준의 타당화는 내담자의 말, 행동, 감정 등에 대해 관찰하고 그 관

찰한 것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2수준 타당화는 내담자의

감정, 인지, 행동 등에 대해 내담자에게 정확하게 반영해주는 것을 말한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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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의 3수준은 내담자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내담자의 반응 및 경험

에 대한 상담자의 직관적 이해를 전달하는 것이다. 3수준의 타당화를 통해 내

담자는 미처 알지 못했거나 두려워서 회피했던 감정 및 그 이면에 담긴 의미

를 이해하게 된다. 타당화의 4수준은 내담자의 감정, 사고, 행동이 내담자의

과거 삶의 맥락으로 비추어보았을 때 그럴 만한 것이고 이해 가능한 것이라

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5수준의 타당화는 내담자가 비록 역기능적으로 기

능을 하더라도 이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럴 만한 것이며 타당하다는 근거를

찾아내고 내담자의 역기능적 반응(정서반응 포함)에 내재된 의미와 긍정적 자

원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6수준의 타당화는 내담자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어

려움, 무기력함 등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동시에 내담자의 강점과 능력

을 간과하지 않는 것, 내담자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와 권리를 지닌 존재로 보

는 것을 말한다. 3수준, 4수준 및 5수준에 해당하는 타당화는 내담자의 감정

경험, 행동 반응 이면에 내담자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랐던 것을 읽어주고 그

로 인해 경험되어지는 감정이나 행동 반응이 그럴 만하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정서 이면 욕구를 확인하고 타당화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감적 이해는 오래전부터 상담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기도 했고

(Patterson, 1984), 상담과정-성과연구에서 널리 연구되어지는 과정 변인이기

도 하다(문현미, 2003). Rogers(1959)에 의하면 공감이란 내담자의 내적 준거

틀(frame of reference) 및 그와 관련된 감정적 요소와 의미를 마치 상담자 자

신이 내담자인 것처럼(as if) 정확하게 지각하는 것이다. 일찍이 공감의 수준

을 나누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Carkhuff(1969; 김계현, 2002 재인용)

는 공감을 다섯 가지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1수준 공감은 내담자

의 언어적, 행동적 표현에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내담자가 표현한

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또는 왜곡하여 표현하는 것이며 2수준 공감

은 내담자가 표현한 감정 중에 중요한 부분을 제외시키거나 충분히 반영해주

지 못하는 것이다. 3수준 공감은 내담자가 표현한 감정이나 의미를 거의 비슷

한 수준으로 표현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4수준 공감은 내담자가 스스로 표현

하지 못한, 더 깊은 내면의 감정을 표현해주는 것이며 5수준 공감은 내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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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한 감정 이면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내담자의 내면적 자기 탐색

을 지지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4수준과 5수준에 해당하는 공감적 이해는 정서

이면 욕구를 확인하는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치료는 선택이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담자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계획된 일련의 상담과정을 “WDEP”라는 용어로 설명하

고 있다(Corey, 2003). “W”는 욕구, 요구, 바람의 탐색, “D”는 현재 행동

을 관찰하기 “E”는 평가하기 “P”는 계획하고 계약하기 라는 의미이다.

현실치료에서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가 보다 욕구 충족적인 선택을 하

도록 도와주는 것이다(Corey, 2003). 이를 위해서 내담자와의 치료적 관

계를 형성한 뒤에 상담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내담자의 진정한 욕구, 요

구, 바람을 탐색하게 된다. 현실치료에서는 욕구와 바람을 구분하고 있는

데 욕구는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생존과 적응을 위한 생

리적·심리적 욕구를 말하며 바람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이므로

사람마다 다르고 특이한 것이라고 설명한다(Glasser, 1995). 상담자는 내

담자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라

고 질문하면서 내담자의 바람을 탐색하고 욕구를 확인해 나간다. 그 다

음으로 상담자는 현재 하고 있는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행동

들이 내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효과적이었는지 평가한다. 이어서

욕구 충족을 위해 효과적이지 않았던 행동들을 수정하고 보다 효과적인

행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독려한다.

비폭력대화(Nonviolent Communication)는 1960년대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인 Marshall B. Rosenberg(2011)가 창시한 대화법으로, 자극과 욕구를 구

분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비폭력대화(NVC)에서는 질적으로

연결된 대화를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상대방의 욕구에 귀

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대화법의 목적은 자신의 욕구와

상대방의 욕구를 이해하고 동등하게 존중하면서 양쪽이 다 만족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는 것으로(Rosenberg, 2011), 성공적인 비폭력대화

를 위한 훈련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우선, 자신의 느낌(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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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느낌과 관련된 자극과 욕구를 구분하고 느

낌 이면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나서 그 욕구에 따라 상

대방에게 원하는 행동을 부탁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기 위한 전략과 기법을 살펴보았

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략과 기법을 적용하여 처치과정에 포함되는

요소들을 구성하였다.

3) 상담에서 정서 이면 욕구 확인의 단계적 과정

상담에서 정서 이면 욕구를 확인하는 과정은 일련의 단계적 접근 과

정이다(Greenberg & Paivio, 1997). 정서중심상담에 의하면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는 과정은 크게 상담관계 형성 단계, 정서의 활성화 및 탐

색 단계, 정서의 재구성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인 상담관

계 형성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호소문제와 연관된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

며 경청하고 공감함으로써 치료적 동맹관계, 내담자와의 정서적 유대감

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겪고 있는 정서적 갈등이

나 어려움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하고, 내담자가 하고 있는 정서적 싸움

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인지에 대해 공감하고 타당화함으로써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자에게 이해받고 수용받는 느낌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자는 지속해서 지지적 환경을 제공하면서 내담자가

경험했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감정에 집중하면서 그때 거기에서 내담자

가 겪었던 ‘깊고’ ‘강렬한’ ‘나쁜 감정들’에 다가가 그러한 내적 경험에 초

점을 맞추도록 공감적으로 반영한다. 치료적 변화는 감정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내적 경험에 집중하고 직면할 때 시작된다(Greenberg &

Paivio, 1997). 공감적 치료 관계를 형성한 이후에는 치료의 핵심 주제나

초점을 설정하기 위하여 내담자가 호소하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요

인이 무엇인지, 그 인지적-정동적 과정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게 된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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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감정을 자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다거나, 친밀감을 다스리기

어려워한다거나, 중요 타인에 대한 원망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다거나,

미해결된 감정이 있는 등의 문제들이 고통의 원인이 되며 이러한 것들이

치료의 핵심 주제가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고통스럽고 불편한 경험을 회기 내에서

생생하게 불러일으키고 경험하도록 한다. 상담 회기 내에서 내담자의 중

요한 감정 경험들을 생생하게 활성화시키고 탐색하는 것은 내담자의 정

서 반응을 유발하는 내담자 고유의 인지적-정동적 연쇄 반응 과정이 어

떻게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풀어낼 수 있게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핵심 부적응적 정서 도식에 접근하고

일차적 정서를 확인함으로써 역기능적 정서 도식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유발하

는 요인들을 구분하고 탐색하며 그와 관련된 부적응적 정서 도식을 확인

하고, 이전에는 방해를 받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일차적이고 적

응적인 대안적 정서에 접근하여 그 이면의 욕구나 목표, 소망을 확인하

도록 돕는다. 이러한 욕구나 목표, 소망은 내담자의 정서 도식을 재구성

하기 위한 새로운 자원이 되어준다. 내담자는 새롭게 출현한 욕구나 목

표에 힘입어 자신의 역기능적 신념과 싸울 수 있게 되고 ‘긍정적 양육의

경험’을 활성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서 도식을 재구성함으

로써 궁극적으로 내담자는 새로운 자기감(sense of self)을 형성하며 새

로운 정체감을 구성하기 위한 스토리들을 만들어가게 된다. 이를 위하여

상담자는 내담자의 새로운 감정과 변화된 자기감을 긍정하고 지지하고

타당화한다. 이 단계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담자에게 새로운 의미

가 창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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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담에서 정서 이면 욕구 확인의 치료적 효과

상담에서 정서를 다루는 것의 중요성은 여러 상담이론에서 제기되어

왔다(Plutchik, 2010). 정서는 내담자의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와 역

할을 지니기 때문에 상담자들은 내담자의 정서 인식, 정서 표현, 정서 수

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상담과정에서 정서를 활용하기도 하고 내

담자로 하여금 정서를 조절하고 정서를 변화시키도록 돕는다(Greenberg,

2010). 정서중심상담(Emotion-Focused Therapy)에서는 상담에서 정서

그 자체를 경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 이면의 욕구에 접근하는

것 역시 치료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하였다(Greenberg & Paivio,

1997). 치료적 변화를 위해서는 부적응적 정서 도식이 재구성되어야 하

는데 정서 이면에 있는 욕구(needs), 목표(goal), 소망(desire) 등은 부적

응적 정서 도식을 대안적 도식으로 대체시키는 내적 자원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상담에서 정서가 지니는 치료적 효과 및 역할에 대한 국내·외

의 선행 연구에서는 정서 표현, 정서 인식, 정서 수용 등 정서를 직접 다

루는 처치의 효과를 밝히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김영근, 2014;

오충광, 정남운, 2007; 임전옥, 장성숙, 2015; Carryer, Greenberg, 2010;

Goldman, Greenberg, Pos, 2005; Eifert, Heffner, 2003; Campbell-Sills,

Barlow, Brown, & Hoffmann, 2006) 정서 중심적 접근을 접목한 치료

프로그램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있다(권희경, 장재홍, 2011; 유숙인, 서미아, 2015; Coombs, Coleman,

Jones, 2002; Goldman, Greenberg, Angus, 2006).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서 검증된 부분은 상담에서 정서를 직접 다루는 처치나 정서중심 상담

프로그램의 전반적 효과에 대한 것이며 정서 이면의 욕구나 목표, 소망

에 다가가는 것의 효과를 검증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정서 이면의 욕구에 접근하여 이를

확인하고 타당화하는 처치의 효과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에 배정된 피험자들에게 정서 이면 욕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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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를 가함으로써 예상되는 치료적 효과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관심은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비교집단)이 정서 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

인하는데 있다. 정서중심상담에서는 변화를 이끄는 핵심 요인 중의 하나

가 정서에 기반하는 대안적 욕구, 소망 등 건강한 내적 자원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하였다(Greenberg, 2002, 2010). 이러한 내적 자원에 접근하게

되면 불쾌하고 고통스럽고 사랑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졌던 감정들이

보다 기분 좋고 능동적이며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수용 가능한 감정들로

변화된다(Greenberg & Paivio, 1997). 정서 이면 욕구가 정적 정서를 불

러일으킨다는 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은 상담 및 심리치료를 통한 내담자의

변화 과정을 신경생물학적 이해를 통해 설명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인

간 및 포유류의 뇌에 존재하는 일곱 개의 감정체계는 유기체의 동기부여

과정에 관여하며 동시에 정서 상태 형성 즉, 정서를 만들어내는데 결정

적 영향을 지닌다고 하였다(Panksepp, 2008). 한편, Fosha 등(2013)은 긍

정적 감정변형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욕구모델(appetitive model)에서

변행(transformance)이라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변행은 유기

체 안에 존재하는, 변형을 향한 강력한 욕구이며 동기적 측면에서 저항

에 반대되는 말이다. 저항은 무서움 등 나쁜 감정을 피하려는 것에서 기

인하고 변행은 긍정적 경험을 추구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Fosha 등

(2013)에 의하면 긍정적 감정은 감정과 인식의 변증법을 통해 변행을 향

한 유기체의 노력에 활력과 에너지를 공급하며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 받

은 욕구는 더 많은 긍정적 감정을 낳게 된다. 이러한 설명은 긍정 정서

와 기본 심리적 욕구와의 관계를 설명한 긍정심리학의 관점과도 맥을 같

이 한다. 긍정심리학에서는 인간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도 혹은 이에

대한 지각이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김유진,

2013; 이수진, 2011; 한소영 등, 2009)가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요소로 긍정(positive) 정서가 포함된다(권석만, 200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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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설명에 근거할 때 정서 이면 욕구 확인 처치를 통해 감정 이면의

욕구에 접근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정적 정서가 증진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상담에서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는 개입은 정서 도식의 재

구성을 촉진하고 내담자의 자기 진정 능력, 정서 조절 능력을 증진시킨

다(Greenberg & Paivio, 1997). 내담자의 일차적 적응적 정서와 맞닿아

있는 욕구는 내담자의 부적응적 정서 도식의 재구성을 촉진하는 내적 자

원이다. 이러한 내적 자원이 발견되고 확인될 때 내담자 안의 대안적 자

기 도식(‘긍정적 양육’ 경험)이 활성화되고 이때 부적응적 정서 도식이

재구성되기 시작한다. ‘긍정적 양육’ 경험은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긍정해

주고 진정시켜 주었던 경험을 말하며 대부분의 인간은 다행히 이러한 경

험을 가지고 있다. 일차적 적응적 정서와 연결된 욕구에 접근하게 될 때

내담자는 ‘긍정적 양육’ 경험을 활성화시켜 스스로를 수용하고 지지하며

자기 진정과 정서 조절이 가능해지게 된다. 욕구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는 자신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내적 원천이 되어주며 이러한 내적

원천에 힘입어 내담자는 자신의 역기능적 신념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인정받거나 사랑받고 싶은 욕구에 접근하게 되면 내담자는 이러한 자원

에 힘입어 무가치감이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다는 역기능적 신념에 도전

하게 되는 것이다. 정서 이면의 욕구에 접근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담

자 내면의 내적 자원을 가동하고 자기 연민이 생겨나게 하며 자기 진정

능력과 정서 조절 능력이 증진되게 한다. 자기 진정 능력은 자신에게 경

험되는 강렬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진정시키는 것이며 정서 조절 능력은

정서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설명으로부터 미루어볼

때,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는 처치는 이성관계에서 있었던 분노 경

험의 회상으로 인해 유발된 부적 정서를 감소시키게 된다. 타당화 개입

이 사회적 배제 경험 이후의 부적 정서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한 김은하

(2011), 고유림(2012), 김나영(2015)의 연구는 이러한 설명을 일부분 뒷받

침한다. 이들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피험자들에게 사회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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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인해 경험되었을 감정과 감정 이면에 좌절된 소속감, 친밀감을 읽

어주는 타당화 처치가 부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는 결과

를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서원(2014)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 연구는 자기애 성향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피험자들

을 수치심, 분노,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는 과제에 노출시킨 후, 실험집

단에는 피험자들이 느꼈을 감정을 읽어주고 그 감정 이면에 좌절된 욕구

를 확인해주는 타당화 반응을, 통제집단에는 실험의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는 반응을 제공하고 부적 정서의 감소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

았다. 연구결과, 타당화 반응이 부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관심은 정서 이면 욕구를 확인하는 개입이 혈압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즉, 욕구 확인 처치

를 가한 실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비교집단은 혈압의 변화에서 어떠한 차

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분노라는 정서를 측정하는 방법은

3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신경생물학적 지표의 측정, 자기보고식

측정, 관찰 측정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노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

는 처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서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로는 자기보고식 측정 방법을 사용하였고 두 번째로는 신경생물학적 지

표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노를 측정하는 신경생물학적 지표

는 혈압, 맥박, 피부전도도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혈압은 분노 측정에

있어서 대표적인 지표이다(Shiota & Kalat, 2015). 때문에 적지 않은 선

행연구에서 분노에 대한 측정 지표로 혈압을 사용하였다. 분노억제경향

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이경순(2000)의 연구에서는 기분과 혈

압을 측정함으로써 분노의 변화를 살펴보았고 분노유발 사건에 대한 상

상 및 이야기하기 방식이 분노를 유발함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살펴본 정상근 등(2000)의 연구에서 역시 혈압을 변인으로 사용하였

다. Spielberger 등(1995)의 연구에서는 분노와 혈압과의 관계를 밝히려

고 하였는데 고혈압과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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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노라고 말하고 있다. 분노의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분노에 대한 연

구들을 개관한 전겸구(2000)는 분노가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분노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신경생

물학적 지표로 혈압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두 집단의 혈압 변화의 차이를 예상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은 최근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의 관점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뇌는 감정 인식, 감정 표현, 감정의 비언어적 소

통에 있어서 좌뇌보다 우세하다(Schore, 2003a, 2003b). 우뇌는 정서적

정보 처리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Schore, 2003a, 2003b) 우뇌

는 동시에 자율신경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Porges, 1997). 우뇌는 대

뇌에서 우측으로 편측화된 미주신경회로를 통해 뇌간에 위치한 근원핵을

거쳐서 자율신경 기능을 조절한다. 자율신경계를 통해 조절되는 생리적

반응에는 심박수, 혈압 등이 포함된다. 정서 조절을 관장하는 정서 회로

는 신경회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회로이다

(Damasio, 1999). 즉, 정서 변화는 생리적 반응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과정은 다미주 이론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

다(Porges, 1997). ‘다미주(polyvagal)’라는 단어는 ‘많다’는 의미의 ‘poly’

와 ‘신경’ 중의 하나인 ‘vagal’을 합친 단어이다. 설명에 앞서 미주신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미주신경은 뇌 속에 존재하는 뇌신경으로

뇌간에서 시작하여 심장을 포함한 내장 기관으로 가지가 뻗어있다. 미주

신경은 자율신경계의 기본 구성 요소이며 인간 및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

의 자율신경계는 수초화 미주신경, 교감신경계, 비수초화 미주신경 등 세

가지 신경회로로 이루어져있다. 계통발생론(phylogeny)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을 포함하는 포유류의 이 세 가지 신경회로는 위계적으로 기능하

며 진화적 관점에서 가장 최근에 생겨난 회로가 더 오래된 회로를 장악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말하자면, 인간 및 다른 포유류의 뇌에서는

가장 최신 회로인 수초화 미주신경체계를 통해 내장 기관이 조절되기 때

문에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를 거치지 않고 심장에 대한 수초화 미주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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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억제를 제거함으로써 심박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미주신경회

로는 뇌의 우측으로 편측화되어 있으며 정서의 발생을 담당하는 우뇌는

우측으로 편측화된 미주신경회로를 통해 뇌간의 근원핵을 거쳐서 자율신

경 기능의 조절을 촉진한다(Porges 등 1994). 정서 혹은 감정 상태는 내

장 기관에 대한 하위 뇌 조절에 의존하기도 하고 말초에서 뇌로 들어오

는 내장감각, 촉각, 통각 신호에 의존하기도 한다. 반대로 내장 기관의

상태(혈압, 심박수 등) 역시 상위 뇌(우뇌 등) 조직으로부터 흘러들어오

는 정보에 의존한다. 즉, 정서회로와 신경회로는 양방향으로 작동하는 회

로로, 이러한 회로를 통해 내장 기관의 상태(혈압, 심박수 등)와 정서 상

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본 연구에서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

는 처치는 정서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러한 정서 조

절 효과는 생리적 반응(혈압)의 조절 효과와 함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

다. 오주현(2017), 전소현 등(2010)의 연구에서는 분노에 대한 정서 조절

전략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보고식 정서 척도와 혈압을 측정하

였으며 정서 조절 전략을 통해 부적 정서와 혈압이 감소하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세 번째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비교집단)의 기꺼이 경험하기 수준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살펴보는 것이다. 기꺼이 경험하기

(willingness)는 수용-전념치료에서 말하는 경험의 수용(acceptance)에

내포된 개념이다. 수용-전념치료에서는 경험회피가 정신 병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경험적 수용은 바로 이러한 경험회피를 상쇄

시키는 심리적 과정이다(Hayes 등, 1996). 경험회피는 개인이 자신의 신

체적 감각, 정서, 사고, 기억, 행위 경향성 등 경험에 접촉하지 않고 이러

한 경험이 일어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통제하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정

의된다(Hayes, etc., 1996). 경험회피가 부적응이나 정신 병리와 상관이

크다는 것은 적지 않은 선행연구결과들을 통해 밝혀졌다. Hayes 등

(2004)은 경험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는 괴로운 정서를 수반하며 부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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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다. 사회불안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장

애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연구(Kashdan, Barrios, Forsyth, & Steger,

2006)에서는 경험회피가 심리적 고통의 핵심기제라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경험회피와 정신장애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Kashdan & Breen, 2007)에

서는 경험회피가 정신장애와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경험회

피와 반대되는 개념인 경험적 수용(acceptance)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경

험의 빈도나 횟수, 형태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상태로 그러

한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Hayes, 1994).

즉, 경험적 수용은 사적인 경험에의 개방성을 의미하며 경험적 수용은

수용 행동으로 이어진다. 경험적 수용은 보다 건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헤쳐 나갈 가능성과 생산적 기능의 잠재력을 높여주며 부정적 정서의 각

성을 낮춰주는 것으로(Blackledge & Hayes, 2001) 경험적 수용에는 ‘기

꺼이 경험하기’가 내포된다. 그러므로 ‘기꺼이 경험하기’는 상담 처치의

치료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변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 치료의

효과를 측정하는 변인으로 기꺼이 경험하기를 사용한 몇몇 선행연구가

있는데 Barlow(2004)는 정서 수용과 정서 억제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변인으로 기꺼이 경험하기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두 집단간에 ‘기꺼이 경

험하기’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체험 치료적 개입의 효과를 밝힌 이정민

(2012)의 연구에서는 체험 치료적 개입과 인지 치료적 개입의 효과 차이

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꺼이 경험하기’를 11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연구

결과, ‘기꺼이 경험하기’에서 체험 치료적 개입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내담자의 궁극적 변화를 위해서는 치료의 핵심 주제가 되는 정서적

경험을 반복적으로 활성화하고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영근, 2014;

Greenberg & Paivio, 1997; Plutchik, 2010). 기꺼이 경험하려는 태도는

이러한 경험의 반복적 탐색 과정을 촉진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꺼이 경

험하기 수준을 내담자의 지속적인 정서적·인지적 변화의 가능성을 예측

할 수 있는 변인이라고 보았으며, 처치의 효과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기꺼이 경험하기 수준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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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욕구 확인 처치를 가한 집단의 기꺼이 경험하기 수준

이 욕구 확인 처치를 가하지 않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높을 것이라고 기

대한다. 이와 같은 두 집단의 수용 정도의 차이를 예측 가능케 하는 이

론적 근거는 타당화(Validation)의 변화 메커니즘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타당화는 내담자와 내담자의 반응의 의미 및 그 이해 가능성을 내담

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Linehan, 1993), 내담자가 처한 상황이나 과거맥

락,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바람, 생각, 느낌 등에 비추어볼 때 내담자의

반응이 그럴 만하다는 것을 인정해주면서 동시에 내담자 반응 이면의 의

도나 소망, 의미 등을 명료하게 표현해주는 것이다. Lynch 등(2006)은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변증법적 갈등은 변화와 수용이라고 하면서 수용을

촉진하는 핵심 전략 중의 하나로 타당화를 제안하였다. 이들은 타당화가

수용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다음과 같은 변인들의 변화를 통해 설명하

였다. 타당화는 자기관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정서적 각성을 감소시키

며 학습을 증가시키고 동기를 향상시킴으로써 수용을 촉진한다고 하였

다. 본 연구에서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는 처치는 내담자가 표현하

지 않은 감정 이면에 그럴 만한 정당한 욕구가 있었음을 타당화해주는

과정으로, 이는 경험의 수용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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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실험참여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서울 소재 S대학 게시판을

통해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다(부록1). 본 연구에서는 이성

관계에서 경험한 분노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성 교제

경험이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참여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현재 이

성교제 중이거나 현재 이성교제 중이지는 않지만 과거 1~2년 사이에 이

성교제 경험이 있었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64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자 분포

빈도(명) 비율(%)
합계 54 100

집단조건
실험집단 28 51.9
비교집단 26 48.1

성별
남 17 31.5
여 37 68.5

나이(만)

20세(포함) 미만 12 22.2
21~25세 31 57.4
26~30세 9 16.7
31~33세 2 3.7

전공

인문대학 7 13.0
사회/경영대학 11 20.4
자연대학 7 13.0
공과대학 17 31.5
사범대학 6 11.1
예술대학 1 1.9

의학/약학대학 5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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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명의 실험 참가자 중 이성관계에서 분노를 경험했던 사건의 회상을

통한 정서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참여자 2명, 정서 활성화

이후에도 기분의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참여자 3명, 정서 활성화 이후에

기분 변화가 잘 이루어졌지만 회상으로 인하여 느끼게 된 부정적 감정으

로 인해 더 이상의 실험 참여가 어렵다고 호소하여 실험을 포기하고 상

담을 진행하게 된 참여자 2명, 조작확인(manipulation check)을 통해 지

시사항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참여자 1명, 불성실한 응답자 2

명을 제외한 총 54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총 54명의 평균 나이

는 23.24세(SD = 3.13)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분포는 <표 1>에

제시하였다.

2. 연구절차

1) 연구절차 개관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이 이성관계에서 경험하는 분노 이면의 욕

구를 확인하는 처치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우

선 문헌개관을 통해 상담에서의 욕구 확인의 효과를 알아보았으며 이러

한 효과들이 상담이론에서 설명하는 바에 부합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서론과 이론적 배경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연구문제를 도출한

다음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계획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실험설계

방식을 사용하였다. 실험설계는 독립변인과 피험자 배정에 대한 강력한 통제

가 가능한 연구방법이므로 실험절차를 연구목적과 의도에 맞게 표준화하거나

기타 연구자가 통제하고 싶은 변인들을 통제할 수 있다(Gelso, 1979). 또한

실험설계는 현상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 적절하며, 그 과정에서 다른 대안

가설이나 적대가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김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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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실험연구에는 실험실 실혐연구와 현장 실험연구가 있다(고홍월 외,

2013). 실험실 실험연구는 이에 가외변인을 통제하여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의약학에서는 실험실 실험연구에서 보통 파리, 쥐, 원

숭이 등 동물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상담학연구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실

험실 실험연구는 실제 상담자와 내담자가 아닌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을 부

여받은 사람이 상담을 진행하는 모의상담(analogue study) 상황으로 만든 연

구이다(김계현, 2000). 본 연구는 이성 관계에서 경험한 분노 이면의 욕구 확

인이 정서와 혈압, 수용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고자 하였기 때문에 실험설계방

법을 채택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은 실제로 심리적 고통

을 호소하거나 내담자가 아닌 경우가 더 많다. 또한 실험에서 진행되는 상담

은 실제 상담과는 거리가 멀지만 상담에서 진행되는 정서 이면 욕구 확인이

라는 처치의 과정을 떼어내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는 모의상담

(analogue study) 상황으로 만든 실험실 실험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된 연구방법에 따라 본 연구의 실험 개입에 사용될 욕구목록

개발을 위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이성교제 중이거나 이성교제 경

험이 있고 이성관계에서 다툼과 분노를 자주 경험한다고 보고한 대학생 7명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성관계에서 대학생들이 흔히 경험하는 분노 경험과

그 이면의 욕구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어서 상담이론에서 말하는 욕구의 내

용과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욕구목록을 구성하였고 상담이론의 세부

기법에 근거하여 실험절차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실험절차와 인터뷰 내

용은 상담전공 박사 수료생 3인의 검토 및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준비된 연구 계획서에 대해 서울대학교 생명

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승인을 받았다.

이후 개발된 실험조작이 연구에서 의도한 바대로 적절히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실험 스크립트 내용이 일반 대학(원)생들이 이해하기에 적절

한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생 5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실험을 실시

하였고 대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표현 등을 수정하는 절차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수정된 실험 조작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적절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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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관련 전공 교수 3인에 의해 타당성 검토

및 평정 과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방법 상에서 자기보고식 척도의 변경 등

일부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므로 연구계획서를 일부 수정하여 서울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구계획 변경 심사를 신청하였고 신속심

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후 서울 소재 S대학 온라인 게

시판을 통해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고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

힌 64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수집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해

석 및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진행 절차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문헌개관

§ 상담이론에서의 정서 이면의 욕구 확인

§ 상담에서 정서 이면의 욕구 확인 절차

§ 대학생들의 이성교제 실태에 관한 문헌연구

▽

예비조사

§ 이성관계에서 분노를 경험했던 상황에 대한

인터뷰(갈등원인, 감정의 흐름, 상대에게 바랐던 점 등)

§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대학생 7명(편의표집과 누적표집)

▽

욕구목록 구성

및 실험처치개발

§ 문헌연구 및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욕구목록 개발

§ 문헌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실험처치 개발(욕구 확인

과정의 처치 요소 구성 및 실험조작 스크립트 준비)

§ 상담전공 박사 수료생 3인의 검토 및 피드백에 따른 수정

▽

IRB 심의 및

승인

§ 논문계획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NUIRB)

심사 및 승인(IRB No.1701/001-012, 유효기간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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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럿 실험

§ 파일럿 실험 실시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대학생 5명)

§ 실험설계의 적절성 및 자료수집 과정의 타당성 검토 및

수정

▽

상담전공 전문가

평정

§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된 실험처치 스크립트에 대한

상담전공 교수 3인의 피드백 반영, 수정, 평정

▽

IRB 연구계획

변경 심의

§ 연구계획 일부 변경

§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신속심의 및 승인

▽

본 실험

§ 서울 소재 S대학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연구

참여자 모집

§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64명을

대상으로 실험 진행

▽

자료분석 및

결과해석

§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한 자료분석

§ 연구결과 해석 및 논의

[그림 1] 연구 진행 절차

2) 욕구 확인 과정의 처치요소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정서 이면의 욕구 확인 과정의 처치요소를 구성하기

위하여 몇 가지 상담이론과 기법에서 사용되는 정서의 인식, 정서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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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는 것과 관련된 기법과 전략을 참고하였

다. 정서중심상담(Greenberg & Paivio, 1997)에서는 일차적 적응적 정서

에 접근하여 그 이면의 적응적 욕구에 다가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변증법적 행동치료(Linehan, 1993)의 타당화는 내담자와 내담자의

반응 이면의 숨겨진 욕구나 소망을 읽어주고 그로 인해 내담자의 반응이

이해할만 하다는 것을 전달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내담자가

표현한 감정의 내면적 의미와 내담자가 가진 적극적인 성장 동기를 읽어

주는 공감적 이해의 4수준, 5수준에서도 설명되고 있다(Carkhuff, 1969;

김계현, 2002 재인용). 현실치료에서는 내담자의 욕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구체적인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다(Glasser, 1995). 또한 비폭력

대화(Rosenberg, 2011)에서는 느낌에 집중하고 느낌에 대한 자극(타인,

환경, 사건 등)과 느낌과 관련된 내면의 욕구를 구분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담이론 및 접근법에서 정서 이

면의 욕구를 확인하는 전략과 기법에 근거하여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

하는 처치 과정을 고안하고 이 처치 과정이 포함하는 요소들은 감정인

식, 감정해석, 감정관련 자극 구분하기, 욕구 확인 등 4개의 요소로 분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욕구 확인 과정의 처치요소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구성된 욕구 확인 개입 과정의 구성 요소 중

에서 욕구 확인 처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처치요소 분할전략을 적

용하였다. Heppner 등(1999; 김계현, 2000 재인용)은 Kazdin(1995)이 제

시한 성과연구 질문들을 참고하여 상담성과 연구전략을 여섯 가지로 요

약하여 제시하였는데 처치 피키지 전략, 처치요소 분할(dismantling)전

략, 건설(constructive) 전략, 처치구조 변경(parametric) 전략, 성과비교

전략, 내담자와 상담자 변경 전략 등이 있다(김계현, 2000,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처치요소 분할전략을 사용하였다. 이 전략은 여러

개의 요소로 구성된 처치를 각각의 요소로 쪼개고 조합하여 효과를 야기

시키는 요소를 찾아내는 연구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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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욕구 확인 과정의 처치요소

순서별

처치요소
처치내용

처치요소 1

(감정인식)

1. 지금 당신은 어떤 감정(기분)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느끼는 감정

(기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지금 나는 슬프다/화가난다/속상하다/짜증이 난다/괴롭다/마음이 상했

다.

처치요소 2

(감정해석)

2. 무엇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으세요? 예시를 참고하여

한두 문장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나는 그녀가  나와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해)서/기에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 느꼈다/ 느낌이 들었다.

처치요소 3

(감정관련

자극 찾기)

3. 그 상황에서(그때에) 그 사람에게 기대했던 행동이나 태도는 어떤

것이었나요?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한두 문장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나는 그(녀)  가 나와의 약속을 지켜주기를    을(를)
바랐다/원했다.

처치요소 4

(욕구확인)

4. 감정의 진짜 이유는 욕구이며 이러한 욕구는 그 자체만으로 타당

한 것임을 설명하는 브리프(brief) 교육 실시. 이어서 욕구 리스트를

참조하여 욕구를 찾아내도록 안내.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요소로 나누어진 처치요소 중에서 욕구 확인 처

치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집단에는 처치요소1부터 처치요소4까

지 순차적으로 실시하였고 비교집단에는 처치요소4 즉, 욕구 확인 처치

를 제외한 감정인식, 감정해석, 감정관련 자극 찾기 등 3가지 처치를 순

차적으로 가한 후 두 집단의 처치 시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비교집단에

는 연구의 진행과정을 순서대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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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욕구목록 개발

본 연구에서는 실험개입에 사용될 욕구목록을 구성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를 통해 인터뷰 질문(<표 3>)을 도출한 뒤에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7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표 3> 인터뷰 질문

“이성교제를 하게 되면 다양한 갈등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지만 꼭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이성 관계에서 당신이

화, 짜증, 분노를 경험했던 상황을 떠올려보시고 다음 질문에 답해주시면 됩

니다.

(1) 그 때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 그 때 마음속에서의 감정의 흐름은 어떠셨나요?

(3) 그 상황에서 당신이 상대방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4) 이 관계에 대해 당신이 바라는 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터뷰 참여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편의 표집과 누적 표집(눈덩이 표

집, snowball) 방법을 활용하여 주변의 인적자원과 인터뷰 참여자의 추

천을 통하여 모집하였다. 참여조건은 이성교제 중이거나 이성교제 경험

이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었으며 분노 경험과 관련한 생생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교제한 이성친구와 이별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제외하였다. 인터뷰는 대학생들이 이성 관계에서 경험하는 분노 이

면에 어떠한 욕구들이 있는지, 이러한 욕구들이 상담이론을 통해 살펴본

바에 부합하는지, 또한 이러한 욕구들이 그들의 언어로는 어떻게 표현되

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욕구의

내용은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었고 상담이론을 통해 살펴본 바와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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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인터뷰 내용 및 욕구

분노 유발 사건 바랐던 점(욕구)

내가 그(녀)를 필요로 할 때, 나보다

다른 사람(친구, 부모 등)을 먼저 챙길

때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

받고 싶었어요. 사랑 받고 싶어요.

연락이 잘 안될 때
기다리는 내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약속 시간에 말도 없이 늦을 때 존중 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존중 받고 싶어요. 괜찮은 사람이라

는 것을 확인 받고 싶어요.

<표 5> 욕구목록

리스트 A (바람/마음)
리스트 B

(기본 심리적 욕구)

§ 그 사람한테 존중 받고 싶었다.

§ 그 사람한테 인정 받고 싶었다.

§ 그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싶었다.

§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 받고 싶었다.

§ 사랑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 받고 싶었다.

자기 가치 확인

§ 그 사람한테 사랑 받고 싶었다.

§ 그 사람한테 관심 받고 싶었다.

§ 그 사람한테 지지 받고 싶었다.

§ 그 사람한테 이해 받고 싶었다.

§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었다.

§ 그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고 싶었다.

친밀감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욕구의 내용 및 상담이론에서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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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에 대한 설명에 근거하여 욕구목록을 개발하였다. 욕구목록의 리스

트 A는 선택이론과 Maslow의 욕구위계이론에서 말하는 인간의 기본 욕

구를 대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구성하였고 이렇게 구성된 욕

구 리스트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자기심리학에서 말하는 자

기확인 욕구와 대상관계이론에서 말하는 관계형성 및 유지의 욕구로 구

분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담전공 교수 2인의 피드백 및 수정 과정을 거

쳐 최종적으로 <표 5>와 같이 구성하였다.

4) 실험조작 스크립트 준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실험처치 조작을 실시하기에 앞서 이성관계에

서 경험했던 분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선 참여자들에게 교제 중인 이

성간의 갈등 내용을 담은 짤막한 영상(영상의 출처와 내용은 연구도구

부분에 제시하였다)을 시청하도록 한 후, 참여자 개개인이 이성관계에서

분노를 경험했던 사건을 회상하도록 유도하였다. 회상을 위해 이성교제

중에 화가 났던 사건 하나를 떠올려 그때 있었던 일을 최대한 상세히 그

려보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정서의 활성화’ 과정은 다음의 <표 6>과

같은 안내문을 제공하였다.

‘정서의 활성화’ 조작 내용은 상담학 관련 분야의 교수 3인에 의해 이

해도, 몰입도 및 내용의 적절성에 대하여 7점 Likert식 척도 상에서 평정

을 받아 구성하였으며 세 문항에 대한 평정 결과는 각각 평균 6.33점

(SD = 0.58)으로 동점이었다. 이해도는 ‘정서의 활성화 조작 내용의 지시

사항을 일반인들(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이해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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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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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평정 결과는 평균 6.33점(SD = 0.58)이었다. 몰입도는 ‘정서의

활성화 조작 내용은 일반인들이 이성관계에서 겪었던 분노 경험에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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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정서의 활성화 조작 내용

구분 조작 내용

정서의

활성화

“이성교제 중에 영상 속 커플과 비슷한 갈등을 경험해본 적이 있었

습니까? 연인관계여서,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더 서운하거나 속상하

고 화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까?

자,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를

떠올려보세요.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떠올려 당신에게 있었던 일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그 경험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

을 생생히 떠올릴 때 신체적으로 긴장되고 정서적으로 흥분될 수도

있습니다. 집중하기 힘들고 기억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더라도 그 사

람의 말, 표정, 행동 등에 대해 가급적 자세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때 그 사람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나요? 그 사람의 표정은 어떠했

나요? 그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회상을 위한 준비가 되셨으면 앞으로 2분간 눈을 감으시고 떠올려

보도록 합니다.

(2분 경과 후)

“자, 지금까지 당신은 그때의 갈등 상황에서 이성친구가 했던 말,

행동, 표정, 태도 등에 대해 떠올리셨습니다. 이제부터 다음의 빈 종

이에 그때 그 사람의 말, 행동, 태도를 자세히 묘사해주시기 바랍니

다. 그 사람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나요? 그 사람의 표정은 어떠했

나요? 그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묻는 문항이며 1점으로 갈수록

‘몰입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이고 7점으로 갈수록 ‘몰입을 아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이다. 몰입도에 대한 평정 결과는 평균 6.33점(SD =

0.58)이었다. 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문항은 ‘정서의 활성화 조작 내

용이 연구에서 의도한 대로 이성관계에서 경험한 분노에 대한 정서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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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시키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평

정 결과 역시 평균 6.33점(SD = 0.58)이었다.

<표 7> 실험집단의 조작 내용

1. 지금 당신은 어떤 감정(기분)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느끼는 감정(기분)에 대해 다

음과 같은 문장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지금 나는 슬프다/화가 난다/속상하다/짜증이 난다/괴롭다/마음이 상했다.

2. 무엇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으세요? 예시를 참고하여 한두 문장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나는 그녀가  나와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해)서/기에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 느꼈다/ 느낌이 들었다.

3. 그 상황에서(그때에) 그 사람에게 기대했던 행동이나 태도는 어떤 것이었나요?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한두 문장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나는 그(녀)  가 나와의 약속을 지켜주기를    을(를) 바랐다/원했다.

4. 방금 전 3번에 적으신 문장을 다시 한 번 읽어주시고 다음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상대방이 그것을 해주는 게 당신한테 왜 중요할까요?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지

않는 다는 것이 당신한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나요?

1분 정도 생각해보신 후 다음의 내용으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대부분의 부정적 감정 이면에는 어떤 중요

한 욕구(바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이 연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부정적 감

정 이면에도 어떤 욕구(바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인과의 갈등상황에

서 흔히 상대방으로 인해 불쾌한 기분이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정에

대한 자극과 원인은 다른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 등은 감정에 대한 자

극일 뿐 원인은 아닙니다. 예컨대, 남자/여자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그 사람

이 당신과 하게 된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면 당신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만약 그 당시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알차게 보내고 싶었다면 아마

도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20~30분 정도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다면

상대방이 약속에 늦은 것을 고맙게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 순간

우리에게 있는 욕구(바람)에 의해 우리의 감정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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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감정의 원인은 그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바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인과의 관계에서는 ‘나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욕구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연인한테 사

랑 받고 싶은 마음, 존중 받고 싶은 마음,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이해 받고 싶은 마음

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기본 심리적 욕구인 친밀감의 욕구, 자기 가치

확인의 욕구, 애정과 보살핌에 대한 욕구 등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사랑하

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심리적 욕구로서 식욕, 수면욕 등 생리

적 욕구와 같이 있는 그 자체로 자연스럽고 타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욕구가 좌절되

었을 때 우리는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속상하고 우울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연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당신이 느꼈던 감정의 이유, 당신이 그 사람에게 ‘그것’

또는 ‘그런 행동’을 기대했던 이유는 당신의 어떤 마음이나 바람과 관련이 있을까
요? 다음의 표는 우리가 연인관계에서 지니는 기본 심리적 욕구와 그 욕구에 따른

바람(마음)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아래의 미완성된 문장을 완성하

되, 보기에 없을 경우는 자신의 바람이나 욕구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녀)가/에게 (3번답) 바랐던 것은 나는

(리스트A 참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마도 나에게

(리스트B 참고) 욕구가 있었기(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다.

리스트 A (바람/마음)
리스트 B 

(기본 심리적 욕구)

§ 그 사람한테 존중 받고 싶었다.
§ 그 사람한테 인정 받고 싶었다.
§ 그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싶었다.
§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 받고 싶었다.
§ 사랑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 받고 싶었다.

자기 가치 확인

§ 그 사람한테 사랑 받고 싶었다.
§ 그 사람한테 관심 받고 싶었다.
§ 그 사람한테 지지 받고 싶었다. 
§ 그 사람한테 이해 받고 싶었다.
§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었다.
§ 그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고 싶었다.

친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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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비교집단의 조작 내용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가해진 처치내용은 각각 <표 7>과 <표 8>에

제시하였다.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의 조작 내용에 대해서도 상담교수 3

인의 평정을 받아 내용을 구성하였다. 평정질문은 3개의 질문으로 구성

되었다. 실험집단 처치 스크립트의 이해도를 묻는 문항은 ‘실험집단 처치

스크립트의 지시사항을 일반인들(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이해하기에 적

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이며 1점으로 갈수록 ‘이해하기 매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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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에 대한 평정 결과는 평균 6.67점(SD = 0.58)이었다. 실험집단 처치

스크립트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묻는 문항은 ‘실험집단 처치 스크립트의

1. 지금 당신은 어떤 감정(기분)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느끼는 감정(기분)에 대해 다

음과 같은 문장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지금 나는 슬프다/화가 난다/속상하다/짜증이 난다/괴롭다/마음이 상했다.

2. 무엇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으세요? 예시를 참고하여 한두 문장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나는 그녀가  나와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해)서/기에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 느꼈다/ 느낌이 들었다.

3. 그 상황에서(그때에) 그 사람에게 기대했던 행동이나 태도는 어떤 것이었나요?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한두 문장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나는 그(녀)  가 나와의 약속을 지켜주기를    을(를) 바랐다/원했다.

4. 다음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본 연구의 진행과정을 순서대로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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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처치에 대한 집단별 피험자들의 반응(답변)

처치

요소

번호

실험(욕구확인)집단 비교집단

1

1. 지금 당신은 어떤 감정(기분)이 느껴지십니까?

§ 짜증이 난다.

§ 화가 난다.

§ 속이 상하다.

§ 기분이 나쁘다.

§ 마음이 상했다

§ 속상하고 답답하다

2

2. 무엇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으세요?

§ 그(녀)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배신당한 마음이 들었다.

§ 자기 잘못은 절대로 말하지 않고 용서만을 바랐기 때문에 질린 마음이 들

었다.

§ 그(녀)가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든다.

§ 그(녀)가 나와의 대화 자체를 거부해서 속상하고 답답했다.

3

3. 그 상황에서(그때에) 그 사람에게 기대했던 행동이나 태도는 어떤

것이었나요?

§ 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기를 바랐다.

§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주기를 바랐다.

§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기를 원했다.

§ 그(녀)가 나를 진지하게 생각해주기를 바랐다.

4

4. 욕구확인 처치(<표7>참조)

§ 그(녀)가 위로의 말을 해주기를

바랐던 것은 나는 그(녀)에게

이해 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것은 아마도 나에게 친밀감의

욕구가 있었기(중요하기) 때문

인 것 같다.

§ 그(녀)가 나의 투정을 받아주기

를 바랐던 것은 나는 나쁜 행동

을 할지라도 사랑 받을 만한 사

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마도 나에게

자기가치확인 욕구가 있었기(중

요하기) 때문인 것 같다.

4. 다음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본

연구의 진행과정을 순서대로 서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 작성 – 안정을 위한 후

혈압 측정 – 영상 시청 – 연인

관계 갈등경험 회상 – 설문답함

– 자기관점 쓰기

§ 사전설문(정서가 얼마나 자신에

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 휴식 후 혈압을 잰다. - 연인

관계 갈등에 대한 영상을 본다.

- 눈을 감고 자신에게 있었던 연

인관계 갈등에 대해 회상한다. -

혈압 측정 – 그 일에 대해서 질

문에 대한 답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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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연구에서 의도한 대로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 및 타당화 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이며 1점으로 갈수록 ‘매우 적합하지 않다’

이고 7점으로 갈수록 ‘매우 적합하다’이다. 이 문항에 대한 평정 결과 역

시 평균 6.67점(SD = 0.58)이었다. 마지막 문항은 ‘비교집단 처치 스크립

트의 지시사항을 일반인들(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이해하기에 적당하다

고 생각하십니까?’이며 1점으로 갈수록 ‘이해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이

고 7점으로 갈수록 ‘이해를 아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이다. 이 문항에

대한 평정 결과는 평균 7점(SD = .000)이었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가해진 처치에 대한 피험자들의 답변 내용은

<표 9>에 몇 가지 예시로 제시하였다. 실제 피험자들의 사적인 경험을

둘러싼 답변 내용에서 발췌한 부분이므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

어는 ‘그(녀)’로 표현하였다.

5) 실험절차

본 연구는 실험연구로 진행하였으며 연구에 지원한 64명의 연구 참여자

들은 각각 32명씩 욕구 확인 집단과 비교집단에 무선으로 할당하여 배정

하였다.

실험은 연구 참여자들이 다른 외부 환경이나 자극에 영향 받지 않고

실험에 집중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마련된 상담 실습실에서 개인용 노트

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실험절차는 총 64명의 이성

교제 중이거나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기저

선 측정, 동질성 확인을 위한 검사, 분노 경험 회상하기, 회상 직후 정서 반응

및 혈압 측정하기, 각 집단별 실험개입, 처치 직후 정서 반응, 혈압, 기꺼이 경

험하기에 대한 사후 측정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자세한 실험절차는 [그림 2]

에 제시하였다.

오리엔테이션

(3분)
§ 실험에 대한 안내 및 동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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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선 측정

(2분)
§ 혈압 측정, SAM 측정

▽

동질성 확인

검사 실시

(1분)

§ 정서표현 갈등 척도

▽

정서의 활성화

(7분)

§ 이성관계 갈등상황을 담은 영상(1분소요) 시청 후, 분노

경험을 회상하고, 글로 쓰기(자신을 화나게 했던 상대방의

말, 표정, 행동, 태도를 중심으로)

▽

정서의 활성화

확인 및

처치 전 측정

(2분)

§ 정서 활성화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SAM측정)

§ 처치 전 (혈압 측정, PANAS 측정)

▽

집단별 처치

(8분)

§ 실험집단: 감정인식, 감정해석, 감정관련 자극 찾기,

욕구확인

§ 비교집단: 감정인시 감정해석, 감정관련 자극 찾기,

실험절차 서술

▽

처치 후 검사

(5분)

§ 혈압 측정, PANAS 측정, 기꺼이 경험하기 척도, 조작확인

문항

▽

디브리핑

(10분)
§ 실험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그림 2] 실험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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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진행된 실험 진행 절차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부록 2)를

함께 읽은 후 피험자의 질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나서 실험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동의서를 받았다.

둘째, 기저선 측정 및 동질성 검증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기저선

단계에서는 현재 피험자의 혈압 및 기분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혈압을

측정하고 SAM을 활용하였다. 동질성 검증을 위한 목적으로 정서표현

갈등 척도를 실시하였다.

셋째, 정서 활성화를 위하여 이성관계 갈등 내용을 담은 영상을 1분

정도 시청한 후, 피험자 개개인이 이성교제 중에 경험했던 분노 상황을

2분간 회상하도록 지시하고 나서 그 당시 이성 친구의 말, 표정, 행동,

태도를 중심으로 그때의 상황을 글로 적도록 지시하였다. 김환(2010)의

연구에 의하면 기존 연구에서 부정적 기분 유도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

는데 인지 과제를 사용하여 실패 경험을 제공하는 유형(Greenberg &

Pyszczynski, 1986), 불쾌했던 과거 경험을 떠올리도록 하는 유형

(Mcfarland & Buehler, 1998), 부정적 기분에 감정이입을 하도록 하는

유형(Chentsova-Dutton & Tsai, 2010)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쾌했던

과거 경험을 떠올리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넷째, 정서의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과

정서 활성화 이후의 혈압 및 기분 상태를 체크하기 위하여 혈압을 측정

한 후, SAM과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각 집단별로 미리 고안된 실험 조작 스크립트에 근거하여 구

성된 지시문을 읽고 지시를 따라 답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모든 처치는

8분 동안 진행되도록 모든 피험자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으며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작업이 끝날 경우에도 실험 절차상 동일한 시간이 주어진

다는 것을 설명하고 8분 후 다음 절차로 넘어가도록 안내하였다.

여섯째, 집단별로 진행된 실험 처치 이후의 혈압, 기분 상태, 기꺼이

경험하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혈압을 측정한 이후 한국판 정적 정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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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 정서 척도, 기꺼이 경험하기 척도를 실시하였다.

일곱째, 모든 실험절차가 종료된 후 디브리핑(debriefing)을 진행하고

실험을 마무리하였다. 디브리핑은 부록 3에 제시된 대로 모든 피험자에

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비교집단에 속했던 피험자에게는 실험

집단과 똑같이 욕구를 확인하는 처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분노 경험 회

상으로 인해 심리적 불편감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였고 남아있는

편감으로 인해 연구자와의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15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편안함 마음으로

실험실을 떠날 수 있도록 하였다. 추후 추가 상담을 원하는 피험자의 경

우에는 별도로 시간을 약속하여 이성관계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성관계에서 서로의 좌절된 욕구를 어떻게 찾아내고 이를 어떻

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였고 지속적인 상담을 원하는

피험자에게는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연계하였다.

3. 연구도구

1) 연구자극

본 연구에서는 이성관계에서의 분노 경험에 대한 피험자의 회상을 돕

기 위하여 회상 직전에 이성관계에서의 갈등상황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

도록 하였다. 영상은 온라인 사이트(유튜브)에서 “연인 갈등”, “이성교제

다툼”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여 검색하였다. 영상 선정에 있어서는 본 연

구의 목적에 맞게 이성관계에서 화, 짜증을 유발하는 갈등 내용을 담은

영상으로 선정하였다. 영상시청은 1분정도 소요되었으며 그 대략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약속 시간에 늦은 남자친구가 약속 장소에 뛰어오자,

여자친구가 “말해봐, 왜 늦었는지? 좀 미리미리 나오면 안 돼?” 라고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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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이에 남자친구는 “나도 일찍 나왔어. 일찍 나왔는데 여기가 생각보

다 좀 멀더라고.”라고 답한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내가 이곳에 얼마나

오고 싶었는지 몰라? 왜 하필 이런 날 늦어?”라며 못 마땅해 한다. 이에

남자친구는 “그러면 그냥 재밌게 놀면 되잖아. 더워 죽겠는데, 뛰어온 거

안보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자친구는 “지금 화낼 사람이 누군데 오

히려 자기가 화를 내?”라고 말하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둘 사이

분위기가 냉랭해진다.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자친구를 빤히

쳐다보다가 눈을 흘기고 앞으로 걸어간다.

2) 측정도구

(1) 분석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측정도구

가. 한국판 정서표현 갈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표현

갈등 척도(AEQ-K)를 사용하였다. King과 Emmons(1990)가 정서표현의

양가적 갈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서표현 갈등 척도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를

개발하였고 AEQ-K는 이를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 맞게 구성 및 타당화

한 것이다. AEQ-K는 정서를 표현하고 조절함에 있어서 관계 관여적 갈

등과 자기 방어적 갈등의 양가적인 감정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정서표현

의 양가적 갈등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

잘 모르는 감정표현 불능증(alexithymia)과 관련되며 Hayes 등 (2004)이

제안한 경험 회피와도 관련된다(최해연, 민경환, 2007). AEQ는 원래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최해연과 민경환(2007)은 요인분석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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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AEQ-K는 관계 관여적 갈등을 측

정하는 문항이 10문항, 자기 방어적 갈등을 측정하는 문항이 14문항이다.

최해연과 민경환(2007)의 척도에서 관계 관여적 갈등 문항의 내적 합치

도 계수는 .78이고 자기 방어적 갈등 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9이

었으며 전체의 내적 합치도는 .90이었다. 이 척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연령에 있어서는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 정도가 연량

과 약한 부적 관계(ｒ= -.162, P < .001)가 있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의 양가적 갈등의 정도에 따라 정서 측정 질

문지에 대한 답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선행연구(김영근,

2014)에 따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무선 할당된 피험자들의 정서표현

의 갈등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내적 합

치도(Cronbach’s α 계수)는 .888 이었다. 측정결과, 만약 두 집단의 정서

표현 갈등 정도에 차이가 있다면 정서 변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에 있

어서 이를 공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나. SAM(Self-Assessment Manikin)

본 연구에서는 Bradley와 Lang(1994)이 개발한 SAM 척도와

Suk(2006)이 이를 일부 변형한 버전을 활용하여 김민우, 최준식, 조양석

(2011)이 만든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SAM(Self-Assessment Manikin)

척도는 정서를 측정하기 위한 그림척도이며 호감도, 각성도, 통제감 등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3]에 제시된 것처럼 가)의 경우, 호감

도(pleasure)를 나타내는데 왼쪽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오른쪽으

로 갈수록 긍정적인 정서를 나타내며 가운데 그림은 중립적인 정서를 나

타내고 있다. 나)의 경우는 각성도(arousal)를 의미하는데 왼쪽으로 갈수

록 낮은 각성을,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각성을 나타낸다. 중간의 그림

은 평소와 같은 정도의 각성이다. 다)의 경우는 통제감(dominance)을 나

타내며 자극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주도감이나 영향력을 측정한다.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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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가수록 낮은 통제감을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통제감을 의미하

며 중간 그림은 평상시 같은 통제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의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기저선과 정서 활성화

직후에 도합 2번 실시되었다.

[그림 3] SAM(Self-assessment Manikin) 척도

(2) 종속변인 측정도구

가.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ANAS)는 Watson, Clark와

Tellegen(1988)이 짧고 측정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

를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검사이다. 이 원 척도를 이현희, 김은정과 이민

규(2003)가 타당화하여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를 이선화 등(2012)이 일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적 정서(Positive Affect; PA)가 높으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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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가 높고 집중력이 높은 상태를 말하며 즐겁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상태 등을 의미하고, 낮으면 무기력해지거나 슬퍼지는 상태를 나타낸다.

부적 정서(Negative Affect; NA)의 경우에는 점수가 높으면 불쾌한 정서

와 주관적인 심리적 고통을 반영하고 점수가 낮으면 평온하거나 차분한

상태를 나타낸다. PANAS 원 척도는 정적 정서(PA) 10문항과 부적 정

서(NA) 10문항으로 되어있는데 이현희 등(2003)이 한국판으로 타당화

하는 과정에서 번안 상의 문제로 정적 정서에 속해 있던 ‘alert’이 ‘기민

한’으로 잘못 번역되면서 부적 정서로 분류되었기에 번역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선화 등(2012)은

‘alert’을 ‘기민한’이 아닌 ‘정신을 바짝 차린’으로 수정하였으며 이와 더불

어 ‘ashamed’를 ‘부끄러움’에서 ‘수치스러운’으로, ‘interested’를 ‘흥미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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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화 등(2012)이 수전한 척도를 사용한다. 정적 정서의 하위척도는 활

기찬(active), 열정적인(enthusiastic), 충만한(inspired), 자랑스러운

(proud), 강한(strong), 흥미를 느끼는 (interested), 흥분된(excited), 결의

에 찬(determined), 주의 깊은(attentive), 정신을 바짝 차린(alert) 등 10

문항으로, 부적 정서의 하위척도는 긴장한(nervous), 짜증스러운

(irritable), 괴로운(distressed), 마음이 상한(upset), 두려운(afraid), 적대

적인(hostile), 조바심 나는(jittery), 겁에 질린(scared), 죄책감 드는

(guilty), 수치스러운(ashamed) 등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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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son et al., 1988)에서 정적 정서가 .88, 부적 정서가 .85이었으며, 이

현희 등(2003)의 한국판 타당화 연구에서는 정적 정서가 .84, 부적 정서

가 .87, 전체 척도가 .84로 보고되었다. 이선화 등(2012)의 연구에서는 정

적 정서가 .89, 부적 정서가 .89로 나타나 PANAS의 신뢰도 계수는 한국

에서도 유사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 PANAS의 구성타당도는 이현희

등(2003)의 연구에서 기분 측정도구인 POMS와 간이정신진단검사

(SCL-90-R)와의 상관을 통해 비교되었는데, 대체로 정적 정서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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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하위요인들과 상관이 낮거나 부적 상관을 보였고, 부적 정서는 부정

적인 하위요인들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긍정적 요인과는 상관이 낮게

나와 타당한 도구임이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처치 전과 처치 후의 기

분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정적 정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계수)는 .848 이었고 부적 정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계수)는 .883 이었다.

나. 혈압계

본 연구에서는 분노와 관련이 있는 생리적 반응 중 심혈관계 반응과

관련이 있는 혈압을 측정하였다. 피험자의 혈압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동

혈압 측정계(OMRON 제작, 모델 HEM-7121 측정정밀도: 압력 ±

3mmHG 이내)를 사용하여 수축기(최고) 혈압과 이완기(최저) 혈압을 측

정하였다. 혈압 측정시점은 기저선 단계, 정서 활성화 직후, 처치 직후,

이렇게 도합 3번이었다.

다. 기꺼이 경험하기

치료 개입 이후에 연구 참여자의 기꺼이 경험하기 수준이 집단별로 차

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꺼이 경험하기 문항을 통하여 측정하

였다. ‘이러한 종류의 연구에 또 참여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이와 유사

한 연구에 참여하여 이성교제 중에 있었던 갈등 경험에 대해 또 적어볼

의향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성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상

황이 또 온다고 해도 이성관계를 다시 시도해보시겠습니까?’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점(하고 싶지 않다.)에서 10점(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까지의 Likert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

도 계수(Cronbach’s α 계수)는 .800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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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집단

간 사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한 정서표현 갈등 척도에 대한 측

정치는 집단간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정서의 활성화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

여 SAM 척도의 호감도, 각성도, 통제감에 대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

시하였다.

<연구문제 1>을 확인하기 위해 처치 직후에 얻어진 PANAS 측정치

를 종속변인으로, 처치 직전의 PANAS 측정치를 공변인으로 하여 다변

량 공분산분석(MANCOVA)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치 직후의 혈압 측정치를 종속변

인으로, 처치 전에 얻어진 혈압 측정치를 공변인으로 하여 다변량 공분

산분석(MANCOVA)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꺼이 경험하기 문항 측정치에 대

하여 집단간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 분석은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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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결과 분석을 위한 타당성 검토

본 연구에서는 이성관계에서 경험했던 분노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는

상담 처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피험자들을 욕구 확인 집단과 비교집

단으로 나누어 배정하고 각각의 집단에 실험조작을 시행하였다. 연구결

과를 분석하기 이전에 연구결과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두 집

단의 사전 동질성을 검증하고 두 집단에 동일하게 실시된 정서의 활성화

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집단간 사전 동질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이성관계에서 있었던 분노 경험의 회상을 통해 정서를

활성화시킨 후 실험집단에는 감정인식, 감정해석, 감정관련 자극 찾기,

욕구 확인 등 4가지 처치를 가하고 비교집단에는 욕구 확인 처치를 제외

한 감정인식, 감정해석, 감정관련 자극 찾기 등 3가지 처치를 가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가한 처치에 따라 두 집단간 정서 변화, 혈압의

변화, 경험의 수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전에 두 집단이 동질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으

로 측정되는 혈압의 기저 측정치를 포함하여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 기분 상태, 정서표현의 양가적 갈등 정도 등 변인에 대하여

두 집단간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 측정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집단간 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10>과 같다.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인 피험자들의 나이, 혈압,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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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정서표현 갈등 정도에 있어서 두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이로써 종속변인 측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에 있어서 두

집단간의 사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표 10> 집단간 사전 동질성 검증

2) 정서 활성화 확인

본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에게 이성관계에서 분노를 경험했던 사건을

회상하도록 함으로써 그 경험과 관련된 정서를 활성화시켰다. 이러한

정서의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Lang 등(1980)

이 소개한 SAM의 호감도, 각성도, 통제감을 측정하였다. 호감도 점수는

높을수록 긍정 정서가 높고 부정 정서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각성도

점수는 높을수록 정서의 각성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

변인 집단 N M SD df t(P )

나이
실험집단 28 23.39 3.57

52 0.368(.714)
비교집단 26 23.08 2.62

혈
압

수축기혈압
실험집단 28 103.39 10.58 52

-0.258(.797)
비교집단 26 104.15 11.05 52

이완기혈압
실험집단 28 71.39 6.62 52

-0.015(.988)
비교집단 26 71.42 8.27 52

S
A
M

호감도
실험집단 28 4.57 1.23 52

0.431(.669)
비교집단 26 4.42 1.3 52

각성도
실험집단 28 3.79 1.57 52

1.638(.107)
비교집단 26 3.12 1.42 52

통제감
실험집단 28 3.96 1.62 52

-1.666(.102)
비교집단 26 4.62 1.2 52

정서표현
갈등

실험집단 28 79.86 13.76 52
-0.817(.418)

비교집단 26 83.27 16.8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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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감 점수는 높을수록 자극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주도감 혹은 통제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극 직후의 호감도, 각성도, 통제감 점수가 기저

선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함으로써 정서의 활성화를 위

한 조작이 성공적이었는지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체 피험자의 정서 활성

화 전-후의 정서반응 점수에 대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12>에서 알 수 있듯이, SAM 척도의 호감도, 각성도, 통제감 점

수는 정서 활성화 전과 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정서 활성

화를 위한 기분 유도가 실제로 피험자들에게 기분의 변화를 야기하였다

고 볼 수 있다.

<표 11> SAM 점수의 기술통계

<표 12> SAM 점수 대응표본 t-검증

P<.01.  P<.001.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호감도
기저선 4.50 1.26

활성화 직후 2.54 1.04

각성도
기저선 3.46 1.53

활성화 직후 4.94 1.37

통제감
기저선 4.28 1.46

활성화 직후 3.52 1.76

하위요인 대응 평균 표준편차 t P

호감도 기저선-활성화 직후 1.96 1.45 9.926 .000

각성도 기저선-활성화 직후 -1.48 1.67 -6.526 .000

통제감 기저선-활성화 직후 .75 1.85 3.012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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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 변화

정서 활성화 직후에 측정한 사전 정서와 처치 이후에 측정한 사후 정

서의 기술통계는 <표 13>에 제시하였다. 정적 정서의 사후 점수 평균은

실험집단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높았다. 정적 정서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

기 위해 정적 정서의 사후 점수와 사전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실험집

단에서는 정적 정서가 증가한 반면, 비교집단에서는 정적 정서가 감소하

였다. 부적 정서의 사후 점수 평균은 실험집단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낮

았다. 부적 정서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부적 정서의 사후 점수와

사전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에서 부적 정서

가 감소하였으나 실험집단 부적 정서의 감소가 비교집단 부적 정서의 감

소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집단별 정서 점수의 기술통계

집단
사전 사후 차이

(사후-사전)M SD M SD

정적

정서

실험

(n=28)
21.75 4.86 26.14 5.64 4.39

비교

(n=26)
22.81 6.47 19.81 6.18 -3.00

부적

정서

실험

(n=28)
32.64 6.01 15.89 5.33 -16.75

비교

(n=26)
28.50 7.66 25.65 9.49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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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집단별 정적 정서의 변화

[그림 5] 집단별 부적 정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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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집단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하

여 사전 정적 정서 점수와 사전 부적 정서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다변

량 공분산분석(MANCOVA)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4>에 제시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적 정서 점수는 F 통계값 31.792, 유의확

률 .000으로 치료적 개입에 따라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부분 에타 제곱은 .389로 사후 정적 정서 점수의 전체 분산 중 38.9% 가

치료적 개입 조건에 의해 설명되었다. 또한 부적 정서 점수는 F값

54.422, 유의확률 .000으로 치료적 개입에 따라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으며 부분 에타 제곱은 .521로 사후 부적 정서 점수의 전체 분

산 중 52.1% 가 치료적 개입 조건에 의해 설명되었다.

<표 14> 처치 후 정서 점수 다변량 공분산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Wilk’s

Lambda

다변량

df

일변량

P (F)


공변인
(사전정적정서)

사후정적정서
.500

(F=24.464 )
1/49

.000 .498

사후부적정서 .707 .003

공변인
(사전부적정서)

사후정적정서
.591

(F=16.950 )
1/49

.517 .008

사후부적정서 .000 .393

집단
사후정적정서

.397

(F=37.221 )
2/49

.000(31.792) .389

사후부적정서 .000(54.422) .52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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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압의 변화

정서 활성화 직후에 측정한 사전 혈압과 처치 이후에 측정한 사후 혈

압의 기술통계는 <표 15>와 같다. 수축기 혈압의 사후 점수 평균은 실

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낮았다. 수축기 혈압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실험집단에서는 수축기 혈압이 낮아졌고 비교집단에서도 수축기 혈압이

조금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완기 혈압의 사후 점수 평균은 실험

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낮았다. 이완기 혈압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실험집단에서는 이완기 혈압의 변화가 없었고 비교집단에서는 이완기 혈

압이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5> 혈압 측정치의 기술통계

혈압

구분
집단

사전 사후 차이

(사후-사전)M SD M SD

수

축

기

실험

(n=28)
105.03 11.23 102.36 10.31 -2.67

비교

(n=26)
107.46 10.72 107.39 10.36 -0.07

이

완

기

실험

(n=28)
72.39 5.41 72.39 5.83 0

비교

(n=26)
72.58 7.63 73.62 7.55 1.04

이러한 집단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지를 검증

하기 위하여 사전 수축기 혈압 측정치와 사전 이완기 혈압 측정치를 공

변인으로 투입하여 다변량 공분산분석(MANCOVA)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6>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 측정치

는 F 통계값이 8.804, 유의확률이 .006으로 치료적 개입에 따라 집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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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집단별 수축기 혈압의 변화

[그림 7] 집단별 이완기 혈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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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부분 에타 제곱은 .139로 사후 수축기

혈압 측정치의 전체 분산 중 13.9%가 치료적 개입 조건에 의해 설명되

었다. 또한 이완기 혈압 측정치는 F값이 .943, 유의확률이 .336으로 치료

적 개입에 따라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6> 처치 후 혈압 측정치 다변량 공분산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Wilk’s

Lambda

다변량

df

일변량

P (F)


공변인
(사전

수축기혈압)

사후

수축기혈압 .159

(F=129.944)
1/49

.000 .825

사후

이완기혈압
.499 .009

공변인
(사전

이완기혈압)

사후

수축기혈압 .362

(F=43.185 )
1/49

.849 .001

사후

이완기혈압
.000 .607

집단

사후

수축기혈압 .861

(F=3.96)
2/49

.006(8.084) .139

사후

이완기혈압
.336(.943) .019

P<.05. P<.001.

4. 기꺼이 경험하기

기꺼이 경험하기 점수가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

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7>과 같다.

기꺼이 경험하기 수준의 평균은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실험집단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기꺼이 경험하기 수준이 유

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4.264, 유의확률=.000; 유의수준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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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기꺼이 경험하기 수준에 대한 t-test

집단 N M SD df
t

(p)

실험집단 28 26.04 3.42
40.112

4.264

(.000)비교집단 26 20.50 5.74

P<.001.

기꺼이 경험하기를 측정하는 문항은 세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각 문항에 따라 기꺼이 경험하기 수준에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각각의 문항에서 실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기꺼이 경험하기 수준을 보고하였다.

<표 18> 기꺼이 경험하기 수준의 문항별 t-test

문항 집단 N M SD df
t

(p)

문항1
실험집단 28 8.32 1.98

52
2.977

(.004)
비교집단 26 6.61 2.23

문항2
실험집단 28 8.54 1.35

52
4.801

(.000)
비교집단 26 6.23 2.12

문항3
실험집단 28 9.18 1.02

32.354
2.85

(.008)
비교집단 26 7.65 2.54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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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상담에서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는 상담개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처치요소 분할전략을 적용하여 실험적 방식으로 진행되

었다. 본 연구가 상담과정-성과 연구에 주는 의의는 상담과정에서 내담

자의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고 타당화하는 개입에 대해 그동안 여러

상담이론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거나 언급해온 필요성과 효과에 관하여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탐구하였다는데 있다.

1. 정서 이면의 욕구 확인이 정서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는 정서 변화를 정적 정서의 변화와 부적 정서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정서 이면 욕구 확인 처치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

여 실험집단에는 감정인식, 감정해석, 감정관련 자극 찾기, 욕구 확인 처

치를 가하였고 비교집단에는 감정인식, 감정해석, 감정관련 자극 찾기 처

치를 가한 후 실험과정을 서술하도록 지시하였다.

첫 번째 연구가설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정적 정서의 변화에 있

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PANAS의 정적 정서 척도를 사용하

였다. 연구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처치 후의 정적 정서는 처치 전에 비

하여 상승한 반면 비교집단의 경우에는 처치 후의 정적 정서가 처치 전

에 비하여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첫 번째 연구가설이 부

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방식들로 설명이 가능하다. 분노 정서 이면의

일차적 적응적 정서와 관련되어 있는 욕구는 건강한 내적 자원에 해당한

다. 내담자들은 자신의 적응적 정서와 욕구에 접근하게 되면 이전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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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하고 무가치하고 무기력하게 느꼈던 정서들을 보다 소중하고 활기차고

수용 가능한 정서로 변화시키기 시작한다(Greenberg & Paivio, 1997).

실험집단에서는 분노 경험과 관련된 무기력하고 불쾌했던 정서들이 그

이면의 욕구에 접근하여 이를 확인함으로써 보다 적응적이고 활기찬 정

서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분노를 유발한 부적응적 정서 도식

에 접근하여 일차적 적응적 정서 이면에 존재하는 욕구를 확인하고 알아

차리는 것은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유기체적 강점과 능력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즉,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내면의 진정한 욕구를 확인하고 이

욕구가 타당하고 정당한 것임을 알아차림으로써 이러한 내적 자원에 힘

입어 자신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의 관점에 의하면 변화를 추구하는 욕구로서의 변행

(transformance)은 긍정적 감정에 의해 활력과 에너지를 제공 받기도 하

고 이러한 긍정적 감정을 추구하기도 한다(Fosha, 2013). 긍정심리학에서

역시 인간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도 및 이에 대한 지각이 정적 정서를

포함하는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김유진, 2013;

이수진, 2011; 한소영 등, 2009)가 보고된 바 있다. 즉, 정적 정서가 높아

진다는 것은 에너지가 높고 집중력이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써(권

석만, 2008) 욕구의 확인 및 타당화 과정을 통해 에너지 상태가 높아지

고 정적 정서가 높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가설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부적 정서의 감소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처치 후

의 부적 정서가 처치 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며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부적 정서 감소의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이로써 두 번째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서 이면의 욕

구를 확인하고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은 내담자의 자기 진정 능력과 정서

조절 능력을 증진시킨다. 정서가 치료적 변화에서 지니는 강력한 영향력

(power)에 대한 설명에서 Greenberg(2008)는 정서가 정서를 변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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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내담자의 변화를 설명하는 신기하고 놀라운 기제라고 하였다. 정서

가 정서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부적응적 정서가 적응적 정서에 의해 대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부적응적 정서 도식의 재구성을 통해 이루어지

는데 이 과정에서 정서 이면의 욕구는 정서 도식의 재구성에 기여하는

내적 자원으로 작용한다(Greenberg & Paivio, 1997). 이러한 내적 자원

으로서의 욕구는 내담자 내면의 ‘긍정적 양육’ 경험을 활성화시키며 이로

인해 내담자는 자기 진정, 정서 조절이 가능해지게 된다. 예컨대, 버림받

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분노는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싶은 욕구

와 연결된다. 이러한 욕구를 알아차릴 때 사람은 스스로를 지지하고 진

정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사랑과 보살핌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됨으로써 이전에 충족되지 못했던 정당한

욕구와 그로 인한 결과를 재평가하게 되고 새로운 대응 자원을 개척해나

가려고 하게 된다. 따라서 이성관계에서 경험했던 부적 정서 이면의 욕

구를 확인하고 알아차리는 처치는 피험자의 부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정

서 조절 효과와 자기 진정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는 처치에는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치료 전략 중의 하나인 타당화가 포함된다. 사회적 배제 경

험에 대한 선행연구들(고유림, 2012; 김나영, 2015; 김은하, 2011; 신서원,

2014)에서도 타당화 개입이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

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험연구를 통하여 타당화의 효과를 검증한 김

은하(2011)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 경험 이후의 피험자들에 대한 타

당화 반응이 감정반영에 비하여 부적 정서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유림(201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내담자에게 타당화 반응과 감정반영 상담기법을

각각 적용한 상담 장면을 담은 영상을 피험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연구결

과, 실험집단(타당화 반응 영상시청)과 비교집단(감정반영 반응 영상시

청)의 피험자들이 보고한 부적 정서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김

나영(2015)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피험자들에 대한 타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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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이 감정반영 개입에 비하여 분노, 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

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입의 대상이 된 정서는 이

성관계에서 경험했던 분노로서 선행연구에서 개입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

회적 배제 경험 이후의 부정적 정서와는 다르다. 그러나 타당화를 포함

하고 있는 욕구 확인 개입이 부적 정서를 감소시켰다는 점에서 선행연구

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신서원(2014)의 연구에서는 타당화 반응이 자

기애 성향 피험자들의 수치심과 분노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음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결과 역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한 집단에서는 정적 정서가 높

아지고 부적 정서가 감소하였으며 비교집단에서는 부적 정서도 감소하였

고 정적 정서도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긍정심리학에

나타난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이 가능하

다.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지닌다는 사실이 오

랜 연구를 통해 밝혀진바 있다(Bradburn, 1969. 권석만, 2008 재인용). 긍

정심리학에 의하면,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서

로 다르기 때문에 부정 정서의 감소와 긍정 정서의 증진은 독립적인 과

정이며 부정 정서를 낮춘다고 하여 긍정 정서가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본 연구에서 비교집단의 부적 정서가

감소하고 동시에 정적 정서도 감소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감정인식,

감정해석, 감정관련 자극 찾기를 통해서 부적 정서를 어느 정도 감소시

킬 수는 있었지만 긍정 정서를 증진시킬 수는 없었다. 그런데 정서 이면

의 욕구를 확인한 집단에서는 부적 정서가 비교집단에 비하여 더 큰 폭

으로 감소하였고 정적 정서는 상승하였다. 이는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

인하는 처치가 부적 정서를 낮추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긍정 정서를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긍정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 중에서 인간의 기본 심리적 욕구와 주관적 안녕감 간에

정적인 상관을 나타낸다는 연구(김유진, 2013; 이수진, 2011; 한소영 등,

2009)들은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정서 이면의 욕구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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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에너지를 부여하는 내적 자원이며 긍정적 감정의 형성에 영향을 미

친다는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의 관점을 통해서도 뒷받침되는 내용이다.

상담과정에서 정서의 중요성은 다양한 상담이론에서 강조되고 있고

최근에는 정서와 정서처리가 모든 상담이론에서 치료의 핵심 차원으로

널리 인식되기 시작하였다(김영근, 김창대, 2015). 이러한 정서 다루기 과

정에 있어서, 정서에 접촉하고 비판단적· 비방어적 태도로 정서 그 자체

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는 작업

은 내담자의 부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내면의 진정한 욕구와 맞닿아있는

내적 자원을 동원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이성관

계에서 경험하는 분노 혹은 갈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내담자에게

그 감정을 충분히 경험하고 머무를 수 있게 해야 할뿐더러 그 감정 이면

에 좌절된 욕구,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에 접근하여 이를 알아차리

도록 돕는 것은 정서를 통한 정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작업이

라고 볼 수 있겠다.

2. 정서 이면의 욕구 확인이 혈압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정서 이면 욕구를 확

인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 생리적 반응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

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리적 반응으로 혈압을 측정하였고 측

정 시점은 기저선, 정서 활성화 직후, 처치 후로 도합 세 번이었다.

정서 활성화 이후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에서 수축기 혈압과 이

완기 혈압이 기저선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정서심리학(Izard,

1992)에서 말하는 신체적 또는 생리적 변화를 의미하는 정서의 신경생물

학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분노

등 강렬한 정서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일반적

으로 사람은 분노, 공포,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심박수가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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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고 혈압이 상승하고 동공이 확대되며 소화기능이 억제된다. 두 집단

모두에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는 것은

두 집단에서 분노 경험 회상을 통한 정서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분노 자극, 분노 회상 등을 통해 분노를 유발하였을 때

혈압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는 선행연구 결과(안도용, 김교헌, 1996;

이경순, 1999; 오주현, 2017; Hofmann, Heering, Sawyer & Asnaani,

2009)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의 첫 번째 연구가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수축기 혈압의 감소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

다. 분석 결과, 수축기 혈압은 실험집단에서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

게 감소하였다. 이로써 첫 번째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뇌는 정서적 정보 처리와 정서 자극

에 대한 자동적 반응 조절, 감정 인식, 감정 표현, 감정의 비언어적 소통

에 있어서 좌뇌에 비해 우세하다(Schore, 2003a, 2003b). 이러한 우뇌는

동시에 우측으로 치우쳐져 있는 미주신경회로를 통해 자율신경 기능의

조절에 관여한다. 이러한 신경회로와 정서회로는 양방향으로 소통하므로

정서 조절과 내장 기관(심장 등)의 생리적 반응의 조절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는 처치가 정서 조절

과 함께 생리적 반응 즉, 혈압의 조절이라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

다. 최근 들어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일어나는 내담자의 변화 기제를 정

서신경과학, 신경생물학의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

고 있는데, Schore(2003a, 2003b)는 인간의 암묵적 자기 즉, 무의식적 마

음은 우뇌에 위치하고 있다는 여러 관련 분야의 증거를 내놓았으며 의식

적 정서 조절뿐만 아니라 무의식적 정서 조절이 상담을 통한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 기제라고 하였다. 상담에서 정서 작업을 통한

내담자의 변화를 측정함에 있어서 정서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내담자의 생리적 반응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 역시 치료의 효과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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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연구문제의 두 번째 연구가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이완기 혈압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이완기

혈압의 변화는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과제개

입의 수준에 따라 수축기 혈압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이완기 혈압에는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 결과(안도용, 김교헌, 1996)

와 일치하며 문제해결 전략에 따라 수축기 혈압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지만 이완기 혈압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오주현

(201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운동처치가 환자의 수축기 혈압을 낮추는 것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이완기

혈압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는 연구결과(백경엽, 2008)와도 일치한다.

혈압은 혈액 순환의 원동력이며 심실 수축으로 인해 대동맥에 흘러든

혈액은 그 일부가 즉시 말초까지 흘러가지만 그 중 일부는 말초까지 이

동하지 못하고 대동맥에 일시적으로 남아있게 된다. 이로 인해 대동맥은

그 자체 용적보다 더 많은 양의 혈액을 담고 있게 되므로 동맥 혈관 내

에 압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혈압이다(최명애, 2011). 대동맥의 혈

액 수용량은 항상 심장 박출량보다 적기 때문에 심장이 수축할 때 혈액

이 동맥내로 흘러들어오면 동맥 내의 압이 상승하는데 이것이 수축기 혈

압이다. 이완기 혈압은 동맥 내에 남아있던 혈액이 심장의 이완기 때에

말초로 흘러들어갈 때 나타나는 압력이다. 이완기 혈압은 동맥에 얼마나

많은 양의 혈액이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며 심장이 수축할 때 나오

는 혈액량이 많거나 말초혈관의 저항이 떨어지면 이완기 혈압이 떨어지

게 된다. 이처럼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발생하는 생리적 기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분노에 대한 개입이나, 고혈압 환자를 치

료하기 위한 운동 처치가 수축기 혈압의 감소에는 효과를 보였으나 이완

기 혈압의 감소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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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서 이면의 욕구 확인이 수용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문제의 연구가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집단

과 비교집단의 기꺼이 경험하기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실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기꺼이 경험하기 수준이 유의미하

게 높았다. 이는 세 번째 연구문제의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변증

법적 행동치료에서 말하는 타당화의 변화 기제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

다. 본 연구에서는 욕구 확인 처치 과정에 Linehan(1993)이 설명한 타당

화가 포함된다고 보았다. 타당화는 내담자가 현재 경험하는 감정 및 그

와 관련된 내담자의 반응이 그럴 만하다는 것을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에 배정된 피험자들에게 이성관계에서 경

험한 감정 이면에 욕구가 있었고 이러한 욕구들은 그 자체로 정당한 것

임을 전달 받도록 실험절차와 처치요소를 고안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피험자가 이성관계에서 경험한 감정과 그 이면의 욕구에 대한 타당화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변증법적 행동치료에서는 수용을 촉진하기 위

한 전략으로 마음 챙김(mindfulness)과 타당화(validation)를 제안하였는

데(Lynch 등, 2006) 타당화 전략이 수용을 촉진하게 되는 기제는 자기관

의 안정성의 증가, 정서적 각성의 감소, 학습과 동기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에 배정된 피험자들에게 그들이 회

상을 통해 경험한 분노 감정 이면에는 욕구가 존재하며 이러한 욕구가

정당한 것임을, 욕구 좌절로 인해 유발된 감정이 그럴 만한 것임을 전달

하는 처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경험의 수용을 촉진한 것으로 보

인다. 타당화를 통해 회상으로 인한 정서적 각성이 감소되고, 실험(상담

에서는 치료과정)에 참여할 동기를 높여주고, 새로운 반응 혹은 행동 방

식의 학습을 촉진하게 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측정된 기꺼이 경험하기는 수용-전념치료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에서 말하는 경험의 수용에 내포

되는 개념이다. 경험의 수용의 반대되는 개념은 경험회피인데 이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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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험하는 원치 않는 사적인 경험에 접촉하지 않으려 하며 이러한 경

험들을 통제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Hayes, et

al., 1996). 경험회피는 부적응이나 정신병리와도 상관이 높다(Kashdan,

et al., 2006). 반대로 경험의 수용(acceptance)은 내면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전에 위협적이었던 상황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맞이

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더 이상 개인에게 위험한 것이 아니며 충분히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문현미, 2005).

이러한 경험의 수용은 사적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높

은 수준이 될수록 이전에 변화시키려고 애쓰던 사적인 경험에 능동적으

로 접촉하게 된다(Hayes, 1994). 타당화의 변화 기제인 정서적 각성의

감소, 동기의 증가, 학습의 증가는 경험의 수용을 정의하는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말하자면, 정서 이면 욕구의 확인 및 타당화를 통해서 경험에

대한 수용이 촉진된 결과는 타당화의 기제를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

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정서 이면의 욕구 확인이 경험의 수용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에

서 말하는 핵심적인 변증법적 갈등은 변화와 수용이다. 타당화는 내담자

의 현재의 경험(신체감각, 정서, 사고, 기억 등)이 내담자가 처한 환경이

나 내담자의 사고의 틀, 내면의 욕구나 소망, 기대 등으로 미루어볼 때

충분히 그럴 만하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으로써 DBT에서는 이러한 타당

화를 통해 경험에 대한 수용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내담자의 변화를 가

능하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변화를 위해서는 수용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에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고 타

당화하는 처치를 가함으로써 경험에 대한 수용을 촉진한 것은 수용을 통

한 변화를 가능케 하는 전제를 마련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서

에 대한 수용을 통해 정서 저변에 담긴 욕구와 소망을 알아차리기도 하

지만(Fosha, 2001) 욕구 확인을 통해 정서 경험에 대한 수용이 촉진되기

도 하는 것으로 보이며 경험에 대한 수용의 정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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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제가 주어졌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

을 것이다.

4.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 및 상담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정서에 대한 상담 개입 과정의 일환이 되는 정

서 이면 욕구 확인의 역할에 관심을 두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상담과정

에서 정서와 정서처리의 중요성이 범이론적인 관점에서 다시 주목 받게

되고 이와 관련한 경험적 연구들이 수행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김영근, 2014). 때문에 그 동안 정서 및 정서처리와 관련된 연구

들은 대부분 정서를 직접 다루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있었다(송재홍,

2015).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상담에서 정서를 다루는 목적은

정서 그 자체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에도 있지만 정서 이면의 욕구나 소

망, 기대를 확인하는 등 경험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 정서를

통한 정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에도 있다(Greenberg, 2008). 때문에

정서를 직접 다루는 개입 뿐만 아니라 정서 다루기 개입 이후에 이어지

는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고 타당화 하는 개입 역시 상담과정-성과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정

서 관련 상담과정-성과연구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지 못했던 정서 이면

의 욕구를 확인하는 개입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

다.

둘째, 본 연구는 처치요소 분할전략을 사용한 실험연구로, 특정한 처

치 요소(욕구확인 처치)만의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욕

구 확인 처치의 효과를 알아본 선행연구들은 특정 처치요소의 효과를 살

펴본 연구가 아니라 현실치료의 선택이론을 적용한 집단프로그램, 비폭

력 대화 프로그램 등 욕구 확인 처치를 포함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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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들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처치요소 분할전략을 사용하여 욕구 확

인 처치만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상담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처치 중에서 욕구 확인 처치만이 가지는 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또한

실험적 방식을 사용한 상담과정-성과 연구에서 특정 처치의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치요소 분할전략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여러 상담이론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

어온 욕구 확인의 중요성 및 그 역할을 검증함으로써 상담과정에서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는 처치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하여 실증적인 자

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추후, 상담자들이 상담과정에서 욕구

확인 개입을 사용하게 될 때, 욕구 확인의 분명한 목적과 효과를 염두에

두고 처치를 실시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는 처치가 정적 정서

의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이를 통해 상담성과연구에 시

사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상담성과연구에서는

처치의 효과를 검증함에 있어서 대부분 증상의 감소, 부적 정서의 감소

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부적 정서의 감소와 정적 정서의 증진은

서로 독립적인 변화과정이라는 주장(Bradburn, 1969. 권석만, 2008, 재인

용.)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져왔고 긍정심리학 분야에서는 정적 정서를

증진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담학

연구에 있어서 상담의 성과를 가져오는 요인들의 효과를 살펴봄에 있어

서 증상의 감소나 부적 정서의 감소뿐만 아니라 정적 정서의 증진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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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가 지니는 몇 가지 제한점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후

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회상을 통하여 정서를 활성화 시킨 후 정서 이

면의 욕구를 확인하는 처치를 실시하는 과정을 단 회 실험을 통하여 진

행하였다. 그런데 상담에서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는 과정은 단 회

의 개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정서를 경험하고 욕구를 확인하는 과

정은 상담과정에서 여러 회기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로소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된다. 뿐만 아

니라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하는 개입이 이루어지기 전의 단계에 이루

어지는 정서인식, 표현, 수용 등 정서를 경험토록 하는 개입은 상호 촉

진,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다. 즉, 정서 수용은 욕구 확인을 촉진하고 욕

구 확인은 경험에 정서를 포함한 경험에 대한 수용을 촉진한다. 본 연구

에서는 단 회 실험을 통해 자료를 얻음으로써 실험 회기와 회기 사이에

피험자들이 오염변인에 노출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었으나 실제 상담과

정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정서 다루기 과정과 욕구 확인의 과정을 담

아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욕구 확인 처치의 효과는 욕구와 연결된

일차적 적응적 정서를 상담 회기 내에서 충분히 상징화하고 경험하게 될

때 더 극대화된다(Greenberg & Paivio, 1997).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정서 경험의 수용 및 욕구 확인 처치를 반복적으로 번갈아가며 실시하였

을 때, 정서의 변화, 수용 정도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면 정서중심상담에서 이루어지는 정서

변화과정에 대한 보다 정확한 상담과정-성과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정서 이면의 욕구 확인의 과정을 실험적 방식으

로 탐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염변인을 통제하기 위

한 방법으로 모든 피험자들에게 일관되고 통일된 실험과정을 적용하였

다. 즉, 컴퓨터와 서면 필답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오염 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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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통제력을 높임으로써 실험 처치의 효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보이지만, 실제 상담과정에서처럼 상담자와 내담자가 라포

를 형성하고 양자 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반영하기는 어려

웠다.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 이면의 욕구의 확인 등 작업은 상담자와

의 안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이러한 환경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힘들었다. 내담자의 변화를 촉진함에 있어서 상담자

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론을 막론하고 강조되는 점이다. 오염변인

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실험연구에서 이러한

과정을 반영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실제 상담과 비슷한 장

면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실험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실제 내담자

혹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정서는 이성관계라는 특정되어진 관계

에서 경험하게 된 분노였다.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모든 대상과 모든 관

계에 있어서의 정서에까지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성별에 따른 빈도분석결과, 여자 피험

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68.5%에 달했다. 이는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

하는 개입이 여자들한테 효과적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고 동시에 본

연구의 결과는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고 보인다. 이성관계에서의 정서나 정서 이면의 욕구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피험자들의 성별 분포를 고려하여 참여자를 모집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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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연구 참여자 모집공고

연구 참여자 모집

n 연구과제: 이성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에 관한 연구

이성교제를 하게 되면 다양한 갈등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갈등을 “사랑싸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성인 초기의 이성교제는 친밀한

관계형성과 유지, 이후의 결혼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삶의 경험이 되

기 때문에 이성교제에서 겪게 되는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은 개인의 자아

개념 형성, 인격 도야 및 사회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성교제 중에 갈등(“사랑싸움”)을 경험했던 상황을 잠시 회상하게

하고 이와 관련된 자신의 관점을 간단히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이성관계 갈등

(“사랑싸움”)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자

료로만 사용됩니다. 또한 본인의 판단에 따라 참여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n 참여자격 : 이성교제 중 “사랑싸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n 모집기간 : 2017년 ××월 ××일부터 2017년 ××월 ××일까지

n 소요시간 : 약 50분 정도

n 신청방법: <연구참가신청>이라는 제목으로 e-mail: *****@snu.ac.kr 또는

문자: 010-××××-×××× 으로 이름과 연락처, 원하는 참여 날짜 및 시간대를

남겨주시면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n 장 소: 모든 과정은 연구 참여자의 대학 혹은 서울대학교 내 상담실이나 연

구실 등 조용한 공간에서 연구자와 참여자 1:1로 이루어집니다.

본 연구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종료 후 소정의 사은품(문화상품권 10,000원)

을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mailto:rtlhs8@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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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 연구 책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이화실(01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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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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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Debriefing 문

1.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이성관계에서 경험하는 분노 이면

에 어떤 욕구가 자리 잡고 있었는지 확인함으로써 감정 및 그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상담처치의 효과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2. 실험에서 회상했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불쾌한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하에게는 상담을 전공한 연구자와 이러한 감정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

를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의 참여로 인해 상담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알려드

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험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차후에라도 연

구자에게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연구에 참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부탁 말씀 한 가지!

2개월 후, 실험종료 안내 문자를 드릴 예정입니다.

실험연구의 경우, 실험장면에서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참여할 참여자들에게 실험내용이 미리 알려질 경우,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소중한 자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오니,

이 점을 이해하시고,

실험종료 안내 문자를 받으시기 전까지,

실험내용에 대해 비밀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 비교집단에 속했던 피험자의 경우에는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

부 처치를 제외하고 처치를 실시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

다.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제외되었던 내용에 해당하는 상담처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자의 안내를 따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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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과정에서 3번(상대방에게 기대했던 행동이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에 답

하신 문장을 다시 한 번 읽어주시고 다음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

다.

§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상대방이 그것을 해주는 게 당신한테 왜 중요할까요...? 상대방이 그렇게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당신한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나요?

1분 정도 생각해보신 후,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대부분의 부정적 감정 이면에는 어떤

중요한 욕구(바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이 연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부정적 감정 이면에도 어떤 욕구(바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인과

의 갈등상황에서 흔히 상대방으로 인해 불쾌한 기분이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러나 감정에 대한 자극과 원인은 다른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

도 등은 감정에 대한 자극일 뿐 원인은 아닙니다. 예컨대, 남자/여자 친구가 약

속 시간에 늦었을 때 그 사람이 당신과 하게 된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면 당신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만약 그 당시에 시간을 낭비

하지 않고 알차게 보내고 싶었다면 아마도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20~30

분 정도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다면 상대방이 약속에 늦은 것을 고맙게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 순간 우리에게 있는 욕구(바람)에 의

해 우리의 감정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원인은 그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바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인과의 관계에서는

‘나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우선적이

고 중요한 욕구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연인한테 사랑 받고 싶은 마음, 존중 받고 싶은 마음,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이해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기본 심리

적 욕구인 친밀감의 욕구, 자기가치 확인의 욕구, 애정과 보살핌에 대한 욕구

등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갖

고 있는 심리적 욕구로서 식욕, 수면욕 등의 생리적 욕구와 같이 있는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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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연스럽고 타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우리는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속상하고 우울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연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당신이 느꼈던 감정의 이유, 당신이 그 사람에게

‘그것’ 또는 ‘그런 행동’을 기대했던 이유는 당신의 어떤 마음이나 바람과 관

련이 있을까요?

다음의 표는 우리가 연인관계에서 지니는 기본 심리적 욕구와 그 욕구에 따른

바람(마음)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아래의 미완성된 문장을

완성하되, 보기에 없을 경우는 자신의 바람이나 욕구를 적으시면 됩니다.

☞ 그(녀)가/에게 (3번답) 바랐던 것은 나는

(리스트A 참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마도 나에게

(리스트B 참고) 욕구가 있었기(중요하기) 때

문인 것 같다.

리스트 A (바람/마음)
리스트 B 

(기본 심리적 욕구)
§ 그 사람한테 존중 받고 싶었다.
§ 그 사람한테 인정 받고 싶었다.
§ 그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싶었다.
§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 받고 싶었다.
§ 사랑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 받고 

싶었다.

자기 가치 확인

§ 그 사람한테 사랑 받고 싶었다.
§ 그 사람한테 관심 받고 싶었다.
§ 그 사람한테 지지 받고 싶었다. 
§ 그 사람한테 이해 받고 싶었다.
§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었다.
§ 그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고 싶었다.

친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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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그(녀)가 나와의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랐던 것은 나는 그 사람한

테 중요한 사람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마도 나에게 자기가치 확인

욕구가 있었기(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다.

위와 같이 욕구 확인을 위한 작업을 마치셨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아까 분노 상황에 대한 회상으로 인해 불쾌하거나 불편

했던 마음은 좀 어떠신지요? 아직 불편감이 남아있거나, 귀하께서 원하신다면

그 불편감에 대해 연구자와 이야기를 나눠보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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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실험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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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한국판 정서표현 갈등 척도(AEQ-K)

번

호
문 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약

간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종종 내가 느끼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보

여주고 싶지만, 왠지 망설여진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문제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정말 이

야기하고 싶지만, 때때로 그러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그로

인해 나 자신이 당황하게 되거나 상처받게

될까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종종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

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사랑한다는 말을 해 주고 싶지만, 적당한

말을 찾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6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

현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7
정서적 반응을 좀 더 즉각적으로 드러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

에게 표현할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지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종종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실

망감을 드러내고 싶지만 상처받기 쉬운 사

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애정을 좀 더 겉으로 표현하고 싶지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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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다른 사람이 오해할까봐 걱정된다.

12

내가 그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

었다는 것을 말했더라면 하고 회상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감정들을 감춰두려

하지만,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

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화를 참으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15
화를 낼까 하다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때때로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싶더라도 나

는 언제나 기분을 다스리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누군가 나의 신경을 건드릴 때, 느끼는 바

를 말하고 싶더라도 아무렇지 않은 듯 보

이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화나서 말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더라도,

말없이 부루퉁해 있는 것을 피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할

때조차, 나는 그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

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그것이 계속 마

음에 걸린다.
① ② ③ ④ ⑤

21

비록 가까운 사람들에게 온당한 일은 아니

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의 부정적인 느

낌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내가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이성 친구(배

우자)가 알았으면 하면서도 질투심을 억누

르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죄책감을 느낀

다.
① ② ③ ④ ⑤

24
실제보다 더 행복하게 보이기 위해 항상

웃음을 유지하려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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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정도로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흥미를 느끼는 ① ② ③ ④ ⑤

2 짜증스러운 ① ② ③ ④ ⑤

3 괴로운 ① ② ③ ④ ⑤

4 정신을 바짝 차린 ① ② ③ ④ ⑤

5 흥분된 ① ② ③ ④ ⑤

6 수치스러운 ① ② ③ ④ ⑤

7 마음이 상한 ① ② ③ ④ ⑤

8
충만한(생각이나 아이디어

등으로)
① ② ③ ④ ⑤

9 강한 ① ② ③ ④ ⑤

10 긴장한 ① ② ③ ④ ⑤

11 죄책감 드는 ① ② ③ ④ ⑤

12 결의에 찬 ① ② ③ ④ ⑤

13 겁에 질린 ① ② ③ ④ ⑤

14 주의 깊은 ① ② ③ ④ ⑤

15 적대적인 ① ② ③ ④ ⑤

16 조바심 나는 ① ② ③ ④ ⑤

17 열정적인 ① ② ③ ④ ⑤

18 활기찬 ① ② ③ ④ ⑤

19 자랑스러운 ① ② ③ ④ ⑤

20 두려운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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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기꺼이 경험하기 문항

1. 이러한 종류의 연구에 또 참여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2. 이와 유사한 연구에 참여하여 이성교제 중에 있었던 갈등 경험에 대해 또 적

어볼 의향이 있습니까?

3. 앞으로 이성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상황이 또 온다고 해도 이성관계를

다시 시도해보시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0 1 2 3 4 5 6 7 8 9 10

하고 싶지 않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0 1 2 3 4 5 6 7 8 9 10

하고 싶지 않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0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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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文摘要

在情绪焦点治疗中，

辅导情绪背后需求的治疗效果

李花实

首尔大学校 大学院

教育学科 教育心理咨询专业

在心理咨询中，辅导情绪的目的是为了导出受助者的心理变

化。人的情绪本身就有内在适应潜力，因此在辅导过程中，不仅

要体验情绪还要通过情绪处理过程接近核心情绪背后的需求。受

助者通过认知情绪背后的需求从而了解包含在自身经验的含义，

而且情绪背后的需求可以作为重新构成不适应性情绪策略

(maladaptive emotion scheme)的内在资源。确认情绪背后需求

的治疗可以增加受助者的自我安慰能力和自我情绪调节能力。另

外，依近代神经心理的观点，情绪电路和自主神经系统与右脑紧

密相连，并通过迷走神经电路相互沟通，所以情绪调节效果可以

反应在通过自主神经系统调节的血压调节上。接近情绪背后，确

认需求的治疗也有助于受助者接纳（accept）情绪体验。因此，

本研究旨在探讨确认情绪背后需求的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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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在情绪焦点治疗里，可以把确认情绪背后需求的过程看作是

一系列的阶段性治疗过程。第一、要形成治疗关系，第二、要激

活以往的情绪经验进而探索受助者心里的情绪策略过程(emotion 

schematic processes)， 第三、要接近与次级情绪（secondary 

emotion）有关的初始情绪(primary emotion) 从而接近背后的

需求和渴望等内在资源。因此在本研究,把确认情绪背后需求的

过程看作是以几个治疗要素构成的阶段性治疗过程，并且根据情

绪焦点治疗（Emotion-Focused Therapy）、共鸣理解(emphatic 

understanding)、验证(validation)、现实治疗(reality 

therapy)，非暴力沟通(nonviolence communication)等理论说

明的确认情绪背后需求战略和方法构成了治疗要素。换句话说，

这个干预过程按顺序分为情绪认知(emotion awareness)，情绪

解释(emotion interpretation)，寻找和情绪有关的刺激，确认

需求（needs confirmation）等四个治疗的因素。为了验证确认

需求治疗的效果，本研究采用由赫普纳等人（1999年; 金桂

玄,2000年）提出的咨询和研究战略中的治疗因素细分策略

(dismantling strategy)。为了核实确认需求治疗（治疗因子）

的效果，在实验组按顺序实施了情绪认知，情绪分析，寻找和情

绪有关的刺激，确认需求等四种措施，在对照组实施了情绪认

知，情绪分析，寻找情绪刺激措施，然后观察了实验组和对照组

之间是否有可观的效果差异。为了使两个组所需要的时间一致，

比较组做完所需三个治疗后陈述了实验的过程。

除了被判定为不适合的10名参与者的数据以外，54名本科生和

研究生参与者的数据用于本次研究分析。在这项研究中，把异性关

系中经历的愤怒作为治疗的对象，然后实验是由基线- 激活- 治疗

的过程构成。受试者先被随机分配到实验组和对照组，后续进行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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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检查后，回忆异性关系中经历的愤怒事件而激活情绪，然后对实

验组和对照组分别执行不同的治疗，即最后进行最终测定。

本研究主要结果如下。首先，受试者根据实验条件在情绪状态

的变化上有显著差异。在负性情绪(negative affect)上，实验组

比对照组出现较低的负性情绪。在正性情绪(positive affect)

上，经过治疗后的实验组的正性情绪上升，反而对照组的情绪下

降。这表明负性情绪的减少显示了确认需求治疗的效果， 还说明

为了增加正性情绪，不能只满足于情绪认知、情绪解释，还需要确

认情绪背后的需求。

第二，确认需求治疗对降低收缩期血压有明显的效果。受试者

根据实验条件在收缩期血压有明显的变化而且实验组比对照组降低

更明显。在舒张期血压，对照组的舒张期血压在治疗后略微增加，

然而实验组的舒张期血压维持激活之后的状态，两组间无显著差

异。

第三，受试者根据实验条件在经验接受（experience 

acceptance）程度上有显著差异。实验组比对照组有更高的体验接

纳(willingness)能力。 这表明确认需求治疗对增加经验接纳能力

有很好的效果。

从上述结果可以判断确认需求治疗不仅对降低负性情绪有效而

且对增加正性情绪也有效果。此外，也可以判断对降低收缩期血压

和增加经验接纳能力也有效果。根据这些研究成果，讨论了相关研

究的未来方向和对心理咨询的含义。

主要词汇: 情绪，需求，确认需求, 治疗效果

学号: 2014-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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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working with emotions in counseling is to

bring out psychotherapeutic change. It is important to

experience emotion, but approaching the needs behind the core

emotion is a key factor for client’s change. which is due to the

emotions themselves have an inherent adaptive potential. The

client understands the meaning of his experience by becoming

aware of the needs behind emotions and the needs behind

emotions serve as the internal resource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 client's core maladaptive scheme. The treatment of

confirming the needs behind emotions enhances client’s

self-calming ability and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The

emotional circuit and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are closely

connected to the right hemisphere and operate in both directions

through the vagal nerve circuit, so that the emotional regulation

effect regulates the blood pressure controlled by the autonomic

nervous function. In addition, the treatment of approaching and

validating the needs behind emotions has the effect of

stimulating willingness. This study i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ntervention to confirm the needs behind emotions

in Emotion-Focused Therapy.

In Emotion-Focused Therapy, the treatment process of

confirming the needs behind emotions is regarded as several

phases. First, a counseling relationship is established. Second,

the emotional experience is activated and the emotion schematic

processes of the client’s is explored. Third, the primary emotion

associated with the secondary emotion is approached in ord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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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 the internal resources such as the needs behind the

emotion and the clients’ real concer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rocess of confirming the needs behind emotions is

considered as a phases of treatment composed of several

treatment factors. The several treatment factors were

constructed based on the strategies and techniques of

confirming the needs behind emotions described in

Emotion-Focused Therapy, empathic understanding, validation of

DBT, reality therapy, and nonviolence communication etc. In

other words, this treatment process can be sequentially divided

into four treatment ingredients such as emotion awareness,

emotion expression, finding the stimulus of emotion and needs

confirmation.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 of needs confirmation

treatment, this study used the ingredient dismantling strategy

suggested by Heppner et al. (1999; kim, 2000). In other words,

in order to confirm the effect of the needs confirmation

treatment, four kinds of treatments such as emotion awareness,

emotion expression, finding the stimulus of emotion and needs

confirmation were sequentially applied to the experiment group

and only emotion awareness, emotion interpretation, finding the

stimulus of emotion treatments were applied to comparison

group excluding needs confirmation treatment. The results of

the two groups were compared to conclude if there was a

meaningful difference of effect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mparison group. In order to match the treatment time

within the two groups, the comparison group was instruc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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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be the procedure of the experiment after applying the

three treatments described above.

Total number of 64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participated and 54 participants’ data were used for analysis, except

for the 10 data which were judged to be unsuitable. In this study,

the anger experienced in heterosexual relationship was the object

of counseling intervention, and the experiment was made by the

process of baseline - activation - treatment. Subjects were

assigned randomly to experimental group and comparison group,

after pretest was conducted, emotions were activated by recalling

the provoking events experienced in heterosexual relationships.

Th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mparison group received

different treatments, after which final measurement was carried

ou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ubjec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ceived emotional state changes

depending on experimental conditions. In the case of negative

emotions,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ignificantly lower

negative emotions than the comparison group. In the case of

positive emotions, the emotional level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increased after the treatment, and the emotional level of the

comparison group was decreased after the treatment. This indicates

that needs confirmation treatment was effective in reducing

negative emotions. It also shows that to increase positive emotions,

it is necessary not only to help express emotions, find stimulus of

emotions, but also to help them approach the needs behi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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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s.

Second, needs confirmation treatment was effective in

lowering systolic blood pressure. Subjec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ystolic blood pressure changes depending on the

experimental conditions and experimental group decreased more

than experimental group. The diastolic blood pressure of the

comparison group increased slightly after the treatment, and the

diastolic blood pressure of the experimental group maintained

still after the activation, wherea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Third, according to experimental conditions, Subjec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level of willingness.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higher level of willingness than the comparison

group.

In conclusion, needs confirmation treatment behind the emotions

appears to be an effective not only decrease negative emotion, but

also increase positive emotion. It also appears to decrease systolic

blood pressure and promoting the level of willingness.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the future research on the treatment of

confirming needs behind the emotions and the implications for

counseling will be discussed.

Key words: emotion, needs, needs confirmation, treatmen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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