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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학생들이 학습 중 경험하는 딴생각에 대한 두 가지 대처전략이 딴생각 발생 빈도와 독서량에 미치는 

효과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무선송수신기 장치를 활용하여 기저선 구간과 

처치 구간에서 각각 20분씩 읽기 자료를 읽게 하고 딴생각 빈도와 독서량에 대해 측정하였다. 처치 구간에서는 두 

집단으로 나누어 수용 전략과 사고억제 전략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기저선 구간과 처치 구간에서 딴생각 빈도

와 독서량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수용 전략 사용 집단은 기저선보다 딴생각 빈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사고억제 전략 집단은 기저선보다 딴생각 빈도의 평균값이 조금 증가하였다. 수용 전략을 사용한 집단에

서 기저선 대비 유의미하게 독서량이 증가한 반면, 사고억제 전략을 사용한 집단에서는 독서량이 기저선에 비해 감소

하였다. 분석 결과 처치 구간에서의 딴생각 빈도와 독서량에 대한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학생들의 학습과정에 대한 이해에 주는 의의와 학업상담 실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후속연구에 대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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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은 학력과 직업에서의 서열화가 심각하고, 늘 경쟁의 압박에 시달리는 환경이며(손지혜, 

2016; Tudor, 2012),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적어도 12년간의 치열한 입시경쟁 속에서 학업 스트레

스에 시달리며, 심지어 대학 진학 이후에도 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학업에 더해 취업으

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학업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누구나 학업상담의 

내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업 우수학생이나(김영빈, 김계현, 2009; 이경혜, 2002), 일반 고등학

생(조용환, 2009), 일반 대학생(이은희, 박상준, 2012) 등 다양한 집단이 학업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

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학업과 관련된 연구나 조력 서비스는 학습장애를 비롯하

여, 취약계층 학생, 장애로 인한 학습부진, 수월성이 낮은 학생들의 학습부진에 치중되어 있다(황매

향, 2008). 이에 학령기 학습부진이나 학업우수와 같이 특수한 계층으로만 나누기 보다는, 취업을 

하기까지 혹은 취업 이후에도 승진 시험이나 자격증 준비, 자기 계발 등과 같이 학습과 분리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특성 상 일반인이 학습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보다 구체적

이고 다양한 학업상담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학업상담 대상의 확장에 이어 학업상담에서 다루어야 할 구체적 문제와 그에 대한 개입 방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학습 과정에서의 딴생각은 여러 학습자들이 보편적으로 경험

하는 어려움 중 하나이다. ‘딴생각’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데로 쓰는 생각(국립국어원, 

2016)”을 의미하는 일상적 용어이지만, 학업상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현상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활동과 관련이 없는 딴생각에 일상의 3분의 1정도를 소비한다고 한다(Kane, Brown, 

McVay, Silvia, Myin-Germeys, & Kwapil, 2007; Klinger, 1999). 비교적 최근 Killingsworth와 

Gilbert(2010)는 실험실 밖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딴생각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딴생각의 빈도수와 내용, 그 순간의 감정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의 종류와 관계없이 전체 표집의 46.9%에서 딴생각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렇

듯, 딴생각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Smallwood & Schooler, 2006). 

학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목표한 바대로 잘 실천해 나가는 것은 학생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딴생각이 일상생활에서 46.9%의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현상임을 고려했을 때, 이

러한 딴생각이 학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학생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딴생각에 대처하는 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확인함으로써 학업상담 실제에 구체적 개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딴생각에 대한 대처전략으로 잘 알려진 딴생

각에 대한 사고억제 전략과 수용 전략의 효과를 실험 연구를 통해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딴생각이 실제 학업수행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권의 

책으로 된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딴생각 여부를 반복적으로 40분간(기저선-처치 구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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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대처전략의 효과 차이를 보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딴생각 발생빈도

의 증감과 더불어 개인이 읽은 단어 개수의 증감을 비교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읽기자료를 선정 및 제시하고, 탐침 포착

(probe-caught) 방법을 통해 기저선 구간과 사후 구간 각각 20분씩 딴생각 발생 빈도와 독서량을 

측정하였다. 기저선 구간에서는 딴생각 발생 빈도와 독서량을 측정하고, 처치 구간에서는 사고억제 

전략과 수용 전략으로 각각 개입한 다음 딴생각의 발생 빈도와 독서량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 중 딴생각 대처전략(사고억제 전략과 수용 전략)에 따라 딴생각 발생 빈도는 차이가 

나는가?

둘째, 학습 중 딴생각 대처전략(사고억제 전략과 수용 전략)에 따라 독서량은 차이가 나는가?

Ⅱ.� 이론적�배경

1.� 딴생각의� 의미

이렇듯 모두가 한번쯤 혹은 빈번하게 경험하는 딴생각에 대한 연구가 그 동안 학업상담 분야는 

물론 인지심리학의 주된 흐름에서 벗어나 있었던 이유는 딴생각이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되었기 때

문으로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딴생각은 과제와 관련이 없는 생각(task-unrelated thoughts, 

Smallwood, Baracaia, Lowe, & Obonsawin, 2003; Smallwood, Davies, Heimb, Finnigan, 

Sudberry, O'Connor, & Obonsawin, 2004; Smallwood, Obonsawin, Baracaia, Reid, O'Connor, 

& Heim, 2003; Smallwood, O'Connor, Sudberry, & Ballantyre, 2004), 과제와 관련이 없는 이미

지와 생각(task-unrelated images and thoughts, Giambra, 1995), 마음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것

(mind pops, Kvavilashvili & Mandler,. 2004), 멍 때리기(zone outs, Schooler, 2002; Schooler, 

Reichle, & Halpern, 2005), 자극 독립적인 생각(stimulus-independent thought, Antrobus, 1968; 

Teasdale, Lloyd, Proctor, & Badgeley, 1993; Teasdale, Segal, & Williams, 1995) 등으로 정의되었

다. 연구 분야나 연구자들이 포착한 현상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으로 정의되었지만, 그 현상은 공통

적으로 딴생각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즉, 현재 자신이 목표로 한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에 빠져있는 현상(mind wandering)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Smallwood & Schooler, 2006).

딴생각이 인간이라면 모두 경험하는 보편적인 현상(Smallwood & Schooler, 2006)이며,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현상(Giambra, 1995)이라는 증거는 신경과학을 통해서도 

입증이 되었다. 뇌기능자기공명영상(fMRI)을 통해 측정한 결과, 연구대상자가 멍하게 공상에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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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일화적인 상상을 할 때, 혹은 현재 하고 있는 과제와 관련이 없는 생각을 할 때 높은 수준의 

신경활동을 보이는 뇌 영역이 확인되었으며, 연구자들은 이를 뇌의 기본 상태라는 의미에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DMN: default-mode network)로 명명하였다(Buckner & Carroll, 2007; Mason, 

Norton, Van Horn, Wegner, Grafton, & Macrae, 2007; Raichle, Macleod, Snyder, Powers, 

Gusnard, & Shulman, 2001). 이와 반대로 특정한 과제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을 때 활성화되는 뇌

의 상태를 실행 모드 네트워크(EMN: executive-mode network)라고 한다(Christoff, Gordon, 

Smallwood, Smith, & Schooler, 2009). 

fMRI를 통해 DMN이 외부과제를 수행할 때 보이는 활성화 패턴과 부적 상관이 있음이 나타났으

며, SART(Sustained Attention to Response Task)를 수행하는 동안 연구대상자가 과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DMN의 활성화가 증가한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Christoff, Gordon, Smallwood, Smith, & 

Schooler, 2009). 또한 DMN은 우리 뇌에서 일종의 컴퓨터 스크린세이버 역할을 하며, DMN이 활성

화 될 때는 자전적 기억(autobiographical memories)과 같은 내부지향적 인지(internally-directed 

cognition)가 발생하고, 외부지향적 인지(externally-directed cognition)는 DMN과 부적상관을 보였

다(Anticevic, Cole, Murray, Corlett, Wang, & Krystal, 2012). 이에 신경과학자들은 딴생각의 주요 

원인을 DMN 때문이라고 가정하였다. 이후 연구들에서 내부지향적 인지와 기억의 회상, 정신화 과정

(mentalizing), 개념처리 및 정서처리 등의 뇌의 처리를 담당하는 DMN의 세부 영역이 조금씩 밝혀지

고 있다(Andrews-Hanna, Reidler, Sepulcre, Poulin, & Buckner, 2010; Andrews, Smallwood, & 

Spreng, 2014).

2.� 대처전략으로서의� 사고억제와� 수용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상호작용 모델은 스트레스를 일방적인 자극이나 개인의 

반응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개인과 환경간의 역동적이고 복잡한 관계라는 관점에서 스트레스를 설

명하는데, 특정사건이 개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건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

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개인이 특정 사건을 스트레스로 평가를 내리면 그 다음 단계로 스트

레스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Lazarus(1991)는 개인이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를 내려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면 해당 경험을 통제하기 위해 사고를 억제하거나 추방하려는 대처전략

을 취할 것이라고 보았다. ‘흰곰 실험(White bear)’을 통해 알려진 사고억제(thought suppression)는 

‘특정 사고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Wegner, Schneider, Carter, & White, 

1987). 동일 집단을 둘로 나누어 실험 집단에게 흰곰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도록 처치한 결과, 억제 

처치 이후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게 했을 때 실험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더 빈번하게 흰곰에 대

한 빈도를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원하지 않는 생각이나 기분, 느낌, 감각 등과 같은 심리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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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하려는 노력이 의도했던 것과 달리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처럼 사고억제

의 의도대로 사고가 억제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사고억제의 역설적 효과라고 하는데 여

러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 비단 원치 않는 특정한 사고의 통제 뿐 아니라, 스트레스나 불안한 

상태 조건에서 기분통제에 대한 시도(Wenzlaff, Wegner, & Klein, 1991),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이완 시도(Wegner, Broome, & Blumberg, 1997), 불면증 환자가 억지로 수면을 취하려고 한 시도

(Ansfield, Wegner, & Bowser, 1996), 의도적으로 기억 망각을 시도한 연구(Macrae, Bodenhausen, 

Milne, & Ford, 1997), 아마추어 축구 선수를 대상으로 특정 지역을 보지 않도록 요구하고 페널티

킥을 수행시킨 연구(Bakker, Oudejans, Binsch, & van der Kamp, 2006) 등이 있다.

사고억제와 대비되는 대표적 대처 전략 중 하나는 수용이다. 수용이란 방어 없이 사적인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Hayes, 1994). 혐오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다양한 사건

들에 대해 도피, 회피, 혹은 투쟁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Cordova & Kohlenber, 1994). 

이후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 Commitment Therapy: ACT, Hayes, Strosahl, & Wilson, 

1999)는 개인의 사적인 경험 그 자체는 중립적이나, 경험에 대한 개인의 의도적 통제가 가해지면 

사고억제의 역설적 효과에서처럼 오히려 역설적으로 해당 경험의 빈도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개인

의 심리적 고통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사고억제 전략의 역설적 효과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

의 개념은 바로 ‘경험 회피(experiential avoidance)’이다. 경험회피란 개인이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

지 않는 특정한 사적인 경험들, 즉 신체적 감각, 정서, 사고, 기억, 행동 경향성 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사건의 형태, 빈도, 상황을 바꾸려고 하거나 이를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현상

을 의미한다(Hayes, Wilson, Gilfford, Follette, & Strosahl, 1996). 수용 전략의 임상적 효과는 우리

나라에서도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용전념치료를 실시한 

집단에서 발표불안사고와 불안민감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김혜은, 김도연, 2012), 진로결

정과정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기반 개입을 받은 집단은 위협적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을 덜 보

이고,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하였다(이아라, 2013). 청소년 대상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은 회피정서 조절 감소, 정서조절곤란 감소, 시험불안 감소, 시험 대처행동 증가 등의 효과

가 있었다(허예슬, 손정락, 2013; 황성옥, 박성현, 2010). 또한 부정적 정서 자극에 대한 수용 전략과 

억제 전략을 비교한 결과, 주관적 고통을 보고하게 한 집단에서는 억제 집단이 수용집단보다 낮은 

수준의 주관적 고통을 보고했지만 생리측정치에서 억제 집단의 피부전도반응이 수용집단보다 상승

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구해경, 김미정, 현명호, 2007).

3.� 딴생각에� 대한� 사고억제� 대처

딴생각이 인간에게 보편적인 현상이며 학생들 대다수가 이를 경험한다면, 딴생각 문제로 인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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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겪는 이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이를 스트레스 상호작용 모델로 설명하였다. 특정 사건이 개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건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개인은 특정사건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내린 뒤, 그 다음 단계로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대처전략의 효과가 중요하다. 학업목표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딴생각을 하는 자신을 지각한 학

생은 방해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처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박승호, 1995; 이종삼, 

1997; Corno, 1986; Kuhl, 1985; McCann & Garcia, 1999; Pintrich, 1999). 대부분의 대처전략

이 효과적이겠으나, 개인이 선택한 대처전략이 비효율적이라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개인은 더욱 큰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이다. 

Salkovskis(1985)의 인지행동 모델과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상호작용 모델에 따

르면 특정 사건 혹은 생각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지적 평가를 내리게 되면 개인은 이를 억제하거나 

제거해서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회피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에 학생들이 

많이 사용할 것으로 여겨지는 대표적인 대처전략은 바로 사고억제(thought suppression)이다. 사고

억제는 특정 생각을 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써, Wegner 외(1987)의 실험을 시작으로 수많은 

사고억제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딴생각에 대한 사고억제의 효과는 침투사고 연구를 통해 확인

되고 있다. 침투사고(intrusive thought)는 외부 자극 없이도 의식 속에 갑자기 침투해 들어오는 사고

이다(Rachman, 1998). 침투사고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도 침투사고를 경

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reeston, Ladouceour, Thibodeau, & Gagnon, 1991; Purdon & 

Clark, 1993). 또한 침투사고는 그 자체가 심각한 정서장애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경험적 연구

결과가 있다(Rachman & de Silva, 1978). 보편적인 침투사고에서 병리적인 강박사고로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정상적인 침투사고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부적응적인 대처전략이 그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Purdon & Clark, 1993; Rachman, 1997; Salkovskis, 1999)이 있다. 부적응적인 사고억제 전

략의 사용으로 인해 원치 않는 생각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역설적 효과는 개인의 심리적 불편감

을 더욱 증폭시키게 되는데, 딴생각의 발생과 학생이 사용하는 대처전략의 관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과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경과학자들은 딴생각을 하는 뇌의 상태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efault-mode network)’라고 명명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딴생각을 하는 상태를 특수한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default’, 즉, ‘기본값’ 모드로 보았다는 점인데, 그 메커니즘을 모르는 일반 학생

에게 있어 딴생각은 ‘공부를 방해하는 것’, ‘억제해야 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상위자각 상태에서 딴생각에 대한 알아차림은 그 자체로

써 인지적 자극(cognitive stimuli)이 되고, 그 자극에 대해 사고억제라는 인지적 반응(cognitive 

response)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DMN으로 인해 자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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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적으로 다시 딴생각이 떠오르는 과정이 반복되면 이를 잘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심리적으

로 불편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 또한 작업기억과 주의실행 모델(executive model of attention)의 

관점에서 볼 때, 딴생각으로 인해 지각 탈동조화(decoupling)가 발생한 경우, 과제에 대한 수행이 

저조해지므로(Schooler, Smallwood, Christoff, Handy, Reichle, & Sayette, 2011), 저조한 과제 수

행량은 학생에게 딴생각 억제의 필요성을 더 자각시킬 수 있다.

4.� 딴생각에� 대한� 수용� 전략�

사고억제 전략의 역설적 효과에 대한 대안으로 수용 전략이 제시되었다(Hayes, Strosahl, & 

Wilson, 1999). 사고억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고, 경험, 감정, 느낌 등에 대해 회피, 억제 또는 

변화시키려는 시도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도를 연구자들은 경험적 회피(experiential avoidance)라고 

명명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개방적으로 경험하는 태도를 수용

(acceptance)이라고 하였다(Hayes, 1994; Hayes et al., 1996). 수용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 가운데, 

특히 수용전념치료(ACT, acceptance commitment therapy)의 이론적 배경인 관계구성틀이론(RFT, 

relational frame theory)은 딴생각 발생 시 학생이 사고억제전략과 수용 전략 중 무엇을 선택하게 

되는 지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RFT는 인간의 인지가 ‘임의적으로 유추한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다양한 자극 사건들 

간의 관계를 유추해내고 조합하며, 유추된 관계를 통해 임의적으로 맥락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오히려 부적응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적용해보면, 딴생각은 그 자

체에서 끝나지 않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 상태’, ‘집중력이 부족한 나’, ‘해서는 안 되는 것’, ‘의지

력이 부족한 나’, ‘나쁜 시험 결과’, ‘원하지 않는 결과’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유추되는 관계

를 피하고 싶은 개인은 ‘딴생각을 하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통제하

거나 그 상황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될 수 있다. ACT에서는 경험회피와 같은 통제시도가 

일시적으로는 불안이 감소되는 것처럼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회피 

시도가 회피하려는 사건의 접근성과 민감성을 높이는 역설적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을 정신병리에 취약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Abramowitz, Tolin, & Street, 2000; Hayes, Luoma, 

Bond, Masuda, & Lillis,, 2006; Purdon & Clark, 2001).

인지치료의 제3의 흐름으로써 수용기반 접근은 불안장애, 우울증을 비롯해 정신병리 집단(Hayes, 

Strosahl, & Wilson, 1999)과  비임상 집단의 침투적 사고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이미소, 2014; 

Marcks & Woods, 2005; Najmi, Riemann, & Wegner, 2009)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또한 

수학불안(Zettle, 2003), 당뇨관리(Gregg, Callaghan, Hayes, & Glenn-Lawson,, 2007); 약물중독

(Hayes, Wilson, Gilfford, Follette, & Strosahl, 2004) 등에서 다양하게 ACT의 효과가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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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발생적인 딴생각의 속성을 고려했을 때, 의도적으로 딴생각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 위해 자신

을 통제(사고억제 전략)하지 않고 ‘딴생각을 할 수도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 수용할 수 있게 도와준

다면 오히려 사고억제의 역설적 효과와 반대로 딴생각의 빈도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5.� 딴생각과� 학업수행

실행 통제와 딴생각이 모두 정보 처리를 위해 인지적 자원을 사용한다는 가설에 근거해 실행 통제

의 실패가 딴생각의 원인일 수 있다(Smallwood & Schooler, 2006). 계획 수립, 주의력 분배, 작업 

기억 등과 같이 실행 기능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딴생각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학업 수행이 저조해짐을 예상할 수 있다. 과제의 특성이 딴생각의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경우(Giambra, 1995; Grodsky & Giambra,1990; Teasdale et al., 1993), 연습이 딴생각

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Cunningham, Scerbo, & Freeman, 2000; Smallwood, Davies et al., 2004), 

딴생각과 읽기 이해의 관계(Schooler, Reichle, & Halpern, 2004)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과제가 지루할수록, 과제를 많이 연습할수록 딴생각의 발생은 증가하였고, 딴생각의 발생이 증가할

수록 읽기 이해도는 낮아졌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학습 중 딴생각을 알아차렸을 때 학습자가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 수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지한다. 이 

연구에서는 읽기 이해의 전 단계로 읽기의 기초적인 단계인 해독(decoding)과 묵독유창성에 초점을 

두고 딴생각 발생에 대한 대처전략이 독서량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시각적으

로 제시된 글자를 보고 말소리로 바꾸는 기술인 해독은 읽기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으로써, 해독 기

술이 자동화 될수록 보다 많은 주의력 자원을 지문 이해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능숙한 해독 기술

은 학습의 필수적인 요소이다(Stanovich, 2000). 문자 해독만큼 읽기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읽기의 유

창성인데, 읽기유창성은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자동화된 능력을 의미한다(Rasinsky, 

Blachowicz, & Lems, 2012).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소리를 내어 글을 읽는 음독유창성보다 소리

를 내지 않고 눈으로 읽는 묵독유창성이 학습에 더욱 중요하다(김동일, 조영희, 고혜정, 2015).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이며,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기 

소재 K 교육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휴학 혹은 졸업을 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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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실험 안내문을 배포하여 연구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를 희망한 학생들과 

사전 약속 후,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조용한 강의실 또는 연구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상담실

습실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약 70분 정도였다.

실험에 참여한 100명의 대학생 중 조작확인(manipulation check)을 한 결과 실험 안내를 잘 이해

하지 못했다고 응답하거나, 실험처치 전략을 불일치한 방향으로 노력했다고 응답한 참가자는 0명으

로, 100명의 자료를 모두 분석에 이용하였다. 총 100명의 평균 나이는 24.7세(SD=2.83)였다. 연구

대상자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전체
(100명)

사고억제 집단
(50명)

수용 집단
(50명)

성별
남 46 22 24

여 54 28 26

학년

2학년  2  0  2

3학년  3  3  0

4학년 59 30 29

졸업 25 11 14

휴학 11  6  5

준비 중인
시험 종류

초등 임용고시 58 29 29

9급 국가직 21 12  9

CPA  6  3  3

서울시 7급  5  3  2

경찰공무원  3  1  2

편입시험  3  2  1

GRE  2  0  2

침투비파괴검사 산업기사  2  0  2

<표� 1>�연구참여자�분포

2.� 연구절차

1) 실험 자극 개발

(1) 읽기자료

이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상이한 시험을 앞 둔 수험생인 관계로 실험실 장면에서 딴생각을 

유발하고자 할 때 지루하고 두꺼운 책을 읽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선행 연구(Schooler, Reichle, 

& Halpern, 2005)를 바탕으로 『전쟁과 평화』를 연구참여자에게 읽게 하였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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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서 3종 중, 상담 전공 박사 수료생 2명의 검토를 바탕으로 편집과 구성에 있어 딴생각 유발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책을 선정하였다. 선정 시 고려된 사항은 편집상태의 가독성, 번역된 

문장의 난이도, 페이지 전반의 흥미도였다. 읽기 자료는 일부 페이지가 아닌 온전한 책의 형태로 제

시되었다. 기저선 구간(20분)과 처치 구간(20분)에서 연구참여자가 읽은 독서량은 낱말 개수로 측정

되어 자료 분석에서 처리되었다.

(2) 사고탐침 측정도구 및 탐침 간격 프로토콜 개발

이 연구에서는 마우스나 컴퓨터 화면, 혹은 개인의 주의를 크게 분산시킬 수 있는 큰 알람소리 

등을 피해 딴생각을 탐침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였다. Schooler, Reichle과 

Halpern(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장치를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탐침 도구를 개발

하였으며, 송신을 위한 연구자용 휴대가 가능한 알람 버튼, 손목시계 형태로 만들어진 연구참여자용 

수신기, 무선송수신장치로 구성되었다. 연구자가 원하는 시점에 버튼을 누르면 연구참여자가 착용한 

시계에 진동이 한 번 울린다. 연구참여자는 딴생각을 한 경우에, 시계에 부착된 버튼을 누르면 되고, 

딴생각을 하지 않은 경우 응답할 필요 없이 계속 책을 읽으면 된다. 연구자가 보낸 알람과 연구참여

자의 응답 여부는 컴퓨터에 설치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기록된다. 사고탐침 간격은  30초 마다 

측정했을 때 보다 1분 정도의 간격이 딴생각 유발에 더 적절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

(Smallwood, Obonsawin, & Reid, 2003)를 바탕으로 최소 40초 이상, 최대 1분 20초를 넘기지 않

는 변동간격으로 20분간 총 20회, 기저선과 처치 구간 모두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구성하였다.

(3) 사고억제/수용 전략 프로토콜 개발

이 연구에서는 사고억제 전략과 수용전략에 대한 교육자료를 연구참여자에게 제시하고, 해당 기

법을 연습해 본 뒤, 책을 읽는 동안 딴생각이 발생하면 해당 기법을 적용하도록 안내하였다. 처치 

전략은 해당 전략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을 때 그 결과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 결과

(Masuda, Hayes, Sackett, & Twohig, 2004)에 근거해, 사고억제 전략 실험지시문은 이용승 및 원

호택(2000)이 Wegner 외(1987)의 처치 전략을 번안해 사용한 내용을, 수용전략 실험지시문은 수용

전념치료 매뉴얼(Hayes et al., 2004)을 바탕으로 Marck와 Woods(2005), Najmi, Riemann과 

Wegner(2009)가 실험지시문 형식으로 재구성한 내용을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개발하였

다. 이후 상담전공 박사수료 2인의 검토를 통해 보완하였다.

2) 실험 실시

실험 실시에 앞서 상담전공자 2인과 사고억제 전략 및 수용 전략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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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을 대상으로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 연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실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실험을 실시하였다.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최종승인을 받은 이후 연구 대상을 모집하고, 연구참여를 

희망한 학생들과 연구자가 1:1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사고억제 전략 집단과 수용 

전략 집단에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딴생각에 대한 교육 자료를 혼자 

읽게 한 뒤, 연구자가 직접 그 내용을 읽어주면서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했다. 사고 탐침을 위한 

손목시계 착용 후, 책을 읽으면서 알람에 맞춰 응답버튼을 누르는 것이 어렵지 않은지 실제 연습이 

이루어졌다. 개인의 편의에 따라 손목에 직접 착용하거나, 손에 시계를 쥐고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 실험 구간은 기저선 측정구간으로 20분 동안 20회의 알람이 주어졌다. 이 때 연구참여자는 

주어진 읽기자료를 읽으면서 손목시계에 진동이 울리면 진동이 울리기까지의 간격 동안 딴생각을 

한 경우 손목시계의 버튼을 눌러 응답을 하였다. 만일 딴생각을 하지 않고 책을 읽고 있었던 경우 

아무런 버튼도 누르지 않았고 그대로 프로그램 상에 기록이 되었다. 이 때 진동과 진동사이에서 딴

생각의 빈도가 1회 이상이어도 반응은 한 번만 하도록 안내하였다. 

기저선 측정이 끝난 후, 배정된 처치 집단에 따라 개발 된 각 전략 별 프로토콜 자료를 안내받고 

각각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사고억제 전략 자료는 딴생각이 학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

여, 학업수행을 저조하게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때문에 딴생각을 알아차리면 적극적으로 딴 

생각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수용전략의 경우, 딴생각이 우리 뇌의 가장 기본적

인 상태라는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딴생각을 없애려는 시도가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해당 전략 자료를 읽은 뒤, 연구참여자가 충분히 해당 내용을 이해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한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하였다. 각 집단별로 처치 구간에서는 역시 

『전쟁과 평화』를 읽으면서 기저선 구간과 동일하게 20분간 20회의 딴생각 사고탐침이 이루어졌

다. 이 때 두 집단은 모두 동일하게 딴생각이 발생하면 자신이 안내받은 전략을 시행하도록 지시받

았다. 해당 전략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딴생각이 발생할 경우에는 진동이 울렸을 때 버튼을 누르

도록 하였다. 이후 실험 순응도를 확인하기 위해 조작확인(manipulation check)을 실시하였고, 모든 

실험 절차 후 디브리핑 과정을 실시하였다.

3.� 연구도구

앞서 언급한 읽기 자료와 사고탐침 측정도구 외에 실험과정에서 연구의 절차와 연구자 지시에 

얼마나 순응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Najmi, Reimann과 Wegner(2009)가 개발한 3문항의 자기보고

형 질문지를 본 실험에서는 대처전략에 대한 노력(실험에 참여하는 동안 딴생각을 하는 것을 알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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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면 억제하기 위해(수용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순응도(실험하는 동안 연구자의 지시

에 어느 정도 따르셨습니까?)에 대해 1점(전혀 아님)에서 7점(매우 많이) 사이의 Likert 척도를 통해 

평정하도록 이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범불안 장애 환자를 비롯

(Becker, Rinck, Roth, & Margraf, 1998), 개인의 강박, 걱정, 불안 수준에 따라 사고억제의 역설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이용승, 원호택, 2000). 연구참여자 집단이 비임상집단에 해당하

는지를 확인하고, 두 집단의 사전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1) 강박 침투사고 질문지

강박 침투사고 질문지(Revised Obsessional Intrusions Inventory: ROII)는 Purdon과 

Clark(1993)이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강박적인 생각이나 이미지, 충동 등의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형 척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한주(1999)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강박사고 여부에 대한 측정을 위해 0점부터 6점까지 다양한 강박사고의 빈도를 묻는 전반

부 52문항까지만 측정하며,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5였고 2주 간격으로 검사-재

검사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94로 보고되었다. 자생성 강박사고 집단의 경우 평균 점수가 61.84점

(SD=2.33)이었고, 반응성 강박사고 집단의 경우 55.74점(SD=3.49)로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1였다.

2) Penn State 걱정 질문지

Penn State 걱정 질문지(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PSWQ)는 걱정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Meyer, Metzger 및 Borkovec(1990)이 개발한 것으로 16문항으로 된 자기보고 질문지이다. 각 문항

은 5점 척도이고,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2로 보고되었다. 점

수 범위는 16점에서 80점까지이다. 56점 이상이면 범불안장애 진단기준에 적합한 점수로 알려져 

있다(Mennin, Fresco, Heimberg, & Turk, 1999). 이 연구에서는 김정원과 민병배(1998)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민병배(2000)의 연구 결과 강박장애 환자집단의 점수 평균은 59.6점(SD=10.5), 

범불안장애 환자 집단의 경우 62.1점(SD=10.5)였고, 정상인 집단은 43.7점(SD=10.7)이었다. 이 연

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5였다.

3) 한국판 Beck 불안 질문지

Beck 불안 질문지(Beck Anxiety Inventory: BAI)는 불안증상의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

고형 질문지로, Beck, Epstein, Brown과 Steer(1988)가 개발하였다. Kwon(1992)이 한국어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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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한국판 BAI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3였고 반분신뢰도는 .89이었으며,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4로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한주(1999)의 논문에서 쓰인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육성필과 김중술(1997)의 연구에서 불안장애 집단의 평균은 22.4점(SD=12.4)였고, 일

반인 집단의 경우 14.3점(SD=8.3)으로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7였다.

4.� 자료� 분석

이 연구의 모든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집단 간 사전 동질성

을 확인하기 위해 기저선 딴생각, 기저선 독서량, 강박, 걱정, 불안과 관련된 측정치에 대해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다. 실험 진행 동안 측정한 연구참여자들의 딴생각 빈도와 독서량 자료에 대해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해 딴생각 빈도와 독서량 변화 양상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처치별� 사전� 동질성� 확인

먼저, 사고억제 전략 집단과 수용 전략 집단의 동질성 확인을 위해 기저선 딴생각 빈도, 기저선 

독서량, 강박, 걱정, 불안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처치 이전의 기저선 딴생각, 

독서량, 강박, 걱정, 불안 정도에 있어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아 처치 이전의 

두 집단은 딴생각, 독서량, 강박, 걱정, 불안 수준에 있어 동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강박, 걱정, 불

안 수준에 있어 연구참여자 집단은 비임상집단에 해당하는 점수 평균을 보고하였으며, 이들이 보고

한 딴생각 빈도가 임상적 문제로 인한 것은 아님으로 판단하였다. 각 변인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통계량은 <표 2>와 같다. 표 2의 기저선 딴생각의 평균은 20분간 20회를 탐침했을 때, 나타난 딴생

각 빈도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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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처치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df  t(p)

기저선
딴생각

수용 50   12.12   3.67
98   .18(.86)

억제 50   12.00   3.08

기저선
독서량

수용 50 3103.92 668.91
98 -1.17(.25)

억제 50 3268.16 736.97

강박
수용 50   31.64  14.51

98 -1.03(.31)
억제 50   35.32  20.62

걱정
수용 50   50.54  15.04

98   .34(.18)
억제 50   46.82  12.65

불안
수용 50   14.36   7.13

98   .59(.56)
억제 50   13.54   6.81

<표� 2>�집단�간�사전�기술통계량

2.� 기저선� 구간� 딴생각� 빈도의� 변화� 양상

이 연구는 사고억제 전략과 수용 전략의 개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저선 구간과 처치 구간의 두 

측정시점을 가졌다. 한 구간 당 20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간 내에서 각각 20회의 사고탐침이 이루

어졌다. 기저선 구간 동안 20회의 사고탐침에 따른 딴생각 빈도 평균값은 <표 3>과 [그림 1]에 제시

한 바와 같다. 사고탐침 회차에 따른 집단 전체의 딴생각 빈도 값의 평균값과 수용 전략 집단, 사고

억제 전략 집단의 딴생각 빈도 평균값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수용 전략 집단의 경우 평균 .62, 사고억

제 전략 집단은 .72로 시작하였으나, 두 집단의 값은 탐침 5회 차에서 .42로 동일한 값을 보고하고 

이후 다시 다른 값을 보인다. 

<표� 3>�기저선�탐침시점별�딴생각�빈도�

기저선 구간
탐침 시점

수용(N=50) 억제(N=50)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기저 1(45초) .62 .49 .72 .45

기저 2(2분) .62 .49 .52 .50

기저 3(2분 59초) .54 .50 .54 .50

기저 4(4분) .62 .49 .42 .50

기저 5(4분 52초) .42 .50 .42 .50

기저 6(6분) .70 .46 .68 .47

기저 7(6분 40초) .66 .48 .80 .40

기저 8(8분) .60 .49 .68 .47

기저 9(8분 57초) .54 .50 .62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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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저선�구간의�딴생각�빈도�변화

3.� 수용� 및� 사고억제� 전략� 집단의� 딴생각� 빈도� 차이

1) 수용 및 사고억제 전략 집단의 처치 구간 딴생각 빈도의 변화 양상

수용 전략과 사고억제 전략 실시 이후 각 집단 간 처치 구간의 20회의 사고탐침에 따른 각 탐침시

점 별 딴생각 빈도 평균값은 <표 4>와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기저선 구간과 달리 수용 전략 

집단의 경우 딴생각 빈도가 평균 .58, 사고억제 전략 집단의 경우 .16로 시작하였고, 두 집단의 각 

탐침 회 차 별 값은 서로 다르게 증감을 보이다가 탐침 5회차에서 .50으로 동일한 값을 보이는데 

이는 기저선 때와 동일한 현상이다. 연구 설계에 따른 사고 탐침 시간 간격을 고려했을 때, 탐침 

5회차는 처치 구간의 측정이 시작된 후 4분 52초가 경과된 시점이다. 동일한 값은 아니나 탐침 13회

차에서 다시 수용 전략 집단이 .36, 사고억제 전략 집단이 .34로 근사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 회차는 

기저10(10분) .58 .50 .52 .50

기저11(11분 3초) .60 .49 .74 .44

기저12(12분) .66 .48 .60 .49

기저13(13분 20초) .62 .49 .48 .50

기저14(14분) .66 .48 .68 .47

기저15(15분 8초) .62 .49 .58 .50

기저16(16분) .66 .48 .68 .47

기저17(17분 1초) .54 .50 .50 .51

기저18(18분) .56 .50 .56 .50

기저19(19분 15초) .64 .48 .70 .46

기저20(20분) .66 .48 .5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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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시작 후 13분 20초가 경과한 시점이다.

<표� 4>�처치�후�탐침시점별�딴생각�빈도�

처치 구간
탐침 시점

수용(N=50) 억제(N=50)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처치 1(45초) .58 .50 .16 .37

처치 2(2분) .56 .50 .42 .50

처치 3(2분 59초) .56 .50 .78 .42

처치 4(4분) .50 .51 .80 .40

처치 5(4분 52초) .50 .51 .50 .51

처치 6(6분) .34 .48 .76 .43

처치 7(6분 40초) .24 .43 .84 .37

처치 8(8분) .20 .40 .82 .39

처치 9(8분 57초) .16 .37 .60 .49

처치10(10분) .56 .50 .72 .45

처치11(11분 3초) .20 .40 .86 .35

처치12(12분) .18 .39 .82 .39

처치13(13분 20초) .36 .48 .34 .48

처치14(14분) .38 .49 .72 .45

처치15(15분 8초) .20 .40 .70 .46

처치16(16분) .22 .42 .72 .45

처치17(17분 1초) .46 .50 .78 .42

처치18(18분) .38 .49 .56 .50

처치19(19분 15초) .04 .20 .82 .39

처치20(20분) .16 .37 .78 .42

[그림� 2]� 처치�구간의�딴생각�빈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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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 및 사고억제 전략 집단의 딴생각 차이 검정

수용 전략 사용 집단과 사고억제 전략 집단의 딴생각 빈도에 대한 반복측정 결과를 분석하기 전

에, 반복측정분산분석에서 중요한 가정인 합동대치성 가정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Mauchly의 구형성 검증 실시 결과 측정시점의 유의확률이 .05보다 낮아 Greenhouse-Geisser 방식

으로 자유도를 보정하여 검증하였다. 측정 시점의 주 효과 및 시점(F=58.457, p＜.001)과 처치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F=187.653, p＜.001) 모두에서 유의확률이 .001보다 낮아, 딴생각 빈도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구형성 가정이 충족되었다.

측정 시점별 수용 전략 및 사고억제 전략 집단의 딴생각 빈도에 대한 추정된 주변평균을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수용전략 집단과 사고억제 전략 집단은 기저선 구간에서는 유사한 평균값을 보이나, 

처치 구간에서 사고억제 전략 집단은 다소 증가한 반면, 수용 전략 집단은 큰 폭으로 딴생각 빈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기저선 구간에서의 딴생각 빈도의 평균값은 처치 구간에서의 딴생각 빈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F=58.457, p<.001)를 보였다. 또한 처치 종류간의 효과 검정 결과에서도 

수용 전략 집단과 사고억제 전략 집단 간의 딴생각 빈도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

되었다(F=28.368, p<.001).

<표� 5>�측정시점별�집단�간�딴생각�빈도의�추정된�주변평균

측정시점 집단 평균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기저선
수용 12.12 .479 11.16 13.07

억제 12.00 .479 11.04 12.95

처치 구간
수용 6.76 .471 5.82 7.69

억제 13.52 .471 12.58 14.45

<표� 6>�집단�간�효과검정

변산원 자승합 df 평균자승 F 유의확률

절편 12321.000 1 12321.000 1268.418 .000

전략집단 275.560 1 275.560 28.368 .000

오차 951.940 98 9.714

4.� 수용� 및� 사고억제� 전략� 집단의� 독서량� 차이

Mauchly의 구형성 검증 실시 결과 측정시점의 유의확률이 .05보다 낮아 Greenhouse-Geisser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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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자유도를 보정하여 검증하였다. 측정 시점의 주효과(F=22.200, p＜.001) 및 시점과 처치 집

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F=125.662, p＜.001) 모두에서 유의확률이 .001보다 낮아, 독서량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구형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측정 시점별 수용 전략 및 사고억제 전략 집단의 독서량에 대한 추정된 주변평균은 <표 7>과 같

다. 수용 전략 집단과 사고억제 전략 집단은 기저선 구간에서는 그 차이 값의 폭이 크지 않으나, 

처치 구간에서 사고억제 전략 집단은 독서량이 다소 감소한 반면, 수용 전략 집단은 큰 폭으로 증가

함을 알 수 있다. 기저선 구간과 처치 구간의 독서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F=22.200, 

p<.001)를 보였고, 처치 종류간의 효과 검정 결과에서도 수용 전략 집단과 사고억제 전략 집단 간의 

독서량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F=9.634, p<.001)가 확인되었다.

<표� 7>�측정시점별�집단�간�독서량의�추정된�주변평균

측정시점 집단 평균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기저선
수용 3103.92 99.52 2906.41 3301.42

억제 3268.16 99.52 3070.65 3465.66

처치 구간
수용 3936.04 106.20 3725.28 4146.79

억제 2928.54 106.20 2717.78 3129.29

<표� 8>�집단�간�효과검정

변산원 자승합 df 평균자승 F 유의확률

절편 1.095E9 1 1.095E9 2373.698 .000

전략집단 4444296.423 1 4444296.423 9.634 .000

오차 4.521E7 98 461329.715

이상의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그림 4]와 같다. x축은 기저선과 처치 구간의 두 

시점을, y축은 독서량의 추정된 주변평균값을 나타낸다. [그림 3]을 보면 수용 전략 집단과 사고억제 

전략 집단은 기저선 구간에서는 유사한 평균값을 보이나, 처치 구간에서 사고억제 전략 집단은 다소 

증가한 반면 수용 전략 집단은 큰 폭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을 보면 독서량에 있어 수용 

전략 집단과 사고억제 전략 집단은 기저선 구간에서는 그 차이 값의 폭이 크지 않으나, 처치 구간에

서 사고억제 전략 집단은 다소 감소한 반면 수용전략 집단은 큰 폭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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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집단�간�딴생각�빈도�변화 [그림� 4]� 집단�간�독서량�변화

Ⅴ.� 논의�및� 결론�

이 연구는 대학생을 포함한 성인 수험생들이 학습 중 경험하게 되는 딴생각에 대한 대처전략인 

수용 전략과 사고억제 전략이 딴생각의 발생 빈도와 독서량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학업상담 실제에 주는 시사점 및 연

구의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기저선 구간 20분, 처치 구간 20분 총 40분간의 측정을 통해 딴생각의 발생 빈도

를 포착하여 그 결과 뇌의 기본 모드는 딴생각을 하는 상태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Christoff et al., 

2009)를 확인하였다.  일상의 경험표집 연구에서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의 종류와 관계없이 전체 표집

의 46.9%에서 딴생각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Killingsworth & Gilbert, 2010). 이러한 연구 결과

는 이 실험을 통해서도 지지되었다. 수용의 효과가 유의미하였으나 표 4에서 볼 수 있듯, 처치 구간

에서의 발생빈도를 보면 가장 최저 평균값은 .04이다. 수용 전략이 효과적이었으나 수용 전략을 사

용한다고 해서 딴생각의 발생 빈도가 0이 아니라는 결과는 딴생각을 온전한 제거 혹은 통제의 대상

으로 볼 필요가 없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딴생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억제하고자 하는 노력이 

개인에게 통제실패의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대처 전략에 따라 기저선 구간과 대처 전략 사용 구간에서 딴생각 빈도의 평균값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p< .001)를 보였다. 딴생각 빈도의 추정된 주변 평균값을 비교했을 때, 수용 전

략 사용 집단(M=6.76)은 기저선(M=12.12) 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사고억제 전략 사용 집단

(M=13.52)은 기저선 보다(M=12.00) 다소 빈도의 평균값이 증가하였다. 또한 사후 구간에서의 딴

생각 빈도에 대한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001). 이러한 결과는 

사고억제의 역설적 효과와 수용 전략의 치료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관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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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고를 억제하고자 했을 때 오히려 해당 사고가 더욱 증가하는 역설적 효과(Wegner et al., 

1987)가 이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용 전략을 사용한 집단의 딴생각 빈도가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기저선 구간에서 측정된 수용 집단의 딴생각 발생 빈도 평균은 12.12

회(SD=3.67)고, 처치 구간에서의 발생 빈도 평균은 6.76회(SD=3.14)로 거의 반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수용 기반 처치를 했을 때 침투적 사고로 인한 불편감은 감소했지만 빈도는 

감소시키지 못했던 결과(이미소, 2014; Marcks & Woods, 2005; Najmi, Riemann, & Wegner, 

2009)와 달리 실제 딴생각의 발생 빈도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의 원인을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에 이루어진 사고억제 전략과 수용 전략의 연구는 

본인이 원치 않는 침투적인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Rutledge, 1998; Salkovskis & 

Campbell, 1994; Smári, Birgisdóttir, & Brynjólfsdóttir, 1995), 이때 원치 않는 사고의 기준은 사고

의 내용적 측면에서 본인이 심리적 불편감을 느끼는 지였다. 때문에 실험에서 제시된 사고유형이 

강박사고, 걱정, 불안 중 무엇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으며, 강박사고 내에서도 자생적 강박사고인

지 반응적 강박사고인지가 분리되지 않고, 강박사고와 걱정이 같이 제시되거나, 혹은 중립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를 모두 포함하는 등, 사고 유형의 제시가 명확하지 않았다. 수용 전략 역시 본인이 원치 

않는 사고, 느낌, 경험, 감정 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Hayes, 1994)라는 정의와 달리 좀 

더 제한적으로 심리적 불편감에 대한 심리적 수용을 강조하며 침투사고 자체 보다는 침투사고로 인

한 개인의 심리적 불편감을 수용하도록 개입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경험 회피를 이해

함에 있어, 관계구성틀 이론에서 설명하는 언어의 임의적이고 유추적인 관계에 착안하였다. 특정한 

딴생각을 선정하여 사고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본인이 수행하는 과제와 관련이 없는 방해요

인으로써의 딴생각을 억제하도록 하였다. 수용 전략 역시 방해요인으로써의 딴생각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바꿀 수 있는 근거자료를 교육시킴으로써, 과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생각을 하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변화시켜 딴생각을 위협적으로 인지하지 않도록 만든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 ‘학습 중에 하는 딴생각은 부정적인 것이며 공부에 방해가 되므로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

는 딴생각에 대한 개인의 관계구성적 학습 내용을 변화시켰고, 이 결과 수용의 효과가 딴생각 빈도 

감소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수용 전략을 사용한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한 독서량과 반대로 사고억제 전략을 사용한 

집단에서 독서량이 감소한 것 역시 수용 전략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준다. 독서량의 감소와 증가 모

두 동일한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Carver와 Scheier(1981)는 개인이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면 

주의집중이 과제의 단서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수행이 저하된다고 주장했다. Mathews와 

Macleod(2002)는 한 정보가 개인에게 입력되었을 때, 그 정보의 위협성에 대한 개인의 평가에 따라 

자극의 의미나 표상에 대한 활성화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때문에 해당 정보 자극을 위협적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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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면 이에 대해 추가적인 주의자원을 배분하기 때문에 다른 과제에 분배되어야 할 주의 자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보았다. 이상의 주장들을 종합해보면, 사고억제는 개인의 주의 자원을 딴생각을 억

제하려는 노력에 쏟게 만들어 정작 집중해야 할 과제의 수행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즉, 사고억제

로 인한 주의분산이 사고억제 집단의 독서량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수용 집단의 

경우 딴생각에 대한 위협성의 정도를 변화시켜 통제하거나 억제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지적 평가

를 내리게 되어, 주의자원이 과제에 배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고무적인 부분은 기저선 구간에 

비해 수용 집단의 독서량이 증가한 것인데, 이는 자연발생적인 딴생각에 대해 수용 전략을 사용할 

경우 역설적이게도 의도적으로 딴생각을 통제하려고 한 경우보다 오히려 개인이 원하는 상태에 도

달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딴생각을 하지 않는 지각의 동조화 상태에서는 외부 자극과 내적 표상 사

이에 주의 자원이 골고루 배분되기 때문에 작업기억상에서 활발하게 학습이 이루어지지만, 딴생각

으로 인해 탈동조화 상태가 되면 외부 자극에 대한 주의의 차단이 일어나고 내적 표상에 주의가 집

중되어 개인의 과제 수행이 저조해진다는 연구 결과(Smallwood, Fishman, & Schooler, 2007)와도 

일관된다. 딴생각 발생 빈도가 증가한 사고억제 전략 집단의 경우 독서량은 기저선 보다 감소하였

고, 수용 전략 집단의 경우 딴생각 발생 빈도는 감소하고 독서량은 기저선보다 증가하였다. 기저선 

구간에서의 측정값을 보면 수용 전략 집단과 사고억제 전략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후 구간에서 대처 전략에 따라 딴생각 발생 빈도와 독서량이 변화한 것을 고려해보면 학습 중 딴

생각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해요인으로 지각해서 억제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할수록 오히려 딴생

각은 역설적으로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학습에 대한 수행은 저조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업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집중, 딴생각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할 때, 딴생각에 대

해 억제하거나, 곧바로 집중하려는 노력에 대해 코칭하기 보다는, 상담실 방문 이전에 내담자가 학

습 장면에서 딴생각 발생 시 사용하는 대처 전략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비효율적인 전략의 사용이나 

잘못된 인지적 평가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연

구결과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학업상담 연구에서 중심 주제로 다루지 않았던 ‘딴

생각(Mind wandering)’을 학업상담 내담자의 호소문제와 연결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기존의 

딴생각 관련 연구가 인지심리학과 신경과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것에서 벗어나 학업상담의 

관점에서 해당 주제에 대해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정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업 수행과정에서 집중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걱정과 그 전 단계로 자연발생적인 딴생

각에 대한 구분을 통해 내담자의 호소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Killingsworth

와 Gilbert(2010)는 딴생각의 종류가 유쾌하고 긍정적인 것일지라도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생각을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개인은 불쾌감을 경험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는 학업부담과 경쟁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공부 중 딴생각을 경험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불편감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딴생각 발생 자체로 인한 학생들의 호소문제를 공감하고 이에 대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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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수용 전략의 개입을 통해 내담자가 기존에 형성해왔던 딴생각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변화시

키고 새로운 관계구성을 학습시킬 수 있다. 학습 시간 동안 온전히 집중해서 공부를 잘 해내고, 시험

에 합격하고 싶다는 개인의 소망이 과도해지면, 딴생각을 하는 자신을 알아차렸을 때, 딴생각에 대

한 부정적 평가는 물론 딴생각을 하는 자신에 대해 처벌적 사고를 하기 쉽고, 집중에 방해가 되는 

딴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과잉 의도로 연결될 수 있다. 그 결과 자신이 딴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 관찰하게 되고 딴생각을 하게 되면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무리한 노력을 하게 될 수 

있다. 상담자는 이 때 내담자의 부정적 평가와 부적응적인 대처전략이 오히려 본인이 원하는 소망으

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고, 위협 요인에 대해 재평가를 통해 위협가를 재설정함

으로써 불필요한 통제시도를 줄이고 사고억제에서 오는 주의분산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이 연구는 사고탐침 포착 방식을 활용한 실험설계로 개인의 딴생각 빈도를 객관적으로 측정

하고, 대처전략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심리적 불편감이나 만족도와 같은 자기보고식 측정치도 연구 

과정에서 중요한 접근법이나, 대처전략의 효과 차이를 확인함에 있어, 객관적인 측정을 위해 실험기

계 장치와 설계를 통해 빈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딴생각 발생 빈도와 독서량의 사전 사후 차이 및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이 연구문제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 결과는 다음의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의 분포

를 보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다. 다양한 표집을 하려 애썼지만 수험생 모집

의 어려움으로 표집 다양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딴생각에 대처전략이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많은 측정치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5분 이내의 처치 구간 설계인 선행연구의 짧은 측정 시간이 딴생

각 발생 빈도를 관찰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저선 구간과 처치 구간의 시간을 각각 20

분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 빈도와 독서량 측정만 했음에도 실험시간이 70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었

다. 실제 수험을 앞둔 학생들을 표집대상으로 한 연구 특성상, 1시간 이상을 소비하는 것에 대해 

수험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하였고, 이로 인해 처치 구간 이후 탐색해볼 필요가 있는 여러 요

인들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다. 대처 전략에 따른 과제에 대한 호감도, 참여자들의 정서 변화, 과제에 

대한 이해도 등을 추가로 탐색해본다면 상담개입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셋째, 딴생각은 비단 성인 수험생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히려 입시 경쟁에서 시달

리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딴생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를 주제로 연구가 되었으나,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비임상 집단으로서 딴생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내담자 집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들이 경험하는 딴생각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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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의 정도, 실제로 사용하는 대처전략의 종류 들을 확인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실험에서 사용된 읽기자료인 『전쟁과 평화』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이 사전에 노출된 정도, 친

숙도 등이 연구 사전단계에서 통제되지 않았다. 이후 연구에서는 이런 변인까지 통제하여 측정한다

면 보다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측정방법의 다양화이다. 이 연구에

서는 딴생각 빈도를 종속측정치로 했기에, 자가 분류 탐침 포착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이후 연구에

서는 자가 포착 방식이나 연구자 분류 탐침 포착 방식 등을 통해 딴생각을 내용면에서 분류해보고, 

개인에게 혹여 더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딴생각의 내용적 특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보고식 측정치 외에 EEGs나 피부전도율와 같은 생리측정치 등을 활용

하여 딴생각 발생이 생리적으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역시 실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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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of�Acceptance�Versus�Thought�Suppression�Strategies�for�

Mind�Wandering�of� College� Students�While� Studying
5)6)7)

Cho,� Ahra*

Kim,� Kay� Hyon**

Hwang,�Mae�Hy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differences of effects of two strategies, acceptance 

and thought suppression, for mind wandering of college students during a task performance 

situation. Based on previous studies,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a paradoxical effect will occur 

when participants, upon noticing that their minds are wandering, use thought suppression strategy 

to avoid mind wandering. On the other hand, it was hypothesized that using acceptance strategy 

in the identical situation will reduce the frequency of mind wandering and facilitate task 

performance. For this purpose, researcher developed two different handouts based on previous 

studies. A special radio transmitter was manufactured to be used for the self-classification probe 

method. The researchers and participants were able to send and receive wireless signals at the 

near distance with this device. The frequencies of mind wandering were measured during 

20-minute baseline period and 20-minute intervention period. Through repeated measures of 

ANOVA, results showed that thought suppression group reported more frequent mind wanderings 

and less amounts of reading compared to acceptance group. In the case of acceptance group, 

the frequency of mind wandering decreased by 50% compared to the baseline period. Their amount 

of reading also increased when compared to the baseline period. Lastly we discussed on the results 

and imitations of this study.

Key words: Mind wandering, Academic counseling, Acceptance, Thought sup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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