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심리학박사 학 논

장  주자  고통감내과 에 한 

동  단 모델  안과 검증

2016  2월

울 학  학원

심리학과 임상․상담심리학 공

   장   원



i

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고통감내과정에 한 정동 단 모델을 제안하고 장기

문제음주자를 상으로 검증하고자 했다.술은 고통을 완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할 때 술을 마시곤 한다.

하지만 고통을 견디는 능력에 따라 술을 마시는 빈도와 양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실제로 고통 감내력(distresstolerance)은 문제음주 행동의 발

과 유지,재발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본 연구에

서는 장기 인 문제음주 행동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고통감내과정에 향을

미치는 심리 요인들을 밝 내고자 했다.이를 해,고통감내과정을 일종

의 단과정으로 개념화하고 이 과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했다.

특히 고통상황에서 회피행동과 감내행동 선택 시 상되는 처벌 보상

을 각 선택안에 연결된 정동(affect)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선택안들에 연

결된 정동의 양상이 고통 감내력 수 을 결정한다는 정동 단 모델

(affectivejudgmentmodel)을 구성하고 이를 검증하는 일련의 연구들을

수행하 다.

연구 1에서는 경험표집법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고통 감내력 수 을

측정한 뒤 감내행동 회피행동에 연결된 정동과의 계를 탐색했다.장기

문제음주 기 을 만족하는 학생 40명을 상으로 특정 개념이나 이미

지에 연결된 정동을 측정하는 과제를 실시하여 회피행동 감내행동에 연

결된 정동을 평가하 으며,이후 1주일 동안 일상생활에서의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는 질문지들에 응답하도록 하 다.연구결과,회피행동 감내행동에

연결된 정동은 고통 감내력과 한 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2에서는 부정 정서경험이 회피행동 감내행동의 정동에 미치

는 향을 정교하게 악하기 해 통제된 상황에서 연구의 주요가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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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증했다.장기 문제음주 기 을 만족하는 학생 40명을 상으로

연구 1에서 사용한 과제를 이용하여 각 선택안에 연결된 정동을 측정한

뒤,고통 감내력을 평가하는 행동과제와 자기보고형 질문지를 실시하 다.

과제 종료 후 선택안에 연결된 정동을 다시 측정하여 과제 후의 변화를

비교했다.분석결과,부정 정서경험은 회피행동과 감내행동의 정동을 변

화시켜 회피행동에 한 매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아울러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회피행동 감내행동에 연결된 정동은 고통 감

내력과 한 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3에서는 감내행동 회피행동에 연결된 정동이 고통 감내력과 인

과 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기 해 각 선택안에 연결된 정동을 변화

시킨 뒤 고통 감내력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장기 문제음주 기 을 만

족하는 학생 30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할당한 뒤,각 선택안의 정

동을 측정하고 1주일 동안 각 집단별로 구성된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실험집단은 각 선택안의 정동을 변화시키도록 고안된 정서단어 연합과제

와 감내행동 과제를 수행하 으며,통제집단은 립단어 연합과제와 음주

행동 찰 과제를 수행하 다.연구결과,각 정동에 조작을 가한 실험집단

의 고통 감내력 수 이 통제집단에 비해 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감내행동 회피행동에 연결된 정동이 장기 문제음

주자들의 고통 감내력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이는 감내행동

회피행동에 연결된 정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장기 문제음주자들의 고

통 감내력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본 연구의 이론 /임상 함의

와 향후 연구방향에 해 논의하 다.

주요어: 고통 감내력, 고통감내과 , 주, 감내행동, 회피행동, 

동, 동  단

학  번: 2013-3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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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

술의 역사는 기원 5,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은 맛과 향이 뛰어난 음료이자 유용한 의약품으로 포도주를

애용했다고 한다(McGovern,Fleming,& Katz,2003).의약품으로서 포도

주의 가치는 그리스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에 의해서도 언 된 바 있다.

그는 포도주가 건강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도

매우 유용하다고 제안하면서,환자를 치료할 때 의약품으로 함께 사용하

곤 했다(Robinson,1999).한나라의 왕망(王莽) 한 ‘소 은 식효(食肴)의

장( )이며,술은 백약(百藥)의 장(長)’이라고 언 한 바 있다.약재로서의

효능뿐만 아니라 심리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로서도 술은 오랫동안 주목

받아 왔다.특히 술은 사람들의 꾸며진 모습이 아닌 실제의 모습을 드러

내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제안되어 왔다. 를 들어 라틴 속담 에 ‘in

vinoveritas’라는 속담이 있는데,이것은 술을 마시면 진리(진실)가 드러

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이 외에도 술은 인생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

고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곤 했다.다음 내용

은 시인 김진섭(1937)의 수필 ‘주찬(酒讚)’의 한 구 이다.

‘우리가 이 각박한 실의 한없는 우고(憂苦)와 불여의(不如意)속에 살되 항상 언

제든지 모든 속박을 탈각(脫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술의 한 은택(恩澤)이어니

와 우울의 안개가 자옥한 이 세상에 술이 있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가슴은

벌써 가벼워짐에 하등의 불가사의(不可思議)가 없다’

한 수 의 음주가 여러 측면에서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과학

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를 들어 미국 학생을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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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음주량과 음주빈도가 다양한 정 결과( :

이완감 유발,자기표 력 증진,창의성 증진,성 계시 긴장이완,식사의

즐거움 배가 등)와 한 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ark&

Grant,2005). 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34세 이상의 남성과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일주일에 2잔(여성)에서 5잔(남성)정도의 술을 마실

때 사망률이 가장 낮다고 보고하기도 했다(White, Altmann, &

Nanchahal,2004).이러한 정 인 기능 때문인지 재까지도 많은 사람

들이 술을 애용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최근 1년간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신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78.7%와 50.9%로 조사되었다(통계

청,2014).남성은 2010년에 77.8%를 기록한 뒤 2012년에 잠시 감소했다

가(73.5%)다시 증가하고 있으며,여성은 2005년(36.9%)이후 꾸 히 증

가하고 있는 추세다.남성의 경우에는 10명 7명 정도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꾸 히 술을 마시고 있는 셈이다.

이 게 음주행동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 치명성이 쉽게 간과되곤 한다.술은 에탄올로 이루어진 화학물질로 뇌

의 신경 달물질 체계에 향을 미친다.구체 으로 보면 술은 가바

(GABA)와 세로토닌(serotonin),도 민(dopamine),오피오이드(opioid)는

활성화시키고 루타민산(NMDA-glutamate)은 억제한다(Nevo &

Hamon,1995).가바는 억제성 신경 달물질로 유기체를 진정시키며,세로

토닌은 기분을 고양시킨다(Nevo& Hamon,1995).도 민은 동기수 과

한 련이 있는 신경 달물질로 재 하고 있는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며,오피오이드는 다행감과 황홀감을 느끼게 하고 통

증을 여 다(Chastain,2006).마지막으로 루타민산은 기억 학습에

여하는 신경 달물질로 억제될 경우 기억능력이 하된다(Nevo &

Hamon,1995).따라서 술을 마시게 되면 일시 인 신경 달물질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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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기분이 고양되고 통증이 완화되며 마음이 진정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이러한 효과 때문에 사람들은 스트 스를 해소하기 한 수단으로

술을 마시곤 한다(Kushner,Sher,Wood,& Wood,1994).하지만 이러한

목 으로 빈번하게 술을 마시게 되면 신경 달물질 시스템이 변형되어 술

을 마시지 않을 경우 다양한 단증상( :불안,긴장,손떨림,환각,경련)

을 경험하게 된다(Bayard,Mcintyre,Hill,& Woodside,2004).더욱 큰 문

제는 에탄올이 신경세포 기능을 해하거나 손상시킨다는 이다(Harper

& Matsumoto,2005). 한 장기간 과용할 경우 간이나 등의 기 에 큰

부담을 주어 간염이나 간경변,간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액의 도를

증가시켜 심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Bellentanietal.,1997).

이러한 신체 질환 이외에 다양한 심리 / 인 계 /직업 문제

한 래될 수 있다.술을 마시면 에탄올의 효과로 인해 두엽 기능이

하되는데,그 결과 억제능력이나 단능력이 하되어 부 하거나 공격

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Bushman& Cooper,1990).이러한 행동은

인 계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한 한 수 을 넘어서는 음

주를 할 경우 에탄올의 잔여효과로 인해 직업 기능이 하될 수 있으

며,신경 달물질 변화의 반작용으로 조한 기분이나 동기 하,불안감

등을 경험할 수 있다(Valdez,Roberts,Chan,Davis,Brennan,Zorrilla,&

Koob,2002).

음주로 인한 다양한 부정 결과들은 추가 인 음주행동의 원인이 되기

도 한다.즉 다양한 단증상이나 심리 불편감을 이기 한 목 으로

술을 마시거나,직업 /사회 문제들을 일시 으로 외면하고 회피하기

한 수단으로 술을 마시는 것이다(Grunberg, Moore,

Anderson-Connolly,& Greenberg,1999;Ludwig& Wikler,1974).이러

한 음주의 악순환에 빠지면 음주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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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다양한 문제들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반복하게 된다.

이 게 자신의 과도한 음주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직업 /사회 역에

서 다양한 문제가 지속되면 알코올 사용장애(alcoholusedisorder)로 진

단될 수 있다.한국의 경우 알코올 사용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13.4%로 매

우 높은 편이다(조맹제,2011).

문제음주

술은 정 측면과 부정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한’수 의

음주를 결정하고 지키는 것이 개인 으로나 사회 으로 매우 요하다.

문제음주(problematicdrinking)는 한 수 을 넘어서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부정 인 결과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Ham & Hope,2003).문

제음주 이외에도 건강에 해로운 음주(unhealthy alcoholuse)나 과음

(heavydrinking),습 성 음주(habitualdrinking)등도 심리 /신체 건

강을 포함한 삶의 질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역기능 음주행동을 지

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Ham & Hope,2003;Saitz,2005;Storm &

Cutler,1981).

Saitz(2005)는 음주행동이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도에 따라 스펙트럼 상

에서 정의될 수 있다고 보았다.가장 심각성이 낮은 경우는 험음주

(riskyuse)로 일주일에 7잔에서 14잔 정도의 술을 마시지만 음주 련 부

정 결과는 뚜렷하지 않은 경우이다.하지만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신

체 /심리 측면에서 부정 결과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며,이따 씩

폭음(bingedrinking)을 하곤 한다. 험음주의 유병률은 30% 정도로 조

사되고 있다.다음으로 심각한 수 은 문제음주(problem drinking)로 음주

와 련하여 부정 인 결과를 경험하지만 알코올 사용 련 심리장애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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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을 만족하지는 않는 경우이다.문제음주의 유병률은 연구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다음은 알코올 남용(alcoholabuse)으로 과

도한 음주로 인해 주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법 인 문제를 일으

키고, 인 계 등에서 문제를 경험하는 등 심각한 수 의 손상을 경험하

는 경우이다.알코올 남용의 유병률은 5%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마지막

단계는 알코올 의존(alcoholdependence)으로 음주로 인한 다양한 부정

결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내성(tolerance)과 단(withdrawal),음주와

련된 통제 상실 등을 경험하는 상태를 말한다.알코올 의존의 유병률은

4% 정도로 보고된다.최근에는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이 명확히 구

분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 하여 이 두 장애를 알코올 사용장애로 체

하여 사용하고 있다(AmericanPsychiatricAssociation,2013).

문제음주는 지속기간이 길수록 치료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코올 복용이 장기화될 경우 알코올의 효과가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요소가 되어 주 시 단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이다(Edwards& Gross,

1976). 단증상이 심해지면 치료과정에서 이탈될 확률이 증가한다. 한

스트 스를 해소하기 한 요한 수단으로 술을 마시는 경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주 이후에도 스트 스가 심해지면 쉽게 알

코올 사용문제가 재발된다(Brown,Vik,Patterson,Grant,& Schuckit,

1995).따라서 문제음주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임상가 연구자들은 문제

음주가 알코올 사용장애 수 에 이르기 에 개입할 필요성을 강조해 왔

다(Saitz,2005).특히 음주의 빈도와 양이 격하게 증가하는 성인 기에

문제음주 행동의 양상을 탐색하고 히 개입하는 것이 요함을 언 해

왔다(Ham & Hope,2003).

유병률에서 나타나듯이 문제음주를 나타내는 사람들 일부만이 알코

올 사용장애를 경험한다.따라서 어떤 유형의 문제음주 행동을 보이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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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향후 알코올 사용장애로 발 하는 지를 악하는 것은 요한 작

업이라고 볼 수 있다.연구자들은 이 주제에 특별한 심을 가지고 련

연구들을 진행해 왔다.연구 결과 특별히 주목할 만한 특성은 알코올 사

용기간이었다(Gruenewald,Treno,& Mitchell,1996).이 특성을 심으로

문제음주를 크게 단기 문제음주(short-term problem drinking)와 장기

문제음주(long-term problem drinking)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 문제음주는 단기 으로만 나타나는 문제음주 행동이 주된 특징

이며 상황 인 요인( :사교모임)에 의해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음주행동이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스트 스 해소의 목 으로 술

을 마시기보다 친목을 도모하거나 즐거운 경험을 해 술을 마시는 경향

이 있으며,혼자 마시는 일은 드물다(Christiansen,Vik,& Jarchow,

2002). 한 음주로 인한 부정 결과가 상 으로 은 편이다

(Dennhardt& Murphy,2011).반면 장기 문제음주는 장기 으로 문제

음주행동을 나타내는 경우로 스트 스를 해소하기 한 목 으로 술을 마

시는 경향이 있다.이들은 비교 일정하게 음주행동을 나타내며,충동성

과 같은 성격 변인의 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다(Dennhardt&

Murphy,2011). 한 혼자서 술을 마시는 빈도가 높으며,음주로 인한 부

정 결과가 상 으로 더 큰 경향이 있다(Christiansenetal.,2002).

쉽게 상할 수 있듯이 향후 알코올 사용장애로 발 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은 장기 문제음주 유형이다(Dennhardt& Murphy,2011).이 유형

의 핵심 인 특징은 스트 스를 해소하기 한 목 으로 술을 마시며,이

로 인해 음주행동이 요한 스트 스 처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이다.이 게 음주가 요한 스트 스 처수단이 되면 스트 스 상황에

서 자동 으로 음주행동을 나타내게 된다.이러한 과정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될 경우 음주행동은 일종의 습 이 되어 강한 반복성과 변화 항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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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된다.습 성 음주는 이러한 과정을 포착하기 해 제안된 개념이라

고 볼 수 있다(Sheeran,Aarts,Custers,Rivis,Webb,& Cooke,2005).

알코올 사용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부 응 음주행동은 스펙트럼 상에서 정의되

며,그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세부 으로 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실

제 연구에서는 음주량과 음주빈도,음주로 인한 부정 결과 등을 종합

으로 측정하여 알코올 사용문제(alcoholuseproblem)수 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알코올 사용문제 수 이 낮을수록 정상 인 음주행동에 가

깝고 알코올 사용문제 수 이 높을수록 알코올 사용장애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알코올 사용문제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들은 분석수 에

따라 크게 생물학 요인과 환경 요인,그리고 심리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알코올 사용문제는 생물학 요인과 한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어 왔다.유 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코올 의존의 유 율(heritability)

은 50%에서 60%정도이다(McGue,1999).구체 으로 무엇이 유 되는지

에 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되고 있다. 재까지 가장 유력한 의견

은 탈억제 성향(disinhibition tendency)과 알코올 사(alcohol

metabolism)능력이 유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Dick& Agrawal,2008).

이와 련하여 알코올 사용문제와 한 련이 있을 것으로 상되는

뇌신경학 요인도 제안되고 있다.특히 충동조 과 련된 신경학 기

과 보상체계와 련된 신경학 기 이 요한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

(Gilpin& Koob,2008).

알코올 사용문제에 향을 미치는 표 인 환경 요인으로는 사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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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요인과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음주행동을 들 수 있다(e.g.,Reifman,

Barnes,Dintcheff,Farrell,& Uhteg,1998).음주와 음주 련 문제행동에

해 상 으로 허용 이며 음주행동을 통해 집단의 결속을 다지거나 개

인의 집단의식을 확인하는 문화를 가진 경우 상 으로 알코올 사용문제

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e.g.,Bjarnason,Andersson,Choquet,Elekes,

Morgan,& Rapinett,2003;Park,Oh,& Lee,1998). 한 부모가 음주행동

을 자주 나타내거나 음주에 해 허용 인 경우 자녀가 알코올 사용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진다(Brown,Creamer,& Stetson,1987).음주를 즐

기는 친구가 많을수록 알코올 사용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

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e.g.,Cumsille,Sayer,&Graham,2000).

생물학 취약성과 환경 요인은 심리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알코올

사용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알코올 사용문제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되어 온 표 인 심리 기제는 정 강화(positive

reinforcement)이다(Brown,Goldman,Inn,& Anderson,1980).술을 마시

면서 경험하는 정 정서가 일종의 보상이 되어 음주행동을 강화한다는

것이다(Farber,Khavari,& Douglass,1980).실제로 음주행동에 수반되는

정 정서경험은 향후 음주행동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Cooper,Frone,Russell,& Mudar,1995).하지만 음주행동이 반드시

정 정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며 음주 후 숙취 등의 부정 경험도 수

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명력에 한계가 있다(Swift& Davidson,

1998). 표 인 두 번째 심리 요인은 알코올 련 기 (alcohol

expectancy)이다.알코올 련 기 는 음주를 통해 무언가를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상하는 것이다(Brown,Christiansen,& Goldman,1987).

를 들어 술을 마시면 긴장을 풀 수 있고 자기 주장성이 증진된다고 기

하는 것이 알코올 련 기 라고 볼 수 있다.이 외에도 성 기능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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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사회 /신체 즐거움 경험,각성,창의성 증진 등에 한 기 들도

요한 알코올 련 기 로 언 되어 왔다(Brownetal.,1987).알코올

련 기 는 알코올 사용문제와 한 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

다(e.g.,Christiansen,Smith,Roehling,& Goldman,1989).하지만 반복

인 부정 음주경험을 통해 알코올에 한 정 기 가 크게 약화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사용문제가 지속되는 경우는 알코올 련 기

가설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Jones,Corbin,& Fromme,2001).세 번

째 심리 기제는 부 강화(negativereinforcement)이다.알코올은 부정

인 정서를 일시 으로 완화시켜 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부 으로 강

화된다는 것이다(Baker,Piper,McCarthy,Majeskie,& Fiore,2004).이

가설은 앞서 제시된 두 요인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음주를

통해 정 정서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할 지라도 부정 정서는 완화시

키기 때문에 음주행동이 지속될 수 있으며,음주 이후의 다양한 부정

결과에 해 잘 알고 있지만 어도 일시 으로는 부정 정서를 경험하

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반복 으로 술을 마시게 되는 것이다.

이 게 부 강화 가설은 다른 가설들에 비해 알코올 사용문제를 잘 설

명하지만 한계도 가지고 있다.이 가설에 따르면 부정 정서를 많이 경

험할수록 음주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나게 된다.하지만 부정 정서와 음

주행동의 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부정 정서경험과 알코올 사용의

계가 유의미하지 않거나 매우 약하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e.g.,

Rohsenow,1982).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이해하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 고 그 결과 부정 정서경험 자체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견디는 능

력 한 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악하게 되었다(Gorka,Ali,&

Daughters,2012). 를 들어,부정 정서를 많이 경험할지라도 그 경험

을 견디는 능력이 강하면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이와 달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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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서경험이 그리 강하지 않을지라도 그 경험을 견디는 능력이 매우

약하면 알코올을 사용하여 그 경험을 회피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따라서

연구자들은 부정 인 경험을 견디는 능력을 연구하는 것이 요함을 인식

하 고,이러한 능력을 포착하는 개념으로 고통 감내력에 주목하게 되었다.

고통 감내력과 알코올 사용문제

고통 감내력

고통 감내력(distresstolerance)은 고통스러운 내 경험을 견뎌내는 능

력을 말한다(Brown,Lejuez,Kahler,Strong,& Zvolensky,2005;Simons

& Gaher,2005).고통 감내력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는 고통(distress)

과 감내력(tolerance)이다.

우선 고통은 부정 경험을 수반하는 스트 스를 의미한다(Selye,

1956).여기에서 부정 경험이란 불쾌하게 느껴지는 모든 경험으로 부정

정서나 신체 고통 등이 포함된다(Leyro,Zvolensky,& Bernstein,

2010).이러한 부정 경험의 주된 특징은 부정 정동(negativeaffect)을

수반한다는 이다.부정 정서(negativeemotion)가 부정 정동을 포함

한다는 은 잘 알려져 있다(Kalat& Shiota,2011).정서는 자극에 한

반응경향성으로 인지 요소(생각,기억)와 정동 요소( 정 /부정 정

동),생리 요소(생리 각성),행동 요소(표정,행동경향성)로 구성된다.

따라서 부정 정서는 기본 으로 부정 정동을 포함한다. 한 통증과 같

은 신체 고통이 부정 정동을 동반한다는 도 연구자들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e.g.,Asmundson,Peluso,Carleton,Collimore,&Welch,2011).

감내력은 무언가를 견디는 능력을 의미한다(Zvolensky, Ley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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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stein,& Vujanovic,2011).이 정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견디는

것’(withstand)과 ‘능력’(capacity)이다.즉 감내력은 불쾌한 경험이 일어날

때 그 경험에 머물며 견디어 내는 과정을 포함하며,견뎌내는 정도는 양

으로 측정 가능한 일종의 능력이다(Leyroetal.,2010).

고통 감내력은 불안장애와 섭식장애,경계선 성격장애,반사회성 성격장

애,자해 자살행동 등의 다양한 심리장애 문제행동의 발 과 유지에

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성아,2010;장하연,2012;장하연,조용래,

2012;정지 ,권석만,2013;Anestis& Joiner,2012;Brownetal.,2005;

Corstorphine,Mountford,Tomlinson,Waller,& Meyer,2007;Daughters,

Sargeant,Bornovalova,Gratz,& Lejuez,2008;Linehan,1993;Sargeant,

Daughters,Curtin,Schuster,& Lejuez,2011;Vujanovic,Marshall,

Gibson,& Zvolensky,2010).이 게 다양한 심리장애와 한 련을 맺

고 있는 이유로는 내 경험에 한 통제의 역설 효과 가설이 제안되고

있다.즉 불편한 내 경험을 견디지 못하고 통제하려는 시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부 응 행동들이 역설 으로 문제를 지속시키고 악화시킨다는 것

이다(유성진,2010;Bradley,2000).각 심리장애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문제

행동들은 고통을 통제하기 한 행동으로 개념화 될 수 있으며,심리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장애 특정 인 문제행동 이외에도 다른 행동들을

통해 고통을 조 하려 시도할 수 있다.한 사람에게서 다양한 장애들이 함

께 나타나는 것은 고통을 조 하기 해 다양한 심리장애에서 발견되는 문

제행동들을 동시 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실제로 앞서 언 된

심리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문제음주 행동을 흔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egier,Farmer,Rae,Locke,Keith,Judd,& Goodwin,1990).

이에 연구자들은 알코올 사용문제의 발 유지 등에서 고통 감내력의

요성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고,이후 활발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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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  사용 에  고통 감내력  역할

알코올 사용문제와 고통 감내력의 계를 탐색한 연구들은 고통 감내력

이 알코올 사용문제의 발 유지뿐만 아니라 재발,치료, 후에도

요한 향을 미침을 확인하 다.구체 으로 보면 고통 감내력은 음주행

동의 근 변인(proximalvariable)으로 잘 알려진 알코올 사용동기(alcohol

use motives)와 매우 한 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Dvorak,Arens,Kuvaas,Williams,& Kilwein,2013;Howell,Leyro,

Hogan,Buckner,& Zvolensky,2010;Marshall-Berenz,Vujanovic,&

MacPherson,2011;Vujanovic,Marshall-Berenz,& Zvolensky,2011),부

정 생활사건과 음주빈도의 계를 조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O’Cleirigh,Ironson,& Smits,2007).뿐만 아니라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

집단에서 주기간은 고통 감내력 수 과 정 상 계를 맺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Daughters,Lejuez,Kahler,Strong,& Brown,2005),조기

에 치료를 이탈하는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은 그 지 않은 환자들에 비

해 유의미하게 고통 감내력 수 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Daughters,

Lejuez,Bornovalova,Kahler,Strong,& Brown,2005).이처럼 고통 감내

력은 알코올 사용문제의 발 유지,재발,치료, 후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으며,최근에도 활발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련 연구들은 알코올 사용문제에서 고통 감내력의 요성을 확

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어떻게 고통 감내력 수 의 개인차가 발생하

며 어떤 방법을 통해 개입할 수 있는지에 한 이론 /경험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특히 알코올 사용문제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고통을 견

디는 과정에 한 구체 이고 체계 인 탐색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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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견디는 과정

알코올 사용문제를 다룬 연구들에서는 고통을 견디는 과정에 한 구체

인 탐색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타 분야에서는 련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했다.고통 감내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고통감내과정

을 다루고 있는 최근까지의 이론 /경험 연구들은 크게 네 가지 모델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첫 번째는 고통 감내 과정을 인지 평가의

에서 기술한 모델이며(Clen,Mennin,& Fresco,2011),두 번째는 주의통

제(attention control)와 자각(awareness)능력에 을 둔 모델이다

(Feldman,Dunn,Stemke,Bell,&Greeson,2014;Sauer&Baer,2012).세

번째는 자기조 자원(self-regulatoryresource)을 심으로 고통 감내력을

설명한 모델이며(Gratz& Tull,2011),마지막 네 번째는 행동주의

에서 고통감내과정을 기술한 모델이다(Trafton&Gifford,2011).

인지  평가 모델

모델의 개요

Clen등(2011)은 고통 감내력에 한 인지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이

들은 고통 감내력을 일종의 상 인지반응(metacognitivereaction)으로 개

념화 하 는데,상 인지반응이란 특정한 경험에 한 개인의 신념이나

평가를 의미한다.이들에 따르면,정서 고통 감내력(emotionaldistress

tolerance)은 정서에 한 상 인지반응으로,다양한 부정 정서경험을

감내하려는 정도를 반 한다.이들의 모델에서 정서 고통 감내력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첫 번째 요소는 부정 정서경험을 이고 부

정 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며,두 번째 요소는 부정 정서에 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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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한 신념이다.세 번째 요소는 부정 정서를 기꺼이 경험하려는

의지이다.Clen등(2011)에 따르면,정서 고통 감내력이 낮은 사람들은

부정 정서를 경험할 때 이러한 경험을 오스럽고 해로운 것으로 평가

하는 경향이 있다. 한 부정 정서에 효율 으로 처할 만한 능력이 부

족하다고 믿기 때문에,부정 정서를 기꺼이 경험하려는 의지가 매우 약

하다.이로 인해 정서 고통 감내력 수 이 낮은 사람들은 부정 정서를

경험할 때 그 상황을 오래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Clen등(2011)이 제안한 모델은 통 인 인지이론의 틀을 따른다.즉

부정 정서경험에 한 부정 신념들로 구성된 인지 틀을 가지고 있

는 개인이 부정 정서를 경험할 때 부정 인 평가를 내리게 되고,그 결

과 부정 정서를 경험하려는 동기가 하되는 것이다.사실 이 모델을

제안한 연구자들은 인지 평가(cognitiveappraisal)와 신념(belief)의

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좀 더 정확하게 표 하자면,부정

정서경험에 한 부정 신념과 그러한 정서에 처할 수 있는 능력에

한 신념이 인지 틀로 기능하고,부정 정서가 유발되었을 때 그러한 경

험을 오스럽고 인 것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자신이 그러한 상태에

효율 으로 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모델의 한계

Clen등(2011)의 모델은 모델 자체가 갖는 불완 성 이외에도 몇 가지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첫 번째 한계는 모델에서 고통 감내력의 인지

측면에 치 하고 있는 이다.고통 감내력은 기본 정의상 행동 요소를

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개념이다(Trafton& Gifford,2011).부정 인 경

험을 할 때 그 경험을 회피하지 않고 견디는 상태가 행동 으로 드러나게

되며,그러한 행동을 측정하여 고통 감내력을 평가하기 때문이다(Ley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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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l.,2010;Zvolenskyetal.,2011).하지만 이들의 모델은 기본 가정에

서 이러한 행동 요소를 배제하고 있다(Clenetal.,2011).두 번째 한계

는 고통 감내력을 측정함에 있어 의식 /언어 으로 근 가능한 역만

을 다루고 있다는 이다.이들은 고통 감내력의 주요 요소들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자기 보고형 도구들만을 제시하고 있다(Clenetal.,2011).자기

보고형 도구들이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는 데 많이 사용되어 온 것은 사실

이지만,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측정한 고통 감내력은 실제 고통 감내

력과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경험 근거들이 꾸 히 제시되어 왔다(서

장원,권석만,2015;Leyroetal.,2010).따라서 의식 으로 근 가능한

수 뿐만 아니라 의식 으로 근하기 어려운 수 에서 일어나는 과정들

까지도 개념화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Clen등(2011)의 모델은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세 번째 한계는 정서 경험에 한 자각 능력

이 부족한 사람들을 상으로 할 경우 측정이 부정확해질 수 있다는 이

다.이들의 모델에서 제안하는 정서경험에 한 태도나 정서 처능력에

한 신념 등은 모두 자신의 정서경험 특징을 잘 자각할 수 있어야 정확

한 측정이 가능하다.하지만 정서경험을 찰하고 이해하는 능력에는 개

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이러한 개인차에 의해서 측정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마지막 한계는 이들의 모델로는 고통을 피하려는 과정만을 설명

할 수 있다는 이다.이 모델에서 제안하고 있는 두 요소,즉 부정 정

서경험에 한 부정 평가와 부정 정서에 한 처능력 부족에 한

신념은 고통을 견디지 않으려는 경향성은 잘 설명하지만,고통을 견뎌내

는 이유에 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Lynch와

Mizon(2011)에 따르면,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병리 일 수 있

는 다른 상이 바로 고통을 과도하게 견디는 것이다.두 번째 상을

잘 설명할 수 있으려면,개인이 고통을 견디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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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들의 모델에는 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주 통  및 자각 모델

모델의 개요

특정 연구자나 연구 집단에 의해 체계화되지는 않았지만 고통 감내력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꾸 한 심을 받고 있는 구성개념은 마

음챙김(mindfulness)이다.마음챙김이란 비 단 으로 재의 경험에 주의

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Kabat-Zinn, 1990). 변증법 행동치료

(DialecticalBehaviorTherapy:DBT)를 창안한 Linehan(1993)은 고통 감내

력을 증진하는 요한 방법 하나로 마음챙김 훈련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후 이 두 개념의 계를 검증하는 경험 연구들이 꾸 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흡연자들을 상으로 실시된 한 연구에서는 마음챙김 성향과 정서

고통 감내력이 정 상 계를 맺는 것으로 확인되었다(Luberto,

McLeish,Robertson,Avallone,Kraemer,& Jeffries,2014).이 연구에서

는 Kentucky Inventory ofMindfulnessSkills(KIMS;Baer,Smith,&

Allen,2004)를 사용하여 개인의 마음챙김 성향을 측정하고 Distress

ToleranceScale(DTS;Simons& Gaher,2005)을 이용해 정서 고통 감

내력을 측정하여 계 회귀분석을 진행하 다.분석 결과,KIMS의 하

척도 자각하며 행동하기(actingwithawareness)와 비 단 수용

(acceptingwithoutjudgment)이 나이와 성별,교육수 ,니코틴 의존 수

을 통제했을 때에도 유의미하게 DTS의 변량을 설명하 다(Lubertoet

al.,2014).비슷한 시기에 마음챙김 성향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인 Five

Facet Mindfulness Questionnaire(FFMQ; Baer, Smith, Hopkins,

Krietemeyer,& Toney,2006)와 행동 고통 감내력 측정도구인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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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ing Persistence Task Computerized Version(MTPT-C; Strong,

Lejuez,Daughters,Marinello,Kahler,Brown,2003)을 이용하여 마음챙김

과 고통 감내력의 계를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Feldman etal.,

2014).이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자각하며 행동하기’소척도 수가 유의하

게 고통 감내력을 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음챙김과 고통 감내력의 계는 실험연구를 통해서도 검증되었다.

를 들어 Sauer와 Baer(2012)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을 상으로 마음

챙김을 조작한 뒤 고통 감내력 수 의 차이를 확인하 다.이들은 피험자

들을 마음챙김 조건과 반추 조건에 할당한 뒤 행동 고통 감내력 측정도

구인 Paced Auditory Serial Addition Task-Computer

version(PASAT-C;Lejuez,Kahler,& Brown,2003)에서의 수행차이를

분석하 다.연구 결과,마음챙김 조건에 속한 피험자들이 반추 조건에 속

한 피험자들보다 PASAT-C에서 더 나은 수행을 보 다(Sauer& Baer,

2012).일반인들을 상으로 4주에 걸쳐 마음챙김 훈련을 실시한 한 연구에

서도 처치집단의 정서 고통 감내력이 통제집단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Lotan,Tanay,&Berstein,2013).

제시된 바와 같이 마음챙김과 고통 감내력의 계는 여러 경험 연구

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하지만 마음챙김이 고통 감내력에 향을 미치는

이유에 해서는 충분한 이론 설명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다만 Sauer

와 Baer(2012)는 부정 정서를 경험할 때 마음챙김을 하면 정서 각성

(emotionalarousal)이 감소하여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제안하 다.즉 마음챙김은 유발된 고통을 여 으로써 고통 감내력 수

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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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한계

마음챙김은 고통 감내력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요인들 경

험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고통 감내력 증진을 한

요한 치료 방안으로 사용되고 있는 요인이다(Linehan,1993;Lotanet

al.,2013).하지만 아직까지 마음챙김을 이용하여 고통감내과정을 체계

으로 설명한 모델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Sauer와

Baer(2012)가 제안한 설명만으로는 정서 각성이나 고통을 여주는 다

른 방법들, 를 들면 다양한 정서조 방략들을 활용하는 능력과의 차이

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한 마음챙김 수 이 낮으면서도 고통을

오래 견디는 상태,즉 자동 으로 무리하게 고통을 견디는 상을 설명하

기 어렵다는 도 요한 한계 으로 지 될 수 있다.마지막으로 마음챙

김 수 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FFMQ나 KIMS는 모두 자

기보고형 질문지이기 때문에 내 경험에 한 이해의 정도와 왜곡에

한 동기 등의 향을 완벽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자 조  자원 모델

모델의 개요

다음으로 살펴볼 모델은 Gratz와 Tull(2011)이 제안한 모델이다.이들의

모델은 Clen등(2011)의 모델처럼 체계 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며,경험

연구들에 기반하여 핵심 인 부분만 가설 으로 제안되었다.이 모델의

요한 기반이 된 연구는 자해를 하는 여성들을 상으로 정서 고통을 기

꺼이 경험하려는 의지가 상황에 계없이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탐색한 연

구 다(Gratz,Hepworth,Tull,Paulson,Clarke,Remington,& Leju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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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연구 결과에 따르면,자해를 하는 여성들이 모든 상황에서 정서

고통을 기꺼이 경험하려는 정도가 낮은 것은 아니며, 인 계 스트 스를

경험한 뒤와 같이 자기조 자원(self-regulatoryresource)이 고갈되어 있

는 상태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이러한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요한 시

사 은 고통을 견디는 과정에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는 일종의 자원이 필요

하며,이 자원은 고통을 견디는 과정 이외의 다른 자기조 과정에도 사용

된다는 이다. 한 정서 고통을 견디는 것에 한 태도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도 요한 시사 이다.Gratz와 Tull(2011)은 이러한 연

구결과를 토 로,자기조 자원의 정도에 따라 정서 고통을 견디는 정도

가 달라진다는 간단한 모델을 제시하 다.

모델의 한계

이 모델의 큰 장 은 고통을 견디는 과정이 한정된 자원을 소모하는 과

정임을 강조했다는 과 상황에 따라 정서 고통을 견디는 것에 한 태

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제안했다는 이다.하지만 이 모델 한 몇 가지

요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첫 번째로 자기조 자원이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며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지가 불명확하다.Gratz와

Tull(2011)의 제안에 따르면 고통 감내력 증진을 해서는 자기조 자원

의 양을 히 측정하고 개입하는 것이 요한데,이를 한 구체 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한 정상 인 개인과 심리장애를 경

험하는 개인이 자기조 자원의 측면에서 어떻게 다르며,다양한 심리장

애를 경험하는 환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차이 이 있는지에 한 구체

인 이론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두 번째 한계는 이 모델 한 Clen

등(2011)의 모델처럼 고통을 피하게 되는 이유만을 설명할 뿐 고통을 견

디는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다.자기조 자원이 풍부하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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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반드시 고통을 견디려는 의지가 강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행동주  모델

모델의 개요

네 번째로 살펴볼 모델은 Trafton과 Gifford(2011)가 제안한 행동주의

모델이다.이들의 모델은 고통 감내력의 기본개념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단계 으로 소개하겠다.앞서 고통 감내력의 두 가지 요한 요소가 고통

과 감내력이며 그 고통은 공통 으로 부정 정동경험을 수반한다는 것

을 확인했다.따라서 고통을 견디는 과정에서 일차 으로 탐색해야 하는

것은 부정 정동의 작용이다.부정 정동은 기본 으로 개인이 불쾌하

게 느끼는 경험이며 개인으로 하여 그러한 정동상태를 완화시키거나 없

애는 반응을 하도록 유도한다(Lang,Bradley,& Cuthbert,1997).따라서

고통상황에서 자동 으로 채택되기 쉬운 반응은 이 에 빠르게 고통을 완

화시켜 주었던 반응이다(Trafton& Gifford,2011).이러한 반응들은 일반

으로 경험을 통해 조건화되었거나 암묵 으로 학습된 반응들이며,일종

의 회피반응(avoidanceresponse)혹은 도피반응(escaperesponse)이라고

볼 수 있다(Derryberry& Reed,2002).

고통 감내력의 두 번째 요소인 감내력의 의미를 악할 때에는 고통이

유발하는 자동 인 반응 경향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견디다

(withstand)'의 의미는 고통이 유발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성,즉 고통완화

행동을 채택하려는 경향성의 맥락에서 악되어야 한다.Trafton과

Gifford(2011)는 ‘견디다’의 의미를 ‘부 강화기회(negativereinforcement

opportunity)에 반응하지 않는 것,혹은 그러한 반응을 억제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했다.여기에서 말하는 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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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고통을 견디는 과정 (Trafton&Gifford,2011)

기회란 고통을 감소시킴으로써 부 으로 강화될 수 있는 반응선택 기회를

의미한다.결국 고통 감내력이란 고통스러운 내 경험을 할 때 부 강

화기회에 반응하지 않는 능력,혹은 회피행동을 억제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를 들면, 인 계 문제로 인해 고통이 유발되었을 때 그 고통

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한 특정한 행동( :술 마시기)시도를 억제하

는 것이 곧 ‘고통을 견디는 것’이며,고통완화행동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정도가 곧 고통 감내력이다.이 게 행동주의 에서 고통 감내

력을 정의하면 개념이 지나치게 확장되어 모호해 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

으며,고통을 견디는 과정에 한 정교한 탐색이 가능해진다는 장 이 있

다(Leyroetal.,2010;Trafton& Gifford,2011).

Trafton과 Gifford(2011)는 고통 감내력을 행동주의 에서 정의한

뒤,고통을 견디는 과정에 한 간단한 모델을 제시하 다(그림 1).이 모

델에서 가장 요한 요소는 ‘고통을 이는 행동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결정하는 것이다.즉 고통이 유발되면 개인은 부 강화기회에 반응하지

않는 것의 가치를 자동 으로 계산하며,그 결과에 따라 회피 반응을 억

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Trafton& Gifford,20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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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기회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별다른 유익이 없다고 단하면 회피행동

을 그 로 채택하게 된다.고통을 견디지 않고 피하는 것이다.반면 부

강화기회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에게 유익이 있다고 단하면 회피

행동을 억제하게 되며,이때 고통을 견디게 된다.부 강화기회에 반응하

지 않는 것의 가치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제안되었

는데,하나는 부 강화기회에 반응했을 때 상되는 처벌(punishment)이

고,다른 하나는 부 강화기회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 상되는 보상

(rewards)이다(Trafton& Gifford,2011).

    

모델의 한계

Trafton과 Gifford(2011)는 고통을 견디는 과정을 행동주의 에서

구체 으로 정의하고 요한 두 가지 요인을 제시했다는 에서 큰 공헌

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한 행동 인 수 에서 고통 감내 과정을 포착함

으로써 실제 고통 감내력(actualdistresstolerance)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에 한 설명을 제공했다는 도 요한 장 이다.아울러 고통을 피하려

는 이유뿐만 아니라,고통을 견뎌내는 이유에 한 논리 인 설명을 제공

함으로써 고통을 지나치게 견뎌내는 이유에 한 실마리를 잡을 수 있게

하 다.

Trafton과 Gifford(2011)의 모델이 이 게 다양한 장 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부 강화기회에 반응하거나 반응하지 않았을 때 기 되는 처벌

과 보상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으며,두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 지

에 해서는 구체 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Trafton& Gifford,2011).



23

행동주의적 모델의 정 화

앞서 살펴본 네 가지 모델 설명범 나 정교함,발 가능성을 고려

할 때 가장 유력한 모델은 Trafton과 Gifford의 모델이다(Leyroetal.,

2010;Zvolenskyetal.,2011).하지만 이들의 모델은 아직 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모델을 더욱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이를 해 우선

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개인이 부 강화기회에 반응했을 때(회

피선택) 상되는 처벌과 반응하지 않았을 때(감내선택) 상되는 보상을

어떻게 추정하는 지를 악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는 Epstein(1994)이 제안한 이 과정모델(dual

processmodel)에서 찾아 볼 수 있다.그에 따르면,인간의 단과정

(judgmentprocess)에는 두 가지 과정이 개입한다.하나는 직 이고 경

험 인 과정(intuitive-experientialprocess)으로 자동 이고 빠르며 정서

에 의해 진되는 과정이다.이 과정은 주로 이미지에 기반한 처리가 이

루어진다. 다른 하나는 분석 이고 합리 인 과정(analytical-rational

process)으로 의도 이고 느리며 논리에 기반한 처리 과정이다.이 과정은

주로 언어에 기반한 처리가 이루어진다(Epstein,1994).Stanovich와

West(2000) 한 이와 유사한 구분을 제안했으며,직 이고 경험 인

과정을 ‘시스템 1’,분석 이고 합리 인 과정을 ‘시스템 2’로 명명한 바

있다.Kahneman(2003)은 이 두 처리 과정을 지각(perception)과 비교하여

제시하 는데,그에 따르면 시스템 1은 직 (intuition)의 역에 해당하고,

시스템 2는 추론(reasoning)의 역에 해당한다.여기서 직 은 빠르고 자

동 인 병렬처리 방식을 따르며,연합을 통해 학습이 일어나고,정서 인

특징을 띤다.반면 추론은 느리고 통제된 순차 처리 방식을 따르며,규

칙에 의해 지배되고,정서가 개입되지 않는 립 인 특징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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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hneman,2003).

고통 상황에서 고통완화행동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

정도 하나의 단과정(judgmentprocess)이라고 본다면,Epstein(1994)이

제안한 과정모델을 따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그런데 여기서 고려해

야 하는 은 고통상황이 갖는 특수성이다.고통상황은 정서 으로 립

인 상황이 아니며,천천히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단을 내릴 수 있

는 여유로운 상황도 아니다.기본 으로 정서가 강렬하게 경험되며,그에

따른 빠른 응을 요구하는 상황인 것이다(Leyroetal.,2010).이 게 정서

가 강하게 경험되는 상황에서는 분석 -합리 과정보다는 직 -경험

과정이 좀 더 우세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면 직 -경험 과정 혹은 시스템 1에서 미래에 상되는 처벌

과 보상을 어떻게 추정하는지를 악하는 것이 요해 진다.시스템 1에

서의 추정방식을 오랫동안 연구한 Kahneman(2003)은 시스템 1에서 이루

어지는 추정의 요한 특징을 속성치환(attributesubstitution)이라 제안하

다.즉 원래 문제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속성을 다른 속성으로 바꾸는

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다.이러한 속성치환이 일어나는 이유는 문

제를 좀 더 쉬운 것으로 바꾸어 빠르게 해결하기 함이다(Kahneman,

2003). 를 들어,확률문제가 주어졌을 때 확률이라는 목표속성을 표성

(representativeness)이라는 속성으로 바꾸어 좀 더 쉽게 처리하는 것이다.

Kahneman(2003)은 이 게 체된 속성들을 휴리스틱 속성(heuristic

attribute)이라고 명명했으며, 표성 이외에도 유사성(similarity)과 변화

(change),평균(average),정동 반응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휴리스틱 속성들 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정동 반응

(affectivereaction)이다.Kahneman(2003)은 휴리스틱 속성으로서의 정동

반응에 해 언 하면서,효용성(utility)이 정서나 정동과 분리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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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제안한 바 있다.즉,어떤 선택이 가져올 효용성은 각 선택에 한

정동 반응과 매우 하다는 것이다.

휴리스틱 속성으로서의 정동 반응을 좀더 체계 으로 연구하여 발

시킨 Slovic과 그의 동료들(2007)은 의사결정 상황에서 각 선택안들은 이

미지로 표상될 수 있으며,과거의 경험에 의해 각 이미지에 부여되어 있

는 정동(affect)이 휴리스틱 속성으로 사용된다고 제안하 다(Slovic,

Finucane,Peters,& MacGregor,2007).과거에 어떤 선택안을 채택했을

때 정 보상이 많이 뒤따랐다면,그에 따라 정 정서를 많이 경험

하게 되고 해당 선택안에는 정 정동이 부여된다.반면 어떤 선택안을

채택했을 때 부정 처벌을 많이 받아 부정 정서를 많이 경험했다면,

해당 선택안에는 부정 정동이 부여되는 것이다.이 게 특정 선택안에

부여된 정동의 양상에 따라 선택안에 한 정동 반응이 달라지고,이

반응이 휴리스틱 속성으로 사용되는 것이다(Slovicetal.,2007).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선택안에 한 정동 반응이 요한 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신경과학 역에서도 밝 진 바 있다. 표 인 로

Damasio(1994)가 제안한 신체표지가설(somaticmarkerhypothesis)을 들

수 있다.이 가설의 핵심은 학습을 통해 어떤 이미지에 정 /부정 느

낌(신체 반응과 연결된)이 부여되며,이 게 부여된 느낌과 정동은 특정한

시나리오(특정 이미지와 련되어 있는)를 채택했을 때의 결과를 측하

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다(Damasio,1994).즉 학습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

에 정 정동이 강하게 부여되어 있다면,해당 이미지와 련이 있는

시나리오를 택했을 때 정 인 결과를 상하게 되는 것이다.반 로 부

정 인 정동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면,해당 이미지와 련이 있는 시나

리오를 택했을 때 부정 인 결과를 상하게 된다.행동주의 심리학자

던 Mowrer(1960) 한 인간이 단을 내리고 행동을 선택하는 데 정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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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그에 따르면 특정 이미지에

는 정서반응이 조건화될 수 있으며,이 게 각 이미지에 연결된 정서반응

은 기 이득이나 기 손실을 반 한다.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면,고통상황에서 특정 선택안을 채택했을 때

상되는 결과(처벌/보상)는 각 선택안에 연결되어 있는 정동을 통해 추정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즉 회피행동을 택했을 때 상되는 처벌은 회

피행동에 연결되어 있는 부정 정동의 강도로 악할 수 있으며,감내행

동을 택했을 때 상되는 보상은 감내행동에 연결되어 있는 정 정동

의 강도로 악할 수 있다.고통상황이 되면 자동 으로 회피행동과 감내

행동에 연결된 정동을 고려하여 고통을 견디는 것의 가치를 결정하고,그

결과에 따라 고통을 회피하거나 견디게 되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과정을 정동 단과정(affectivejudgmentprocess)으로 간주하고,

각 정동요소와 고통 감내력의 계를 포착하는 정동 단 모델

(affectivejudgmentmodel)을 개발하여 검증하고자 했다.

정동적 판단 모델

본 구

정동 단 모델에서 고통 감내력은 ‘고통상황에서 회피행동을 억제하

는 능력’을 의미한다.이러한 정의는 기존에 사용되어 온 정의보다 구체

이면서도 포 이다.‘고통스러운 내 경험을 견디는 능력(Brownetal.,

2005)’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어 온 정의이지만 의미가 다소 모호하여

연구자들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서장원,권석만,

2013;Leyroetal.,2010).‘고통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목표지향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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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하는 능력(Gorkaetal.,2012)’은 좀 더 구체 인 정의이지만 목표지

향 행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고통 감내력을 포착하지 못한다.‘고통

상황에서 회피행동을 억제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경우 고통유발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고통 상황에서의

고통 감내력을 포착할 수 있으며,동시에 찰 측정이 용이하도록 구

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정동 단 모델에서 고통 감내력에 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두 요소는 회피행동에 연결된 부정 정동과 감내행동에 연결된 정

정동이다.이 두 요소는 각각 회피행동을 택했을 때 상되는 처벌과 감

내행동을 택했을 때 상되는 보상을 반 하며,이 두 정동요소가 강할수

록 고통 감내력 수 은 높아진다.

추가 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회피행동에 연결되어 있는 정 정

동과 감내행동에 연결되어 있는 부정 정동이다.회피행동에 연결되어

있는 정 정동은 회피행동의 매력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 고통상황에서 회피행동을 택했을 때 고통이 크게 완화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반복했다면 회피행동에는 비교 강한 정 정동이 연

결되어 있을 것이다.감내행동에 연결되어 있는 부정 정동은 감내행동에

한 거부감을 결정하는 요소일 것이다.과거에 감내행동을 선택하여 고통

스러운 경험을 많이 했다면 감내행동에는 비교 강한 부정 정동이 연결

되어 있을 것이다.

이 두 요소는 Trafton과 Gifford(2011)가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다.하지

만 간단한 한 가지 를 보면 회피행동의 정 정동과 감내행동의 부정

정동이 왜 요한지를 악할 수 있다.장기 문제음주자를 로 들

면,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회피행동은 ‘술 마

시기’일 것이고,감내행동은 ‘술 안마시고 버티기’일 것이다.이때 Traf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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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Gifford(2011)가 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술을 마셨을 때 상되는 처

벌과,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 상되는 보상이다.이 두 처벌과 보상이 강

할수록 술 마시는 행동이 억제되고 결과 으로 고통을 좀 더 견디는 상태

가 된다.그런데 여기서 술을 마셨을 때 기 하는 보상(긴장감 완화,좋은

기분 등)이 크게 다른 두 사람이 있다면,이 두 사람에게서 모두 비슷한

정도로 고통을 견디는 행동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술을 마셨을 때 기 하는 보상이 큰 사람에게서 고통을 견디는 행동이 상

으로 더 약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이러한 상이 나타나는 이

유는 술 마시기에 연결되어 있는 보상과 처벌이 각각 서로 다른 결정을

유도하기 때문이다.보상은 술을 마시도록 유도하고 처벌은 술을 마시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다.따라서 회피행동과 감내행동의 선택에 한 의

사결정 모델에서는 상반되는 결정을 유도하는 요소들 간의 계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동 단 모델에서는 Trafton과

Gifford(2011)가 제안한 두 가지 요소에 더해 회피행동을 채택했을 때의

보상과 감내행동을 채택했을 때의 처벌을 추가 으로 고려하 다.정동

단 모델의 주요 구성요소를 표 1에 제시하 다.

회피  감내  구조

정의상 회피는 고통상황에서 부 강화기회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감내는 부 강화기회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일상 인 용어로

악하자면 회피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며,감내는 ‘고통을 견디는 것’이

다.즉 회피와 감내는 구체 인 행동이 아닌 추상화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회피와 감내라는 상 개념에는 다양한 구체 행동들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를 들어 회피에는 그동안 고통을 효과 으로 여주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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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감내 가치 결정 고통감내 가치 결정  

추정

정동적 단 피에 한 처

피에 한 보상

감내에 한 처

감내에 한 보상

피에 연결  정적 정동

피에 연결  정적 정동

감내에 연결  정적 정동

감내에 연결  정적 정동

Trafton과 

Gifford(2011)

 행동주 적 

피에 한 처

감내에 한 보상

N/A

표 1.정동 단 모델의 구성요소(행동주의 모델과의 비교)

다양한 행동들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여기에는 친구와 화 나 기나

산책하기,음식 먹기 등의 비교 일상 인 행동에서부터 술 마시기나 담

배 피우기,자해(self-harm),의례행동(ritualbehavior)과 같은 문제행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동들이 포함될 것이다.이러한 행동들은 개인의 고

통을 일시 으로나마 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다(Baker,Piper,

McCarthy,Majeskie,& Fiore,2004;Klonsky,2007).

하지만 이 행동들이 모두 동일한 정도로 고통을 완화시켜주지는 않을

것이며,개인마다 주로 사용하는 효과 인 행동이 있을 것이다.그리고 그

런 행동은 회피 목록 에서 상 에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즉 고

통상황이 되면 그 행동이 회피행동으로 고려될 확률이 높은 셈이다.그리

고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고 견디는 것이 감내 목록의 상 에 자리하게

된다.회피와 감내에 연결된 정동은 회피행동과 감내행동으로 채택될 수 있

는 다양한 행동들에 연결된 정동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특히 회피/감내 목

록의 상 에 자리하고 있는 행동에 연결된 정동이 큰 향을 미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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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포기행동과 완화행동

있다. 를 들어,고통을 완화하기 해 술 마시기를 주로 사용하는 장기

문제음주자들은,‘술 마시기’(혹은 ‘음주(飮酒)’)라는 행동에 연결되어 있는

정동이 회피에 연결된 정동의 양상을 반 할 가능성이 높으며,‘술 안 마시

기’(혹은 ‘주(禁酒)’)에 연결되어 있는 정동이 감내에 연결된 정동의 양상

을 반 할 가능성이 높다.

회피와 감내의 구조 측면에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회피행

동에는 어떤 사건이나 활동 등에 의해 이미 유발된 고통을 여주는 완화

행동(relievingbehavior)뿐만 아니라,어떤 과제를 지속할 때 경험되는 고

통을 멈추기 한 포기행동(quittingbehavior)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다

(서장원,권석만,2015).이해를 돕기 해 한 가지 시를 들어보겠다.그

림 2에는 고통을 유발하는 어떤 과제를 실시하는 과정이 구체 으로 묘사

되어 있다.해당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통이 차

증가한다.그러다 고통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시 (T1)에 이르면 한

가지 유형의 회피행동이 나타난다.고통을 유발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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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피하기 해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선택은 그 과제를 그만두

는 것,즉 포기행동이다. 단과정을 거쳐 포기행동을 선택하게 되면 더

이상 고통이 증가하지 않고 차 고통이 감소한다.하지만 부정 정동의

특성상 격하게 감소하지는 않게 되며 이 게 부정 정동이 높아진 상

태를 견디지 못할 때 다른 유형의 회피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이 게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통을 피하기 해 고려할 수 있

는 선택은 이미 유발된 고통을 효과 으로 여주었던 행동,즉 완화행동

을 하는 것이다( :술 마시기). 단과정을 거쳐 완화행동을 선택하게 되

면(T2)부정 정동은 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이 두 유형의 회피행동은 서로 한 련을 맺고 있다.하지만 몇 가

지 측면에서 서로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첫째로 각 유형의 회피행동이

선택되는 과정에서 활성화되는 이미지들이 서로 다르다.포기행동의 경우

‘과제수행을 지속하는 것’과 련된 이미지와 ‘과제수행을 포기하는 것’과

련된 이미지들이 활성화되는 반면,완화행동은 특정한 고통 완화행동과

련된 이미지들이 활성화 된다.쉽게 상할 수 있듯이 각 이미지들은

각각 고유한 경험에 기반한 정동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의 결

과 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둘째로 각 회피행동이 선택되는 과정에

향을 미치는 맥락 /상황 요인이 서로 다를 수 있다.포기행동의 경

우 특정 과제의 수행 포기와 련된 맥락 /상황 요인( :과제를

포기했을 때 주어질 수 있는 즉각 인 처벌)이 최종 선택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마찬가지로 완화행동은 해당 행동과 련된 맥락 /상황 요

인( :해당 행동을 선택했을 때 즉각 으로 주어지는 추가 인 보상)이

최종 선택에 향을 미칠 수 있다.셋째로 두 유형의 회피행동은 개인의

가치체계 내에서 서로 다른 치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다. 를 들어,어

떤 사람은 ‘술 마시기’등의 완화행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할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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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는 것’은 로 용납할 수 없다는 식의 가치 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이런 경우 두 유형의 행동이 서로 련은 있지만 각각의 회피행동

에 연결된 부정 정동의 정도는 서로 다를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회피와 감내를 각각 완화유형(완화회피,완화감내)과 포기유형(포기회

피,포기감내)으로 구분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포기행동에 연결되어 있는 정동은 완화행동과 마찬가지로 회피정동(회

피행동에 연결된 정동)의 양상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고통유발 과제

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행동과 연결되어 있는 정동은 감내정동(감내

행동에 연결된 정동)의 양상에 향을 미칠 수 있다.완화행동의 경우와

는 반 로 포기행동은 일상에서 ‘고통을 유발하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악하는 것이 요하다.이 과제는 감내행동 목록에서 찾을 수 있다.즉 개

인마다 고통을 유발하는 과제들이 다를 것이고,그 과제들은 고통을 유발

하는 정도에 따라 나열될 수 있을 것이다.감내행동 목록에는 고통을 유

발하는 다양한 삶의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이 목록의 상 에는 가장

큰 고통을 유발하는 과제가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를 들면,어떤 학

생에게 있어 일상과제 에서 ‘쓰기’가 가장 큰 고통을 유발한다면,감

내행동 목록의 상 에는 ‘쓰기를 지속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응되는 ‘쓰기를 그만두는 것’이 회피행동 목록에 별도

로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회피와 감내의 유형에 따라 고통 감내력 한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

다.포기유형 고통 감내력은 고통스러운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능

력으로 포기회피와 포기감내에 연결된 정동의 향을 받는다.완화유형 고

통 감내력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때 완화행동을 하지 않고 견디는 능력으

로 완화회피와 완화감내에 연결된 정동의 향을 받는다.두 유형의 고통

감내력은 서로 한 련이 있으며 기존의 고통 감내력 이론과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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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구분 없이 혼용되곤 했다.

하지만 엄 히 말하면 두 유형의 고통 감내력은 서로 구분될 수 있으

며,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몇 가지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우선 앞서 소

개한 바와 같이 두 유형의 회피와 감내는 각각 고유한 경험을 토 로 정

동을 형성하고 서로 다른 상황 요인의 향을 받기 때문에,결과 으로

나타나는 고통 감내력 수 한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두 유형의 고통 감내력을 구분하여 탐색하고 이 둘 간의 계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정교한 분석방법이 될 것이다.둘째로 두 유형의 고통 감내력

은 엄 히 말하면 서로 다른 수 의 고통을 경험하는 상황에서의 감내력

을 반 한다(서장원,권석만,2015).우선 포기유형은 고통이 차 증가하

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회피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고통 감내력인 반면,완

화유형은 이미 고통이 견디기 힘든 수 에 이른 상태에서 나타나는 회피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고통 감내력이기 때문에 기본 인 고통의 수 이

서로 다를 수 있다. 한 포기행동이 채택되는 상황에서는 고통을 유발하

는 원천이 무엇인지 체로 명확한 반면,완화행동이 채택되는 상황에서

는 고통을 유발하는 원천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 를 들어,어려운 문

제를 풀 때는 고통의 원천이 ‘문제 풀이’임을 알 수 있으며,그 활동을 그

만두면 고통도 끝난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반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어

떤 사건 때문에 유발된 부정 정서가 제때 해소되지 않은 채 된 경

우에는 고통의 원천이 불분명할 수 있으며,이 때 경험되는 고통은 ‘모호

함’이나 ‘불분명함’에 한 불편감까지 포함하게 된다.이 듯 기본 인 고

통수 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개념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 방법이 되기 어렵다.마지막으로 재 사용되고 있

는 고통 감내력 측정도구는 이미 서로 다른 유형의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

고 있다. 를 들어,고통 감내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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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고통감내과정에 한 정동 단 모델

주.AO-R=완화회피,WO-R=완화감내,AO-Q=포기회피,WO-Q=포기감내,PA= 정정

동,NA=부정정동.

다양한 인지행동과제들은 부분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을 측정한다(서장

원,권석만,2015).고통유발 과제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는지로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기 때문이다.이러한 과제들은 기본 인 측정원리 상 완

화유형 고통 감내력을 포착하지 못한다.반면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자기보고형 질문지들은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 만을 측정

하거나 두 유형의 고통 감내력을 모두 측정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서

장원,권석만,2015).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피행동과 감내행동,고통 감

내력의 두 유형을 구분하여 모델을 구성하 다.구성된 정동 단모델

을 그림 3에 간략히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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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원리

다음으로 모델을 구성하는 정동요소들이 어떤 계를 맺고 있는지에

해 살펴보겠다.정동요소들은 각각의 고유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회피

에 연결된 정 정동은 회피행동을 선택했을 때 경험했던 정 결과

에 의해 형성되며,회피에 연결된 부정 정동은 회피행동을 선택했을 때

경험했던 부정 결과에 의해 형성된다.감내에 연결된 정 정동과 부

정 정동 한 마찬가지로 감내행동을 선택했을 때 경험했던 정 /부

정 결과에 의해 형성된다.따라서 각 행동을 선택했을 때의 경험에 따

라 정동요소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를 들어 고통을 경험할 때 이를

완화하기 해 술을 마시기로 결정하여 다양한 정 결과( :이완감,

기분 환)를 경험했다면 회피에 연결된 정 정동이 강화된다.반 로

술을 마시기로 결정했다가 다양한 부정 결과( :숙취,주변 사람들의

비난)만 경험했다면 회피에 연결된 부정 정동이 강화된다.마찬가지로

고통을 경험할 때 술 마시기 등의 고통완화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견디어

냈을 때 다양한 정 결과( :자부심,주변의 칭찬)를 경험했다면 감내

에 연결된 정 정동이 강화되고,감내하기로 결정했을 때 오히려 부정

결과( :기분 악화,일상기능 하)를 경험했다면 감내에 연결된 부정

정동이 강화되는 것이다.이 게 각 정동요소는 각각의 고유한 경험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형성단계에서는 그 계가 어느 정도 독립 이라 단할

수 있다.

특정 개념이나 이미지에 연결된 정동의 방향성과 강도는 해당 개념 혹

은 이미지에 연결된 정 /부정 정동의 강도에 의해 결정된다(Slovic

etal.,2007). 를 들어 어떤 개념에 연결된 정 정동이 부정 정동

에 비해 더 강하다면,해당 개념의 정동은 정성을 띠게 된다.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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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회피와 감내 정동의 방향성과 강도 한 각 선택안에 연결된 정 /

부정 정동의 강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를 들어 회피에 연결된

정 정동이 부정 정동보다 강하다면 회피에 한 정동은 정성을 띠

게 되며,의사결정 상황에서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따라서 각

선택안의 정동을 평가할 때에는 정 정동과 부정 정동의 강도 차이

를 고려해야 한다.

정동 단 모델에서 추가 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회피와 감내의

계이다.회피와 감내는 상호 배타 인 선택안이다.회피를 선택하면 자

동 으로 감내는 선택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다시 말하면,회피를 선

택할 경우 감내를 통한 보상을 기 할 수 없게 된다.마찬가지로 감내를

선택하면 회피를 통한 보상을 기 할 수 없다.따라서 각 선택안을 채택

했을 때 얻게 될 처벌이나 보상의 정도를 비교하는 과정이 고통 감내에

한 단과정 안에 포함된다.두 선택안의 기 보상과 기 처벌을 비교

할 때에도 각 선택안에 연결된 정동의 방향성과 강도를 고려하게 된다.

를 들어 회피정동이 강한 정성을 띠고 감내정동은 부정 인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면,회피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회피를 선택할 경

우 련 보상을 기 할 수 있으며,동시에 감내로 인한 처벌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반 로 회피정동이 부정성을 띠고 감내정동은 정성을

띠고 있다면,감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정리하면,고통 상황에서

의 회피 혹은 감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각 선택안의 정 /부정 정

동의 강도를 고려하여 결정된 회피/감내 정동의 방향성과 강도 차이를 고

려해야 한다.회피정동이 정 인 방향으로 치우쳐 있고,감내정동이 부

정 인 방향으로 치우쳐 있을수록 회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결

과 으로 고통을 견디는 시간은 짧아지게 된다.반면 회피정동이 부정

인 방향으로 치우쳐 있고 감내정동이 정 인 방향으로 치우쳐 있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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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고통을 견디는 시간도 길어지게 된다.

회피/감내에 연결  동  특

각 선택안에 연결된 정동의 양상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러한

특성을 포착하기 해 각 선택안에 연결된 정동의 구조와 가변성에 한

정교화를 실시하고자 한다.첫 번째로 선택안에 연결되어 있는 정동을 크

게 두 요소로 구분해 볼 수 있다.첫 번째 요소는 과거의 된 경험으로

인해 형성되어 비교 안정 으로 유지되는 정동이며 다른 한 요소는 상

황 으로 새롭게 부여되는 정동이다.편의상 자를 기본정동(basicaffect)

으로 명명하고 후자를 상황정동(situationalaffect)으로 명명하겠다.기본정

동과 상황정동을 개념구분에 사용한 이유는 과거 정서경험에 의해 형성된

정동이 비교 장기간 지속되는 특질(trait)성향의 정동인 반면,상황 으

로 새롭게 부여되는 정동은 상 으로 단기간 동안만 지속되는 상태

(state)성향의 정동이기 때문이다. 를 들어 술 마시는 것을 그리 즐기지

않는 어떤 사람의 ‘술 마시기’와 연결된 기본정동은 립 이거나 부정

인 방향으로 치우쳐 있을 것이다.그런데 군가가 술을 마시면 요한 계

약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말했다면,즉 상황 으로 상당한 보상을 보장했다

면,‘술 마시기’에 일시 으로 정 정동이 부여될 수 있다.이러한 정동

은 장기간 지속되지 않지만 일시 으로 행동선택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회피와 감내에 연결된 정동을 탐색할 때에는 상황 인 보상 처

벌과 련된 정동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배경이 되는 정동(backgroundaffect)의 향을 고려하고자

한다.배경정동이란 특정 순간에 한 개인의 정동 상태를 의미한다.정동

의사결정과 련된 기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사결정을 내릴 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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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되는 선택안의 정동은 배경정동의 향을 받게 된다(Slovic etal.,

2007).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델의 에서 보면,일차 으로 배경정동의

향을 받게 되는 것은 각 선택안에 연결된 기본정동이다. 를 들어,평

소에는 술 마시는 것에 한 정 정동과 부정 정동이 모두 강하여

균형을 이루다가도,고통상황이 되면 술 마시기에 연결된 부정 정동은

약해지고 정 정동은 강해질 수 있다.그 결과,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술 마시기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배경정동으로서의 정서 고통이 각

선택안의 어떤 정동에 어떤 방식으로 향을 미치는 지에 해서는 충분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부정 정

서의 일반 인 효과 조망을 좁 재에 집 하게 하는 것과 련이

있다(Kalat& Shiota,2011).즉 고통상황이 되면 주의가 좁아지고 장기

으로 경험하게 되는 정 /부정 결과의 향력이 약해질 수 있다.

를 들어,술 마시기에 연결되어 있는 정동들 비교 먼 미래에 경험하

게 될 부정 결과를 반 하는 정동(부정 정동)이 약해져서 상 으로

즉각 인 정 결과를 반 하는 정동( 정 정동)의 향력이 더 강해

지는 것이다.

장기적 문제음주자의 고통감내과정: 정동적 판단 모델의 적용

고통감내과정에 한 정동 단 모델에서 포기회피와 포기감내는 각

개인의 고유한 측면을 반 하며,완화회피와 완화감내는 특정 심리장애의

고유한 측면을 반 한다.따라서 정동 단 모델을 특정 심리장애에

용할 때 가장 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해당 심리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완화하기 해 주로 선택하는 행동이다.장기 문제음주

자들은 고통을 완화하기 한 수단으로 음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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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nhardt& Murphy,2011).물론 이들이 음주행동을 반복하는 이유

에는 정 인 정서의 경험 한 포함될 수 있다. 정 정서 경험을

한 음주는 주로 단기 문제음주자들이 나타내는 특성이지만(Christiansen

etal.,2002),장기 문제음주자들 한 정 정서경험을 해 음주를

할 수 있다.

장기 문제음주자들이 정 정서경험을 해 음주를 한다는 사실은

이들의 표 인 완화회피로 음주행동을 설정하는 데 큰 지장을 주지 않

는다.우선 정동 단 모델을 장기 문제음주자들에 용할 때,음주행

동을 다른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보다 구체

으로 말하면,정동 단 모델에서는 음주행동을 정 정서경험의 수

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요한 은 고통을 완화

하기 한 주요한 수단으로 음주를 활용하는가의 여부이다.음주행동을

정 정서경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과는 별개로,부정 정서를 완화

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Carpenter& Hasin,1999;Conger,1956;Stockwell,Hodgson,&

Rankin,1982).둘째로 음주를 정 정서경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고통완화와 무 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

기 해서는 문제음주자들이 음주를 통해 정 정서를 경험하려는 이유

를 악해야 한다.한 가지 유력한 설명은 알코올의 기분 환효과

(mood-alteringeffect)이다(Cox& Klinger,1988).즉 술을 마시면 정

정서경험을 통해 조했던 기분이 고양된 기분으로 환된다는 것이다.

정 정서경험이 부정 정서경험의 효과를 취소하고 기분을 증진시킨다

는 사실은 여러 정서 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Kalat& Shiota,

2011).이처럼 정 정서경험의 수단으로 음주를 활용하는 것이 부정

정서경험을 조 하기 한 시도와 무 하지 않다면,음주행동을 장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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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음주자들의 주요한 완화행동으로 설정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

로 단할 수 있다.

고통상황이 되면 장기 문제음주자들은 고통을 견딜 것인지의 여부를

두고 정동 단을 실시한다.우선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고통완화와 련된 단을 실시하며,이때 완화회피행동으로

서의 ‘술 마시기’와 완화감내행동으로서의 ‘술 안 마시기’에 연결된 정동을

고려하여 고통을 견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술 마시기’에 연결된

정동이 정 인 방향으로 치우치고 ‘술 안 마시기’에 연결된 정동이 부정

인 방향으로 치우칠수록 ‘술 마시기’가 쉽게 채택되고 고통을 견디는 시

간은 짧아질 것이다.이러한 상태는 음주로 인한 정 경험이 많고 부

정 경험은 으며, 주로 인한 정 경험이 고 부정 경험은 많

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를 들어 음주를 통해 정 정서를 쉽게 경

험하지만 숙취는 고, 주를 해도 특별히 얻을 것이 없으며 오히려 지

루하고 따분한 상태가 지속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한 상태라면,고통상황에

서 쉽게 음주행동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앞서 각 선택안에 연결된 정동의 특성을 구체화할 때 제안한 바와 같

이,음주 혹은 주와 련된 기존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기본정동에 더

해 상황 인 처벌과 보상에 의한 상황정동이 단과정에 향을 미칠 수

있다. 한 개인의 상태 인 배경정동은 각 선택안의 정동요소의 강도를

변화시켜 결과 으로 단과정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를 들어,정서

으로 립 인 상태에서는 음주와 주의 정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다가도,음주에 한 단기 인 보상이 제공되거나 불쾌

한 사건으로 인해 배경정동이 부정 인 방향으로 치우칠 경우,음주에

한 정성이 강화되어 립 인 상태일 때 보다 더 빨리 음주행동을 선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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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목적 및 연 개요

지 까지 고통을 견디는 과정과 련된 기존 연구들과 연 분야의 연

구들을 검토하여 새로운 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정동 단모델’로 명명

하 다.특히 고통을 견디는 과정에서 회피선택과 련된 단과정이 고

통 감내력 수 을 결정하며,회피와 감내에 연결된 정동이 단과정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안했다.구체 으로 보면,회피행동에 연결

된 정 정동과 감내행동에 연결된 부정 정동이 약하고 회피행동에

연결된 부정 정동과 감내행동에 연결된 정 정동이 강할수록 회피행

동 선택은 지연되며,결과 으로 고통 감내력 수 이 증가하는 것으로

측했다. 한 회피행동과 감내행동이 각각 포기유형과 완화유형으로 구분

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안했다.마지막으로 각 선택안에 연결된 정동은 기

본정동과 상황정동으로 구성되며,배경정동으로서의 고통의 향을 받아

양상이 바뀔 수 있음을 가정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장기 문제음주자들을 상으로 고통감내과정에

한 정동 단 모델을 검증하는 것이다.특히 회피행동과 감내행동에 연

결된 정동이 장기 문제음주자들의 고통 감내력 수 과 련이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했다.구체 으로 보면,완화회피와 완화감내에 연결된 정동이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과 한 련을 맺고 있는지 확인하고,포기회피

와 포기감내에 연결된 정동이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과 유의미한 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 총 3개의 연

구를 계획하 다.

연구 1에서는 경험표집법을 활용하여 장기 문제음주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고통 감내력 수 과 회피/감내 련 상황정동을 측정한

뒤,각 선택안에 연결된 정동과의 연 성을 탐색하 다.연구 2에서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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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된 상황에서 장기 문제음주자들에게 두 가지 유형의 고통 감내력 측

정도구를 실시한 뒤 각 선택안에 연결된 정동과의 연 성을 탐색하 다.

아울러 배경정동으로서의 고통이 각 선택안에 연결된 정동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를 구체 으로 탐색하 다.연구 3에서는 각 선택안에 연결된 정

동이 장기 문제음주자들의 고통 감내력 수 에 인과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해 1주일 동안의 정동변화과제를 이용한 실험을 실시하 다.각

연구의 주요 목 과 연구방법을 표 2에 제시하 다.



연  1 연  2 연  3

연 적 

(정동적 단  검 )

피/감내정동   

고통 감내 에 

미치는 향

(포 , )

상 계 O† O

과 계 O

본정동과 상 정동  

차별적 향

O

경정동  

피/감내정동에 

미치는 향

O

연 피/감내 본정동  

측정한  경험 집

 해 상 정동과 

고통 감내  측정하

여 계 

통제  상 에  고통

 하는 과제  실

시한  피/감내정동 

변  하고 고통 

감내 과  계 

정동변 과제  해 

피/감내정동  변

시킨  고통 감내  

변  

 † 해당 주제  연 에  다루었  미함

표 2.연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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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 피행동 및 감내행동 련 정동과 고통 

감내력의 계: 장 적 문제음주자의 일상생  

경험을 심으로

연구 1의 목 은 장기 문제음주자들의 회피행동과 감내행동에 연결되

어 있는 정동을 측정하여 이들이 일상생활 장면에서 나타내는 고통 감내

력 수 과의 계를 탐색하는 것이다.고통 감내력을 측정하는 표 인

방법은 자기보고형 질문지와 행동과제를 사용하는 것이다(서장원,권석만,

2015).이 두 가지 방법은 고통 감내력 련 연구들에서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어 왔으며,비교 타당하게 피검자의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Leyroetal.,2010).하지만 이 방법들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우선 자기보고형 질문지는 의도 인 조작이나 거짓보고의

험을 배제하기 어려우며,피검자가 자신의 내 경험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지각된 고통 감내력

과 실제 고통 감내력이 서로 불일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꾸 히 제기되

어 왔다(Leyroetal.,2010).행동과제를 이용한 측정방법은 상 으로

실제 고통 감내력을 측정한다는 장 이 있지만, 부분 통제된 실험환경

에서 고통스러운 과제를 지속하는 정도로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외 타당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경험표집법을 이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 다.

경험표집법(experiencesampling method)혹은 생태순간평가(ec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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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aryassessment)는 참여자들이 일상 으로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경험이나 행동 등을 반복측정법을 이용해 평가하는

기법들을 포 하는 개념이다(Shiffman,Stone,& Hufford,2008).이 방법

은 참여자들의 일상 인 행동을 측정하기 때문에 외 타당도가 높으며,

비교 짧은 시간 동안 반복 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기억에 의한 편향 등

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장승민,2011).

경험표집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첫 번째 유형은 하루나

12시간 등 정해진 간격에 따라 기록하게 하는 시간간격에 따른 기록

(interval-contingentrecording)이다.이 방법은 반복측정법이 사용되기 시

작한 기부터 오랜 기간 동안 활용되어온 방법으로 응답자들의 부담이

고 반응 락이 다는 장 이 있다(Wheeler&Reis,1991).두 번째 방법은

무작 로 선택된 시간에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신호에 따른 기록

(signal-contingentrecording)이다.이 방법은 순간의 감정,사고,활동상태

를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되어 왔다(Csikszentmihlayi& Larson,1987).이

방법은 고정된 기록시 과 련된 체계 인 혼입변인의 효과를 일 수 있

다는 장 이 있지만 응답자들의 부담이 크고 상황 요인에 의한 반응 락

이 상 으로 더 많다는 단 이 있다.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특정한 사건

이 발생했을 때에만 기록을 남기는 사건에 따른 기록(event-contingent

recording)이다.이 방법은 응답자들이 쉽게 악할 수 있는 구체 인 사건

의 발생에 해 연구하기 한 방법으로,음주와 흡연,섭식행동 연구 분

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어 왔다(Shiffmanetal.,2008).

본 연구에서는 기법들 사건에 따른 기록과 시간간격에 따른 기록

을 이용하여 참여자들의 고통 감내력을 측정한 뒤,회피/감내정동과의

계를 탐색하 다.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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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감내행동에 연결된 정동이 정 이고 회피행동에 연결된 정동이

부정 일수록 고통 감내력 수 은 높아질 것이다.

1.완화감내 정동이 정 이고 완화회피 정동이 부정 일수록 완

화유형 고통 감내력 수 은 높아질 것이다.

2.포기감내 정동이 정 이고 포기회피 정동이 부정 일수록 포

기유형 고통 감내력 수 은 높아질 것이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 학교 연구윤리심의 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서울 학교에서 심리학 련 수업을 듣는 학부생들 장기 문제음주자

기 을 만족하는 40명이 연구에 참여하 다.문제음주의 기 은 미국의

경우 매주 15잔1)(여성은 12잔)이상으로 정하거나(Wiers& Kummeling,

2004),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lcoholUse DisorderIdentification

Test) 수 8 이상으로 정한다(Conigrave,Hall,& Saunders,1995).한

국의 알코올 소비량은 미국의 약 1.06배 정도이며(OECD,2014),한국

학생의 알코올 소비량은 일반성인보다 약 1.1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

다(조성기,장승옥,윤혜미,이혜경,최 숙,제갈정,2001).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매주 20잔(여성은 16잔)이상 마시는 경우를 문

제음주로 정하 다.문제음주의 정의상 음주행동으로 인해 경미한 수 의

부정 결과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련 기 한 포함시켰다.구체

1) 술 1  양  각 주 별  량  사 한다. 주는 40ml, 양주는 25ml,  80ml, 맥

주는 250ml  각각 에탄  10g에 해당하는 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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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말하면 음주행동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일( :수업결석,

과제 제출실패 등의 학업 /직업 의무이행 실패)이 한 달에 세 번 이상

인 경우만 참여자로 포함시켰다.기간의 측면에서는 일반 으로 문제음주

가 2달 이상 연속 으로 지속될 때 장기 문제음주로 간주한다.하지만

한국 학문화 특성상 학기동안 진행되는 요한 모임에서 정기 으로 폭

음을 할 경우 장기 문제음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이를 방지하기

해 어도 5개월 이상 문제음주 패턴이 지속되는 경우만 장기 문제음

주로 간주하 다.제시된 기 을 만족하는 40명이 연구에 참여하 으며 이

4명이 강의수강을 취소하면서 연구 참여를 단하 다.최종 으로 36

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연령은 19세에서 28세 범 으며 남자

(21명)의 평균 연령은 21.59세(SD=2.48),여자(15명)의 평균 연령은 20.21세

(SD=.80) 다.남자의 평균 주간 음주량은 32.95잔(SD=9.65)이었으며,여자

의 평균 주간 음주량은 30.78잔(SD=8.42)이었다.

절차

장기 문제음주자 기 에 한 내용이 포함된 연구 공고문을 심리학과

연구 참여시스템에 게시하 으며,학생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원하는

경우 연구에 참여하 다.연구 참여가 결정된 학생들은 지정된 실험실에

방문하여 연구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알코올 사용문제와 우울,불안을

측정하는 자기보고 질문지를 작성하고 각 선택안의 정동을 측정하는 과제

를 수행하 다.실험실은 가로 2m 세로 4m 규모의 방이었으며,1개의 책

상과 2개의 의자 공기조 장치가 구비되어 있었다.책상 에는 15인

치 모니터가 부착된 노트북 컴퓨터를 비치하 다.자기보고질문지는 지필

을 이용해 작성하도록 하 으며,정동측정 과제는 노트북 컴퓨터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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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수행하도록 안내했다.측정이 마무리되면 향후 일주일동안의 과

제 수행에 한 안내를 실시하 다.실험실에의 평가가 종료된 뒤 일주일

동안 경험표집법을 이용해 참여자의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 다.참여자들은

연구참여의 가로 연구 수를 부여받았다.

도

외 동 사이몬 과 (Extrinsic Affective Simon Task: EAST).

EAST는 특정한 개념이나 이미지에 연결된 정동을 측정하기 해 개발된

검사도구이다(deHouwer,2003).자극에 한 반응속도 측정방법을 사용

해 이미지에 연결된 정동을 측정하는 도구로 Implicit Association

Test(IAT;Greenwald,McGhee,& Schwartz,1998)와 유사한 방식을 사

용한다.하지만 IAT는 두 개 과제에서의 수행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

기 때문에 과제 재부호화(recode)능력 수 의 향을 받을 수 있다는 한

계 이 지 되어 왔다(deHouwer,2003).반면 EAST는 두 개 과제에서

의 수행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목표자극에 색깔을 이용해 인

으로 정성/부정성을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한계를 보완

하고 있다(deHouwer,2003).검사결과의 타당성과 검사실시의 용이성으로

인해 EAST는 이미지에 연결된 정동을 측정하는 다양한 연구들에 사용되어

왔으며,특히 알코올 사용장애나 특정 공포증과 같은 정신병리 연구 역에

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e.g.,de Jong,Wiers,van de Braak,&

Huijding,2007;Ellwart,Becker,& Rinck,2005; Huijding,& deJong,

2005;Vancleef,Peters,Gilissen,&deJong,2007).

검사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1단계에서는 제시되는 단어의 의미에

따라 ‘좋음’버튼(P)이나 ‘나쁨’버튼(Q)을 르도록 안내된다.2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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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색깔단어들이 제시되는데,수검자는 단어의 의미와 상 없이 색깔에

따라 란색이면 ‘좋음’버튼을,녹색이면 ‘나쁨’버튼을 러야 한다.3단

계에서는 1단계에서 사용한 흰색 단어들과 함께 정동의 강도를 측정하고

자 하는 목표자극들을 란색이나 녹색으로 제시하여 수검자들로 하여

규칙에 따라 ‘좋음’버튼 혹은 ‘나쁨’버튼을 르게 한다.이러한 차는

목표자극이 정 정동과 연결되어 있다면 란색으로 제시될 때 더 빨

리 반응할 것이고,부정 정동과 연결되어 있다면 녹색으로 제시될 때

더 빨리 반응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 하고 있다(deHouwer,2003).

본 연구에서는 표 인 EAST 차에 따라 두 개의 연습블록(1단계:

흰색단어 연습,2단계:색깔단어 연습)과 네 개의 실험블록으로 과제를 구

성하 으며,자극 구성 제시,반응처리에는 Inquisit4(Labversion)

로그램이 사용되었다.과제의 도입부에는 과제수행에 한 간단한 안내문

이 제시되었다.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제부터 화면에 단어가 하나씩 나타날 것입니다.

만일 단어가 흰색이라면 단어의 의미에 따라 버튼을 러주시기 바랍니다.

단어의 의미가 정 일 때는 '좋음'(P)버튼을 러주시고,부정 일 때는 '나

쁨'(Q)버튼을 러주십시오.

만일 단어가 흰색이 아니라면 단어의 색깔에 따라 버튼을 러주시기 바랍니다.

(단어의 의미는 상 없습니다.)

단어의 색깔이 란색이면 '좋음'(P)버튼을 러주시고,녹색이면 '나쁨'(Q)버

튼을 러주십시오.

틀린 답을 하셨을 경우에는 화면에 빨간색 X가 나타날 것입니다.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버튼을 러 주시기 바랍니다.

실험은 약 15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1단계 연습블록에서는 정서가(affectivevalence)를 명확하게 단할 수



50

있는 5개의 부정 형용사(사악한,끔 한,비열한,천박한,역겨운)와 5개

의 정 형용사(건강한,정직한, 한,재미있는,뛰어난)가 자극으로

제시된다.참여자들은 다음의 간단한 지시문을 읽은 뒤 검은색 바탕화면

의 앙에 제시되는 자극에 반응하게 된다.

‘흰색 단어들로만 구성된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정 인 의미를 가진 단어:'좋음'(P)버튼을 르세요.

부정 인 의미를 가진 단어:'나쁨'(Q)버튼을 르세요.’

첫 번째 자극은 1000ms의 휴지기 이후에 제시되고 두 번째 자극부터는

반응입력 후 1200ms가 지난 뒤에 제시된다.참여자가 틀린 반응을 입력

했을 경우에는 400ms동안 빨간색 ‘X'가 앙에 나타나며 1200ms후에

다음 자극이 제시된다.1단계 연습블록에서는 총 20번 자극이 제시된다.

2단계에서는 목표자극들이 녹색(Inquisit빨간색-녹색- 란색:0,150,

125)이나 란색(Inquisit빨간색-녹색- 란색:0,125,150)으로 제시된다.

녹색과 란색은 서로 비슷해 보이면서도 명확하게 구분 가능한 수 으로

배합하 다(deHouwer,2003).2단계 연습블록과 실험블록에서 사용된 목

표자극은 두 가지 유형의 회피행동과 감내행동이다.우선 참여자들에게

최근 수행하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과제를 하나 선정하도록 했다.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것은 포기회피이며 이 과제를 지속하는 것은 포기

감내가 된다. 를 들어,가장 고통스러운 과제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라면,포기회피는 ‘보고서 작성포기’이고 포기감내는 ‘보고서 작성하기’가

된다.장기 문제음주자들은 공통 으로 음주행동을 완화행동으로 사용

할 것이기 때문에 ‘술 마시기’,혹은 ‘음주’를 완화회피로 설정하고 ‘술 안

마시기’,혹은 ‘주’를 완화감내로 설정하 다.두 번째 연습블록 한 간

단한 지시문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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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단어들로만 구성된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란색 단어:‘좋음'(P)버튼을 르세요.

녹색 단어:‘나쁨'(Q)버튼을 르세요.’

지시문을 읽고나면 1000ms의 휴지기 이후에 첫 자극이 제시되고 참여

자가 반응을 입력하면 1200ms후에 다음 자극에 제시된다.참여자가 틀

린 반응을 입력했을 경우에는 400ms동안 빨간색 ‘X'가 앙에 나타나며

1200ms후에 다음 자극이 제시된다.2단계 연습블록에서도 총 20번 자극

이 제시되었다.

실험블록은 목표자극과 정 /부정 형용사가 동시에 제시되었다.각

블록별로 30번 자극이 제시되었으며,목표자극은 어도 한 번씩은 녹색

과 란색으로 제시되었다.10개의 형용사 단어도 어도 한 번씩은 제시

되었다.참여자들은 다음에 제시되는 지시문을 읽은 뒤 실험블록을 시작

하게 된다.

흰색 단어와 색깔이 있는 단어가 혼합된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정 인 의미를 가진 흰색 단어:'좋음'(P)버튼을 르세요.

부정 인 의미를 가진 흰색 단어:'나쁨'(Q)버튼을 르세요.

란색 단어:'좋음'(P)버튼을 르세요.

녹색 단어:'나쁨'(Q)버튼을 르세요.

지시문을 읽고 나면 연습블록과 같은 방식으로 자극들이 제시되며,총

4번 실험블록을 반복하게 된다. 체 인 검사의 흐름을 간략히 그림 4에

제시하 다.

각 선택안에 연결된 정동은 목표자극에 한 반응시간으로 측정하 다.

를 들어 완화회피(술 마시기)에 연결된 정 정동의 강도는 녹색으로

제시된 ‘술 마시기’자극에서의 반응시간으로 측정하 으며,부정 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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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외 정동 사이몬 과제 실시 차

의 강도는 란색으로 제시된 ‘술 마시기’자극에서의 반응시간으로 측정

하 다.완화회피 정동의 방향성과 강도는 정 정동 수와 부정 정

동 수 차이로 계산하 다.이 과정을 완화감내와 포기회피,포기감내에

동일하게 용하 다.



마지막으로,회피행동과 감내행동의 계를 고려하여 회피정동 수에

서 감내정동 수를 빼서 새로운 정동지수(affectindex)를 산출하 다.상

세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주. AI-R =  정동지수, AOR = 피, WOR = 감내, AI-Q = 포  정동

지수, AOQ = 포 피, WOQ = 포 감내, PA = 정정동, NA = 정정동

고통 감내력 지 . 일상 인 생활 장면에서의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기

해 두 가지 지표를 개발하 다.두 지표는 각각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

과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다.고통 감내력 수 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일상 인 생활사건에 의해 유발되는

고통을 보다 오래 견디는 경향이 있다(Leyroetal.,2010).마찬가지로 장

기 문제음주자들 에도 상 으로 고통 감내력 수 이 높은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고 일상 인 고통을 보다 오래 견딜 것이다.따라서 일상

인 생활 장면에서의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은 고통을 유발하는 부정

사건이 일어난 시 과 술을 마신 시 간의 시간 간격으로 측정할 수 있

을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측정 시 을 기 으로 가장 강한 고통을 유발

했던 부정 사건의 내용과 시 을 기록하도록 하고,마찬가지로 술을 마

신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여 두 시 간의 시간 간격을 측정하 다.고통

스러운 과제 수행과 련된 고통 감내력,즉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은 고

통을 유발하는 과제를 얼마나 오래 지속했는지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 이

다(서장원,권석만,2015;Leyroetal.,2010).따라서 포기유형 고통 감내

력은 사 에 보고한 고통유발 과제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지속했는지

의 여부로 측정할 수 있다.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할 때에는 일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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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와 회피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으며 각각의 시 을 명확하게 기억하여

보고하기에는 실 인 어려움이 있다. 한 특별한 상황에 의해 해당 과

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을 경우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

수 이 매우 낮은 것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의심될 수 있다.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을 기록하

도록 하고,아울러 실제로 해당과제를 지속했던 시간을 별도로 기록하도

록 하여 두 시간의 비율로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 다.

지표의 특성을 감안하여 두 가지 유형의 경험표집법이 사용되었다.우

선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은 술을 마시는 경우에만 측정하는 사건에 따른

기록으로 측정하 다.참여자들은 술을 마시기 직 에 정해진 인터넷 웹

사이트에 속하여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과 련된 문항들을 작성하도록

안내되었다.여기에는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는 문항 이외에 부

정 사건에 의해 유발된 부정 정서의 강도와 상황 인 처벌/보상을 측

정하는 문항들도 포함되었다.두 번째 지표인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은 일

정한 간격으로 실시하는 시간간격에 따른 기록으로 측정하 다.매일 오

10시와 오후 10시에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담긴

질문지를 e-mail로 송하여 참여자들로 하여 응답하도록 했다.여기에

는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는 문항 이외에 상황 인 처벌/보상을

측정하는 문항들도 포함되었다.상황 인 처벌/보상은 참여자들이 선정한

고통스러운 과제를 수행할 때 일시 으로 주어지는 보상과 해당 과제수행

을 포기할 때 일시 으로 주어지는 처벌을 의미한다.

알코  사용장애 별검사(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 AUDIT은 음주 련 문제를 측정하기 해 개발된 척도

이며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Saunders,Aasland,Babor,d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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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nte,& Grant,1993).본 연구에서는 이병욱,이충헌,이필구,최문종과

남궁기(2000)가 개발한 한국어 AUDIT을 사용하 다.이 척도는 음주량

과 빈도,폭음경향,음주 의존도,통제 결여,음주 련 험행동 등을 포

으로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총 범 는 0 에서 40 으

로 총 이 높을수록 음주 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해석한다.Saunders

등(1993)에 따르면 0 에서 7 사이는 험 음주군,8 에서 15 사이

는 고 험음주,16 에서 19 은 알코올 남용,20 이상은 알코올 의존으

로 해석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의 내 합치도(Cronbach'sα)는 .75 다.

역학연구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CESD는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하여

Radloff(1977)가 개발한 척도이다.본 연구에서는 겸구,최상진과 양병창

(2001)이 개발한 통합 한국어 CESD를 사용하 다.이 척도는 우울과

련된 행동,신체,인지 증상들에 한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

항은 0 (극히 드물게)과 3 (거의 부분)사이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총 범 는 0 에서 60 으로 총 이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함을 의

미하며 미국 CESD의 경우 16 을 기 으로 정상인과 우울 환자의 구분

을 시도한다( 겸구,최상진,양병창,2001).본 연구에서의 내 합치도

(Cronbach'sα)는 .88이었다.

상태-특 불안 척도-단축 (State-Trait Anxiety Inventory-brief 

version: STAI-B). STAI-B는 불안증상을 측정하는 척도이며 총 6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Marteau& Bekker,1992).Spielberger,Gorsuch와

Lushene(1970)에 의해 개발된 원척도에서 문항을 선별하여 구성한 단축

형 척도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Martea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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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kker,1992).본 연구에서는 한덕웅,이장호, 겸구(1996)가 번안한 한국

STAI에서 해당 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 다.본 연구에서의 내 합치

도(Cronbach'sα)는 .90이었다.

분석

경험표집법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기본 으로 다층구조를 가진 종단자

료(longitudinaldata)이기 때문에 다층모형(multilevel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다층모형은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된 자료를 분석하기 해

개발된 통계모델로,일정 기간 동안 집 으로 모아진 종단자료를 분석

하는 데 한 것으로 제안되어 왔다(Collins,2006).분석도구로는

HierarchicalLinear/NonlinearModel7(HLM 7;Raudenbush,Bryk,&

Congdon,2010) 로그램을 사용했다.

자료는 2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1층은 사건에 따른 기록법과 시간간

격에 따른 기록법으로 수집한 자료들로 구성되며 2층은 각 참여자들로 구

성된다.주요 종속변인은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과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이

다.참여자의 완화회피와 완화감내에 연결된 정동과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

의 계를 탐색하기 해 1층 변인으로는 상황 처벌/보상과 부정 생활

사건에 의해 유발된 부정 감정이 포함되었으며,2층 변인으로는 실험실에

서 측정한 완화회피/완화감내 정동과 우울,불안,알코올 사용문제가 포함

되었다.포기회피와 포기감내에 연결된 정동과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의

계를 탐색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2층 모델이 사용되었다.1층 변인으로는

상황 처벌/보상이 포함되었으며,2층 변인으로는 포기회피/포기감내 정동

과 우울,불안,알코올 사용문제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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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사전분석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하기 해서는 종속변인의 분포특성을 먼 악

해야 한다(Kreft,Kreft,& deLeeuw,1998).검토 결과 완화유형 고통 감

내력과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 모두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로그 변환을 실시한 뒤 분석을 진행했다.경험표집법을 통해 수집한

자료에는 총 623개의 측치가 포함되었다.이 사건에 따른 기록 측정

치 수는 119개,시간간격에 따른 기록 측정치 수는 504개로 확인되었다.

시간간격에 따른 기록의 응답율은 94.8%로 양호했다.결측치의 비율이

2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단순 치법(single

imputation) CompletesAnalysis방법을 사용하여 결측치를 처리하

다.기본 인 기술통계량과 측정변인들 간의 상 계수가 표 3에 제시되었

다.주요한 결과를 보면,완화유형 정동지수는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과 부

상 계를 맺고 있으며,포기유형 정동지수는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

과 부 상 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과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은 정 상 계를 맺고 있으며,두 유형

의 정동지수 한 서로 정 상 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 으로 성별과 연령,고통 감내력의 상 계를 분석해 보았다.분

석 결과,성별과 연령은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과 유의미한 상 계를 나

타내지 않았다,r=.18,p=.32;r=.11,p=.56.마찬가지로 포기유형 고통 감

내력 한 성별 연령과 유의미한 상 계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r=-.23,p=.18;r=-.10,p=.58.



변 AUDIT DT-R DT-Q CESD STAI-B AI-R AI-Q

AUDIT -

DT-R  -.45* -

DT-Q  -.12    .46** -

CESD   .21   .16  .18 -

STAI-B   .20   .19  .19   .57** -

AI-R   .30   -.46** -.29 -.14 -.09 -

AI-Q   .24  -.30  -.36* -.07  .01    .49** -

M 15.17 131.57  .28 14.25 7.06 20.57   .79

SD  5.12 102.21  .32  7.65 3.48 102.52 108.11

주. AUDIT = 알코  사 애 별검사, DT-R =  고통 감내 , DT-Q = 포  고통 감내 , CESD = 역학연  우울척

도, STAI-B = 상태-특 안 척도 단축 , AI-R =  정동지수, AI-Q = 포  정동지수, M = 평균, SD = 편차

* p < .05  ** p < .01

표 3.연구1의 주요변인 기술통계량과 상 계수(N=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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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점수들 간의 계

표 4에는 회피/감내 정동 수의 기술통계량과 상 계수를 제시하 다.

분석 결과,각 선택안에 연결된 정 정동 수와 부정 정동 수는 부

상 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요한 패턴은 상

이 동일한 유형별 정동 수들 간의 정 상 계이다.즉 완화회피에 연

결된 정 정동 수는 포기회피에 연결된 정 정동 수와 정 상

계를 맺고 있었으며,완화회피에 연결된 부정 정동 수는 포기회피에

연결된 부정 정동 수와 정 상 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완화감내와 포기감내에 연결된 정 /부정 정동 수들도 마찬가지 패

턴을 보 다.

각 선택안의 정동 수와 고통 감내력의 계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즉 완화유형에 속하는 회피정동/감내정동 수는 완

화유형 고통 감내력과 유의미한 상 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며,포기유형

에 속하는 회피정동/감내정동 수 한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과의 계

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러한 결과는 회피행동과 감내

행동에 연결된 정동요소들의 강도차이를 고려하여 도출된 정동지수가 최

종 으로 고통 감내력 수 을 결정한다는 정동 단 모델의 기본 가정

을 감안하면 충분히 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실제로 각 유형별로 계산

한 정동지수는 련 유형의 고통 감내력과 한 계를 맺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표 3).이후 연구 과정에서는 각 정동요소들을 개별 인 변

인으로 분석하지 않고 각 정동요소들의 강도차이를 고려하여 산출한 정동

지수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변 1 2 3 4 5 6 7 8 9 10

1. DT-R -

2. DT-Q    .46** -

3. AO-PA -.28  .11 -

4. AO-NA  .29  .27 -.34* -

5. WO-PA  .02  .03 -.24 -.29 -

6. WO-NA -.08 -.25 -.20 -.20 -.34* -

포

7. AO-PA  .27  .16   .38*  .03  .02 -.29 -

8. AO-NA -.11  .11 -.18   .34*  .15 .20  -.43** -

9. WO-PA  .28  .14 -.22  .11   .40* -.19  .08 -.29 -

10. WO-NA -.21 -.29  .04 -.16  -.33*    .46** -.30 -.19 -.58** -

M 131.57  .28 659.75 681.04 653.86 695.72 671.74 673.85 662.40 665.31

SD 102.21  .32 106.75 131.84   82.56 159.98 110.17 106.96   94.39 130.38

주. DT-R =  고통 감내 , DT-Q = 포  고통 감내 , AO-PA = 피- 정정동, AO-NA = 피- 정정동, WO-PA = 감내-

정정동, WO-NA = 감내- 정정동, M = 평균, SD = 편차

* p < .05  ** p < .01

표 4.연구 1의 정동 수 간 상 계수(N=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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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회피/완화감내 정동과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의 계

본 연구의 주 심사는 회피/감내정동과 고통 감내력의 계를 탐색하

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변인들로 구성된 모델과 회피/감내정동이 추가된

모델을 비교하는 식으로 분석을 진행하 다.완화유형 고통 감내력에

한 구체 인 모델 공식은 아래와 같다.

1층 모델

 ××

2층 모델

 ××××

 

 

*주.DTR=완화 유형 고통 감내력,NE=부 정서(부정 사건에 의해 유발된 부정

정서 수),SAR=완화유형 상황정동(상황 처벌 보상에 의해 유발된 상황

정동 수),CESD=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STAI-B=상태-특성불안 척도 단

축형,AUDIT=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IR=완화유형 정동지수

우선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1층의 독립변인으

로 완화회피와 련된 상황 처벌과 완화감내와 련된 상황 보상의

계를 살펴보았다.두 개의 변인은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과의 계에서

이론상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각각의 수를 합하여 상황정동 수를

산출하여 모델에 포함시켰다. 한 부정 생활사건에 의해 유발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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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β SE t

절편 106.79 36.50  2.93** 

AI-R   -.27   .09 -2.97**

CESD  -1.02  2.07 -.49

STAI-B   1.74  5.40  .32

AUDIT    .15  2.79  .06

주. AI-R =  정동지수, CESD = 역학연  우울척도, STAI-B = 상태-특

안 척도 단축 , AUDIT = 알코  사 애 별검사

** p < .01

표 5.완화유형 고통 감내력에 한 다층모형 분석

정서 수를 모델에 포함시켰다.

분석결과,완화유형 고통 감내력 수는 상황정동 수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계를 나타내지 않았다,β(SE)=-.98(4.04),p=.81.마찬가지로

부정 정서 수와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의 계 한 통계 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다,β(SE)=12.97(8.36),p=.13.다음 단계로 종속변인에 향을

미칠 수 있는 2층의 독립변인으로 우울 수(CESD)와 불안 수(STAI-B),

그리고 알코올 사용문제 수(AUDIT)를 포함시켰다.분석결과,우울과 불

안,알코올 사용문제가 추가된 모델은 상황 정동과 사건유발 부정

정서 수만으로 구성된 모델보다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χ2=88.71,df=3,p<.001.마지막으로 완화회피/완화감내의 정동을 반

하는 완화유형 정동지수를 모델에 추가하 다.분석 결과,완화유형 정동

지수와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의 계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

며,완화유형 정동지수를 포함한 최종 모델은 우울과 불안,알코올 사용문

제 수가 추가된 두 번째 모델보다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χ2=5.26,df=1,p<.05. 한 마지막 모델에 포함된 변인들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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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고통 감내력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완화유형 정동지수뿐이

었다(표 5).이러한 결과는 우울과 불안,알코올 사용문제 수 을 통제하

을 때에도 완화유형 정동지수가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을 유의미하게 설명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기회피/포기감내 정동과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의 계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과 포기회피/포기감내의 계에 한 분석도 유사

한 방식으로 진행했다.포기유형 고통 감내력에 한 구체 인 모델 공식

은 다음과 같다.

1층 모델

 ×

2층 모델

 ××××

 

*주.DTQ=포기유형 고통 감내력,SAQ=포기유형 상황정동(상황 처벌 보상에 의

해 유발된 상황 정동 수),CESD=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STAI-B=상태-특

성불안 척도 단축형,AUDIT=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IQ=포기유형 정동지수

우선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1층의 독립변인으

로 포기회피와 련된 상황 처벌과 포기감내와 련된 상황 보상의

계를 살펴보았다.두 개의 변인 수는 합산하여 상황정동 수로 산출한

뒤 모델에 포함시켰다.분석결과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 수는 상황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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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β SE t

절편  .2282 .0782   2.92** 

AI-Q -.0007 .0002  -2.98**

CESD -.0053 .0036 -1.47

STAI-B  .0131 .0085  1.54

AUDIT  .0024 .0046   .53

주. AI-Q = 포  정동지수, CESD = 역학연  우울척도, STAI-B = 상태-특

안 척도 단축 , AUDIT = 알코  사 애 별검사

** p < .01

표 6.포기유형 고통 감내력에 한 다층모형 분석

수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계를 나타내지 않았다,β(SE)=.008(.008),

p=.32.다음 단계로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2층의

독립변인으로 우울 수(CESD)와 불안 수(STAI-B),그리고 알코올 사

용문제 수(AUDIT)를 포함시켰다.분석결과 우울과 불안,알코올 사용

문제 수 을 추가하여 구성한 모델은 상황정동 수만으로 구성된 모델보

다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χ2=33.84,df=3,p<.001.마지

막으로 포기회피/포기감내 정동을 반 하는 포기유형 정동지수를 모델에

추가하 다.분석 결과,포기유형 정동지수와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의

계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포기유형 정동지수를 포함한 최

종 모델은 두 번째 모델보다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χ2=7.13,df=1,p<.01.모든 변인을 추가한 마지막 모델에서 종속변인을 유

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포기유형 정동지수뿐이었다(표 6).즉 포기유형

정동지수 한 기본 인 우울과 불안,알코올 사용문제 수 을 통제했을

때에도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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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연구 1에서는 경험표집법을 이용해 장기 문제음주자들의 회피행동/감

내행동에 연결된 정동과 고통 감내력의 계를 유형별로 탐색했다.분석

결과,완화회피와 완화감내에 연결된 정동은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과

한 련이 있으며,포기회피와 포기감내에 연결된 정동은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과 한 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1과 가설 2가

모두 지지되었다.이러한 결과는 장기 문제음주자들의 회피행동과 감내

행동에 연결된 정동이 일상생활에서의 고통 감내력 수 과 한 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와 련하여 고려해야 할 안 인 해석이 있다.회피와 감내

에 연결된 정동이 고통 감내력을 구성하는 요소이거나 고통 감내력과 매

우 유사한 개념이라는 해석이다.이러한 해석을 배제하기 해서는 고통

감내력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통 감내력

은 고통상황에서 회피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이며,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견디는 시간으로 측정가능하다.고통 감내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해서

는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지만,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고

통 감내력 척도인 DistressToleranceScale에서는 부정 정서를 견디는

능력,정서경험에 한 수용 태도,정서조 능력,부정 정서에 압도

되는 정도를 핵심요소로 제시하고 있다(Simons& Gaher,2005).제시된

요소들은 정서경험에 한 태도와 반응경향성을 반 하며,고통 감내력과

련하여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즉 부정 정서를 견디는 능력이

강하고,정서경험에 수용 이며,정서조 능력이 강하고,부정 정서에

압도되지 않을수록 고통 감내력은 높아진다.이처럼 고통 감내력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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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성요소가 되기 해서는 그 자체로 고통 감내력과의 계에서 특정

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하지만 회피정동과 감내정동은 각 요소

별로는 고통 감내력과 특별한 계성을 갖지 못한다.이론상 회피정동과

감내정동의 방향성과 강도를 모두 고려한 뒤의 행동선택이 고통 감내력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즉 감내정동이 강한 정성을 보인다고 해서 고

통 감내력이 높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회피정동이 강한 부정성을 보

인다고 해서 고통 감내력이 낮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실제로 각 정동요

소와 고통 감내력의 계를 살핀 분석에서 모든 정동요소는 고통 감내력

과 유의미한 상 계를 나타내지 않았다.따라서 회피정동과 감내정동이

개별 으로 고통 감내력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는 안 설명은 배제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같은 논리와 자료를 근거로 회피정동과 감내정

동이 고통 감내력의 수렴 타당도 변인일 수 있다는 안 설명 한 배

제할 수 있다.

연구 결과와 련하여 추가 으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고통 감내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정동 요인의

효과를 분석 모델에 포함시켰으나,분석결과 이 변인들의 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가 일차 으로 시사하는 바는 음

주행동이나 고통스러운 과제를 지속하는 것에 한 상황 인 처벌 보

상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이다.여기에 더해 완화유형 고

통 감내력과 련하여 가능한 안 인 설명이 있다.상황 보상이나 처

벌이 강할 때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이 경우 분석

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반 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충분히 고려할 만한 설명이지만 시간간격에 따른 기록법을 사용한 포기유

형 고통 감내력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상황 처벌 보상의 효과가 유의

미하지 않았다는 을 감안할 때 정보 락으로 인한 효과는 그리 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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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성이 높다고 상할 수 있다.실제로 경험표집이 종료되는 시 에

서 참여자들에게 상황 처벌이나 보상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은 날이 있

는지를 묻는 추가 인 질문에 5%의 참여자들만이 ‘그 다’고 응답하 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고통 감내력 지표들의 한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이 지표들은 기존 연구들을 고려하여 구성하 지만 실 인

측면에서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우선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의 경우

고통을 유발하는 사건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의식하지 못한 사건으

로 인해 더 강한 부정 정서가 유발될 수도 있다.이 경우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이 과 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될 수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일정하게 참여자의 기분수 을 측정하는 것이다.기

분수 을 반복 으로 측정하면 참여자의 기분변화 양상을 악할 수 있으

며,부정 정서가 강해진 시기와 음주삽화와의 시간 간격을 통해 완화

유형 고통 감내력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완화유형 고통 감내력 지표와

련된 두 번째 문제는 음주삽화가 일어나는 시간과 련이 있다.본 연구

의 참여자들은 주간음주량이 많지만 기본 인 일상생활은 유지되는 임

상집단에 속한다.따라서 낮 시간에 술을 마시는 경우는 은 편이며 주로

녁시간이나 밤에 술을 마시는 경향이 있었다.물론 이른 녁이나 오후

에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었으며 밤에 마시는 경우에도 시간이 매우 다양

했기 때문에 음주삽화가 일어난 시간의 범 는 상당히 넓은 편이었다.하

지만 오 에 술을 마시는 일은 거의 없었다.이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술을 마시는 시간 가 녁 이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정 사건이 오

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오후에 일어나는 경우보다 고통 감내력 수 이

과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다.본 연구에서는 낮 동안의 활동과

련된 상황 보상과 처벌을 측정함으로써 편향을 다소 완화할 수 있었지

만 좀 더 근본 인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한 가지 안은 원하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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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든 술을 마실 수 있는 시간 를 설정하도록 하고 해당 시간 안에서

실제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시 을 측정하는 것이다.완화유형 고통 감

내력은 음주 가능 시간 가 시작되는 시 에서의 기분수 과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간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과 련된 첫 번째 문제는 고통스러운 과제의 특

성에 따라 고통 감내력 수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다. 를 들

어,원할 때 원하는 만큼 과제를 지속할 수 있는 경우와 과제를 수행하기

로 결정하면 일정시간 동안 지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 감내력 수 양

상이 달라질 수 있다. 자에 해당하는 표 인 과제는 ‘보고서 쓰기’로

수가 분 단 의 연속 인 수로 산출된다.반면 ‘아르바이트 하기’와 같

이 후자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하기로 결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자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산출방식이

하게 참여자의 고통 감내력을 포착하지만,후자의 경우에는 참여자의

고통 감내력을 과소평가하거나 과 평가할 수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한 가지 안은 과제의 유형을 구분하여 지표를 구성하는 것

이다.언제든 원하는 만큼 과제를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표를 그 로 사용하고,수행 여부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시간만

큼 수행하게 되는 과제들은 수행했는지의 여부만을 측정하는 것이다.포

기유형 고통 감내력 지표와 련된 다른 한계는 과제의 수행양상이 충

분히 반 되지 않는다는 이다. 를 들어,고통스러운 과제를 짧게 자주

반복하는 유형과 길게 가끔 반복하는 유형은 총 상으로는 유사한 결과

를 얻었다 해도 고통 감내력 수 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이 문제는

일상생활에서의 고통 감내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연결되

어 있다.실험장면에서는 한 번 고통스러운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 뒤 언제

까지 지속하는지를 측정하여 고통 감내력 수 을 결정한다.하지만 일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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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서는 고통스러운 과제를 그만둔 뒤 다시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잠시 그만두었다가 곧 다시 시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두 사

람의 고통 감내력 수 을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론 으

로나 실질 으로 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는 고통스러운 과제의 시도와 포기 양상을 보다 구체 으로 세분화하여

고통 감내력 수 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주요변인 이외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가능한 포함시키고자 노력했지만 혼입변인을 완벽

히 통제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을 감안해야 한다. 를 들어

참여자들이 선정한 고통스러운 과제들은 난이도나 고통 유발 정도,과제

회피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 서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며,이러한 차이

는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 수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향

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통제한 뒤에도 포기유형 고통 감내

력과 포기회피/포기감내 정동의 계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가장 유력한 방법은 참여자들에게 동일한 과제를 부

여하고 과제를 지속하는 정도로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의 특성 상 부정 정서경험이 각

선택안의 정동에 미치는 향을 탐색할 수 없었다.하지만 부정 사건에

의해 유발되는 부정 정서는 선택안의 정동 양상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변화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특히 부정 정서에 의

해 미래에 주어질 보상이나 처벌과 련된 정동이 크게 약화되는 사람일수

록 고통상황에서 고통 감내력 수 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부정 정서가 각 선택안에 미치는 향을 보다 정교하게 탐색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가능한 한 가지 방법은 통제된 실험장면에서 부정

정서를 유발한 뒤 선택안에 연결된 정동의 변화를 탐색해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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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 장 적 문제음주자의 피행동 및 

감내행동 련 정동과 고통 감내력의 계: 

통제  상 에 의 행동측정

연구 2는 연구 1의 한계를 보완하기 해 계획되었다.앞서 진행된 연

구 1은 장기 문제음주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내는 고통 감내력 수

을 측정하여 회피/감내 정동과의 계를 살펴보았다는 에서 외 타당

도를 확보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참여자들의 고통 감내력 수

에 향을 미치는 혼입변인들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한계

가 있으며,부정 정서경험이 각 선택안의 정동에 미치는 향을 정교하

게 탐색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연구 2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해 통제된 실험장면에서 참여자들의 행동을 측정하여 회피/감

내 정동과 고통 감내력의 계를 탐색하 다.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는 표 인 방법 하나는 고통을 유발하는 다

양한 인지행동 과제(cognitive-behavioraltask)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Leyroetal.,2010).어렵고 좌 스러운 과제를 수행하면 고통을 경험하

기 때문에 그 과제를 얼마나 오래 수행하는 지를 측정하여 고통 감내력을

평가할 수 있다(서장원,권석만,2015).고통 감내력 연구 분야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과제로는 Paced Auditory Serial Addition

Task(PASAT; Gronwall & Sampson, 1974)와 Mirror-Tracing

Task(MTT; Matthews & Stoney, 1988), Anagram Persistence

Task(APT;Eisenberger& Leonard,1980)를 들 수 있다.PASAT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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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청각 으로 제시되는 수를 연속 으로 더하는 과제로 주의력과 작업

기억(workingmemory),시간 압박 하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측정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과제의 난이도가 높아 부정 정서를 유발하

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Tombaugh,2006).MTT는 거울로 반

사되어 제시되는 기하학 형태의 외곽선을 주어진 도구를 이용해 따라

그리는 과제이며,이 과제 한 난이도가 높아 수검자의 압이나 심장박

동을 상승시키고,좌 감 등의 정서 스트 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Matthews& Stoney,1988).마지막으로 APT는 단어나 구의 문자

를 재배열하여 새로운 단어나 구를 만들어 내는 과제로,난이도가 높은

문제나 풀지 못한 문제에서 얼마나 긴 시간동안 해결을 시도하는지를 측

정하여 수검자의 끈기(persistence)를 평가한다(Quinn, Brandon, &

Copeland,1996).

이 세 가지 도구는 통제된 상황에서 피검자의 실제 고통 감내력을 측정

하는 데 활발하게 활용되어 왔다.하지만 기본근거가 되는 가정,즉 수검

자들이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그 고통을 견

디기 힘들어 수행을 그만둔다는 가정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우선 수

검자들이 고통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만큼의 신체 ,심리 스트 스를

경험하는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몇몇 과제들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수

행하는 것 자체가 지각된 스트 스 좌 감을 유발한다는 것을 확인했

지만(e.g.,Matthews& Stoney,1988;Tombaugh,2006),이러한 심리

불편감 수 이 과제수행을 그만두게 할 정도로 강한 것인지의 여부는

부분 확인되지 않았다.이와 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두 번째 문제는 수

검자들이 과제수행을 그만두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다.특히 앞

서 제시한 행동과제들은 부분 난이도가 서로 다른 다양한 문제들을 제

시하면서 상 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의 과제 지속시간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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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이러한 방법은 ‘난이도가 높은 과제에 한 흥미’와 같은 요인의 효

과를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 을 보완하고 있는 유력한 측정도구는 Nock과

Mendes(2008)가 개발한 고통 감내력 검사(DistressToleranceTest)이다.

고통 감내력 검사는 Wisconsin Card Sorting Test(WCST;Heaton,

Chelune,Talley,Kay,& Curtiss,1993)를 활용한 고통 감내력 측정도구

이다.WCST는 집행기능을 평가하기 해 개발된 도구로,주어진 카드의

분류 규칙을 검사자의 피드백을 통해 수검자 스스로 발견하고 수정해야

한다(Heatonetal.,1993).고통 감내력 검사에서는 WCST와 동일한 도구

를 사용하지만 검사자가 수행자의 수행과 상 없이 미리 정해진 피드백을

제공한다(Nock& Mendes,2008).따라서 수검자는 상당한 수 의 혼란과

좌 감을 경험하게 되는데,검사자로부터 피드백이 직 주어진다는 측면

에서 인 계 불편감도 함께 경험하게 된다(Nock& Mendes,2008).

즉 고통 감내력 검사는 다른 측정도구들과는 달리 직 으로 수검자의

정서 고통을 유발하도록 고안된 도구이다. 한 난이도가 서로 다른 문

제를 제시하는 방법이 아닌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난이도가 높은 과제에 한 흥미의 효과를 배제했다는 특징이 있다.고통

감내력 검사는 자해 자살 련 연구 등에서 피검자들의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는데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e.g.,Anestis& Joiner,2012;Bender,

Anestis,Anestis,Gordon,& Joiner,2012;Nock & Mendes,2008;

Pennings& Anestis,2013).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행동 고통 감내력

측정도구들의 한계를 보완한 고통 감내력 검사를 이용하여 참여자들의 고

통 감내력을 측정한 뒤 회피/감내 정동과의 계를 탐색했다.

Nock과 Mendes(2008)가 특별히 구별하여 제시하지는 않았지만,고통

감내력 검사는 기본 으로 포기행동(quitting behavior)을 측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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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감내력 수 을 평가하는 과제이다(서장원,권석만,2015).따라서 고

통 감내력 검사는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 측정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연구모델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고통 감내력

은 완화유형과 포기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의 의사결정에는 서로

다른 유형의 선택안들이 개입하게 된다.즉 선택안의 정동과 고통 감내력

수 의 계를 탐색하기 해서는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을 별도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 한 필요하다.고통완화와 련된 고통 감내력 수 을 측

정하는 유력한 방법 하나는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지를 측정하는

것이다(McHugh,Hearon,Halperin,& Otto,2011).즉 고통상황에서 특정

한 활동을 통해 고통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욕구와 의지를 간단한 자기보

고 문항으로 측정하여 고통 감내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통완화에 한

욕구와 의지가 강할수록 회피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은 높아지며,그에 따

라 고통 감내력 수 은 낮아지기 때문이다(McHughetal.,2011).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통 감내력 검사 수행과정에서 유발된 정서 고통을 완

화하기 해 음주를 하고자 하는 욕구와 의지를 측정하여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을 평가했다.본 연구의 주요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감내행동에 연결된 정동이 정 이고 회피행동에 연결된 정동

이 부정 일수록 고통 감내력 수 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1-1.완화감내 정동이 정 이고 완화회피 정동이 부정 일

수록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 수 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1-2.포기감내 정동이 정 이고 포기회피 정동이 부정 일

수록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 수 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고통경험 이후 완화회피 정동은 정 인 방향으로,감내회피

정동은 부정 인 방향으로 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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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 학교 연구윤리심의 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서울 학교에서 심리학 련 수업을 듣는 학부생들 장기 문제음주자

기 을 만족하는 40명이 연구에 참여하 다.장기 문제음주의 기 은

연구 1과 동일하다.기 을 만족하는 40명의 참여자들은 실험실에서의 측

정을 모두 완료하여 락자 없이 총 40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령은 18세에서 25세 범 으며 남자(23명)의 평균연령은 21.17세

(SD=1.78),여자(17명)의 평균연령은 20.76세(SD=.75) 다.남자의 평균 주

간 음주량은 36.52잔(SD=12.22)이었으며,여자의 평균 주간 음주량은

33.29잔(SD=10.23)이었다.

도

외 동 사이몬 과 (Extrinsic Affective Simon Task: EAST). 회

피/감내 정동을 측정하기 해 연구 1에서 사용되었던 EAST를 동일하게

연구 2에서도 사용하 다.모든 차는 연구 1과 동일하며,포기감내와 포

기회피에 해당하는 자극은 ‘어려운 과제 풀기’와 ‘어려운 과제 포기’로 수

정하여 제시했다.

고통 감내력 검사(Distress Tolerance Test: DTT). DTT는 WCST

를 활용한 고통 감내력 측정도구로 Nock과 Mendes(2008)에 의해 개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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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Anestis & Joiner,2012;

Anestis,Lavender,Marshall-Berenz,Gratz,Tull,& Joiner,2012;Nock

& Mendes,2008).DTT에서는 WCST와는 달리 검사자가 피검자의 수행

과 상 없이 미리 정해진 피드백을 제공한다(Nock& Mendes,2008).즉

처음 3번은 ‘맞았다’는 피드백을 주고,다음 7번은 ‘틀렸다’,11번째에는

‘맞았다’,이후부터는 수행과 상 없이 모두 ‘틀렸다’는 피드백을 다.이

과정을 통해 수검자에게 상당한 수 의 혼란과 좌 감을 경험하게 하며,

그러한 고통을 견디며 과제를 지속하는 정도로 고통 감내력 수 을 측정

한다(Nock& Mendes,2008).좀 더 구체 으로 말하면 분류한 카드의 수

로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며,많이 분류할수록 고통 감내력 수 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본 연구에서는 DTT를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 측정도구

로 사용하 다.

주 지 척도(Willingness to Drink: WTD). WTD는 음주욕구를 행동

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측정하기 해 DalCin등(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척도이다.DalCin등(2009)은 술이 있을 경우

마실 것인지를 묻는 2개의 문항을 이용해 실험상황에 있는 참여자들의 음

주의지를 측정한 바 있다.WTD는 이들이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여 개발한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각 문항은 7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수 범

는 0 에서 18 이다. 수가 높을수록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 수 은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3 문항에 한 탐색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결과 1요인 구조가 확인되었으며,요인 부하량(factorloading)은 각

각 .99,.75,.84로 양호했다.내 일치도(Cronbach'sα)는 .89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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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감내력 부족 척도(Distress Intolerance Index: DII). 음주의지

척도와 고통 감내력 검사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해 지각된 고통 감

내력을 측정하는 도구인 DII를 실시하 다.McHugh와 Otto(2012)는 지각

된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는 다양한 도구의 하 척도들에 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하나의 상 요인(고통 감내력)을 발견하 으며,이 요인을 가장

잘 반 하는 10개의 문항을 추려 DII를 구성하 다.DII는 정상인 집단에

서뿐만 아니라 임상집단에서도 안정 인 요인구조를 나타내었으며,내

일치도 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McHugh& Otto,2012).본 연구

에서는 최근 개발된 한국 DII를 사용하 다(서장원,권석만,2014). 수

범 는 0 에서 40 이며 수가 높을수록 고통 감내력 수 이 낮은 것으

로 해석한다.본 연구에서의 내 일치도(Cronbach'sα)는 .81로 나타났다.

알코  사용장애 별검사(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 연구 1에서 사용된 도구를 동일하게 사용하 다.본 연구에서의

내 합치도(Cronbach'sα)는 .74 다.

부   척도(Th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PANAS는 상황 인 정 정서와 부정 정서 수 을 측정

하기 해 개발된 도구이다(Watson,Clark,& Tellegen,1988). 정 정

서 척도와 부정 정서 척도로 구성되며 각각은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다.본 연구에서는 이 희와 김은정,이민규(2003)가 한국어로 번안한 척

도 부정 정서 척도 10문항만을 사용하 다. 수 범 는 0 에서 40

으로 수가 높을수록 부정 정서경험 수 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PANAS는 내 일치도가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Watson etal.,

1988).본 연구에서의 내 일치도(Cronbach'sα)는 .86∼.8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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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참여자가 실험실에 방문하면 실험에 해 간략히 소개하고 동의서를 작

성하도록 했다.실험실은 가로 2m 세로 4m 규모의 방이었으며,1개의 책

상과 2개의 의자 공기조 장치가 구비되어 있었다.책상 에는 15인

치 모니터가 부착된 노트북 컴퓨터를 비치하 다.동의서를 작성한 뒤에

는 지필을 이용해 응답하는 부 정서척도와 고통 감내력 부족 척도,알

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를 실시했다.자기보고 질문지 작성이 마무리된

후에는 노트북 컴퓨터에 설치된 외 정동 사이몬 과제를 이용해 각 선택

안의 정동을 측정했다.이후 고통 감내력 검사를 실시하고 과제를 마무리

하는 즉시 부 정서 척도를 실시한 뒤,외 정동 사이몬 과제를 이용해

완화회피/완화감내 정동을 한 번 더 측정했다.이후 음주의지 척도를 실시

하고 디 리핑을 진행했다.참여자들은 과제 수행과정에서 경험한 불편감

이 충분히 해소된 뒤에 실험실을 떠나도록 안내되었으며,연구 참여의

가로 연구 수를 부여받았다.

분석

모든 통계분석은 R(version3.2.2)을 이용하여 실시했다.주요변인에 한

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회피/감내 정동과 고통 감내력의 계를 탐색하

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아울러 부정 정서경험과 각 선택

안 정동의 계를 탐색하기 해 t검정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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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사전분석

연구 2에서 사용된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량과 상 계수를 표 7에 제시

하 다.우선 포기유형 정동지수는 고통 감내력 검사 수와 부 상

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을 반 하는

음주의지 척도 수는 고통 감내력 검사 수행 후의 완화유형 정동지수와

정 상 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통 감내력 검사 수행

의 정동지수와는 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추가 으로

성별과 연령,고통 감내력의 계를 살펴본 결과,성별과 연령은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과 유의미한 상 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며,r=.10,p=.55;

r=.02,p=.92,포기유형 고통 감내력과도 유의미한 상 계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05,p=.77;r=-.20,p=.23.

표 8에는 각 유형별 회피/감내정동 수들의 기술통계량과 상 계수를

제시하 다.정동 수들 간의 계는 연구 1과 유사한 패턴을 보 다.즉

각 선택안의 정 정동 수와 부정 정동 수는 부 상 계를 나타

내었으며,동일한 상에 있는 포기유형과 완화유형 정동 수들은 정

상 계를 나타내었다.



변 1 2 3 4 5 6 7 8 9 10

1.
AUDIT

hazardous use
-

2.
AUDIT

dependence
  .50** -

3.
AUDIT

harmful use
  .55**   .62** -

4. PANAS-NA (DTT전) -.25 -.02  .29 -

5. PANAS-NA (DTT후)  .04  .14   .48**   .56** -

6. AI-R (DTT전)  .07  .03  .12  .20  .16 -

7. AI-R (DTT후)   .53**  .26 -.13  .15  .05  .10 -

8. AI-Q  .23  .29 -.14  .19 -.19  .27  .47** -

9. DTT -.36* -.10  .18 -.14 -.14 -.34* -.43** -.39* -

10. WTD  .37*  .19  .01  .30  .25  .01   .49**  .37* -.40* -

M 7.40 3.36 4.08 8.58 11.95 15.89 94.80 46.30 31.83 8.83

SD 2.13 1.56 3.51 6.68 6.71 82.00 130.42 152.17 12.58 4.70

주. AUDIT = 알코  사 애 별검사, PANAS-NA = 적 정 척도, AI-R =  정동지수, AI-Q = 포  정동지수, DTT = 고통 감내

 검사, WTD = 주 지 척도, M = 평균, SD = 편차

* p < .05  ** p < .01

표 7.연구 2의 주요변인 기술통계량과 상 계수(N=40)



변 1 2 3 4 5 6 7 8 9 10

1. WTD -

2. DTT  -.40* -

3. AO-PA   .26  -.29 -

4. AO-NA  -.14   .27  -.45** -

5. WO-PA  -.30  -.12 -.29 -.28 -

6. WO-NA   .06   .22 -.25 -.13 -.33* -

포

7. AO-PA  -.28  -.11   .33*  .27  .12 -.27 -

8. AO-NA   .30   .23 -.21   .34*  -.14  .16  -.46** -

9. WO-PA   .03   .04  .03  .14    .39* -.09  .10 -.25 -

10. WO-NA   .01  -.18  .10 -.13  -.24   .33* -.29   .05 -.45** -

M 8.83 31.83 692.79 723.13 693.27 739.48 692.32 703.61 680.95 738.55

SD 4.70 12.58 146.67 140.39 114.99 147.55 138.64 134.16 117.20 190.22

주. WTD = 주 지 척도, DTT = 고통 감내  검사, AO-PA = 피- 정정동, AO-NA = 피- 정정동, WO-PA = 감내- 정정동, 

WO-NA = 감내- 정정동, M = 평균, SD = 편차

* p < .05  ** p < .01

표 8.연구 2의 정동 수 간 상 계수(고통 감내력 검사 수행 ,N=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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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편차

PANAS-NA (DTT 수행 전) 8.57 6.68

6.71PANAS-NA (DTT 수행 후) 11.95

주. PANAS-NA = 적 정 척도, DTT = 고통 감내  검사

표 9.고통 감내력 검사 수행 후의 부정 정서수 (N=40)

다음으로는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들이 연구자가 가정한 특성을 보유하

고 있는지에 한 간단한 분석을 실시하 다.고통 감내력 검사가 포기유

형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는 과제가 되기 해서는 과제수행을 통해 부정

정서가 유발되어야 한다.이를 확인하기 해 고통 감내력 검사 수행

과 후의 부정 정서 수 을 비교하 다(표 9).분석결과 고통 감내력

검사 수행 후에 참여자들의 부정 정서 수 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t(39)=-4.50,p<.001.아울러 본 연구에서 개발된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 측정도구인 음주의지 척도가 참여자들의 고통 감내력 수 을

타당하게 반 하는 지 확인하고자 지각된 고통 감내력 수 을 측정하는

고통 감내력 부족 척도 수와의 계를 탐색해 보았다.분석 결과 음주

의지 척도는 고통 감내력 부족 척도와 유의미한 상 계를 나타내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r=.35,p<.05.고통 감내력 부족 척도는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는 고통 감내력 검사와도 유의미한 상 계를 나타내었

다,r=-.40,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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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수행 전              과제수행 후

그림 5.고통 감내력 검사 수행 후의 부정 정서변화

주. PANAS-NA = 적 정 척도

완화회피/완화감내 정동의 변화

다음으로 부정 정서경험이 완화회피/완화감내 정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고통 감내력 검사 수행 후의 완화유형 정동지수를 비교

했다(표 10).분석결과 고통 감내력 검사 수행후의 완화유형 정동지수가

수행 수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9)=-3.34,p<.01.완화

유형 정동지수는 완화회피의 정성 수에서 완화감내의 정성 수를

뺀 값이기 때문에 수가 높을수록 완화회피의 매력이 높은 상태라고 해

석할 수 있다.정동지수를 구성하는 각 정동 수들을 보면,회피에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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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편차

AI-R (DTT 수행 전) 15.89 82.00

AO-PA 692.79 146.67

AO-NA 699.64 161.49

WO-PA 693.27 114.99

WO-NA 739.48 147.55

AI-R (DTT 수행 후) 94.80 130.43

AO-PA 699.64 161.49

AO-NA 673.22 125.54

WO-PA 618.90 124.37

WO-NA 717.29 157.33

주. AI-R =  정동지수, DTT = 고통 감내  검사, AO-PA = 피- 정정동, 

AO-NA = 피- 정정동, WO-PA = 감내- 정정동, WO-NA = 감내- 정정동

표 10.고통 감내력 검사 수행 후의 완화유형 정동지수 (N=40)

정 정동 수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반면,t(39)=-.41,p=.68,부정

정동 수는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t(39)=3.45,p<.01. 한

감내에 연결된 부정 정동 수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반면,

t(39)=1.01,p=.31, 정 정동 수는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t(39)=6.70,p<.001.즉 부정 정서경험 이후 완화회피에 연결된 부정

정동과 완화감내에 연결된 정 정동이 유의미하게 약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한편 완화회피의 정 정동과 완화감내의 부정 정동은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결과 으로 완화회피 정동은 정 인 방향으로,

완화감내 정동은 부정 인 방향으로 변했다고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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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수행 전           과제수행 후

그림 6.고통 감내력 검사 수행 후의 완화형 정동지수

변화

주. AI-R =  정동지수

완화회피/완화감내 정동과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의 계

고통 감내력 검사 수행 과 후의 완화유형 정동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과의 계 분석에는 고통 감내력 검사 수행 후의 정

동지수를 사용하 다.상 분석 결과 고통 감내력 검사 수행 후의 정동지

수는 음주의지 척도 수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계를 맺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표 7).보다 정교한 분석을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1단계에서는 부정 정서경험 수 을 통제하기 해 부 정서 척

도 수를 투입하 다.분석결과 부 정서 척도 수는 음주의지 척도

수의 변량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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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β t p

AI-R .39 2.37 .02

AUDIT-HZ .17 1.07 .29

PANAS-NA .24 1.74 .09

주. AI-R =  정동지수, AUDIT-HZ = 알코  사 애 별검사-Hazardous Use, 

PANAS-NA = 적 정 척도

표 11.완화유형 고통 감내력에 한 계 회귀분석 최종모델

F(1,38)=2.62,p=.11.2단계에서는 알코올 사용문제의 효과를 통제하기

해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수를 투입하 다.상 분석 결과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의 세 하 척도 'Hazardoususe'척도만 음주의지

척도와 유의미한 계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이 척도를 분석 모델에 포함

시켰다.분석 결과 'Hazardoususe'척도는 음주의지 척도 수 변량의

1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ΔR2=.15,F(1,37)=6.79,p<.05.마지

막 3단계에서는 완화유형 정동지수를 투입시켰다.분석결과 완화유형 정

동지수는 추가 으로 11%의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ΔR2=.11,

F(1,36)=5.60,p<.05.세 변인이 모두 투입된 마지막 단계에서 부 정서

척도 수와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의 'Hazardoususe' 수는 음주

의지 척도 수를 유의미하게 측하지 못했으며,완화유형 정동지수만이

유의미하게 음주의지 척도 수를 측했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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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β t p

AI-Q -.32 -2.11 .04

AUDIT-HZ -.27 -1.79 .08

PANAS-NA -.13 -.85 .40

주. AI-Q = 포  정동지수, AUDIT-HZ = 알코  사 애 별검사-Hazardous Use, 

PANAS-NA = 적 정 척도

표 12.포기유형 고통 감내력에 한 계 회귀분석 최종모델

포기회피/포기감내 정동과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의 계

포기유형 정동지수는 고통 감내력 검사 수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7).보다 정교한 분석을 해 앞서

실시된 것과 동일한 차 로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1단계 분석

결과 부 정서 척도 수는 고통 감내력 검사 수의 변량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4,F(1,38)=1.52,p=.23.2단계

분석 결과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의 ‘Hazardoususe' 수는 고통 감

내력 검사 변량의 1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ΔR2 =.11,F(1,

37)=4.88,p<.05.마지막 3단계에서는 포기유형 정동지수를 투입시켰다.

분석결과 포기유형 정동지수는 추가 으로 9%의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ΔR2=.09,F(1,36)=4.45,p<.05.세 변인이 모두 투입된 마지막

단계에서 부 정서 척도 수와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의 ‘Hazardous

use' 수는 고통 감내력 검사 수를 유의미하게 측하지 못했으며,포기

유형 정동지수만이 유의미하게 고통 감내력 검사 수를 측했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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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지 되었던 한계 을 보완하기 해 통제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회피/감내 정동과 고통 감내력의 계를 탐색했다.

분석결과 연구 1과 동일하게 완화회피/완화감내 정동은 완화유형 고통 감

내력과 하며,포기회피/포기감내 정동은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참여자들의 알코올 사용문제 수 과 부정

정서수 을 통제한 뒤에도 각각의 정동지수가 주요 종속변인인 음주의지

척도와 고통 감내력 검사 수의 변량을 추가 으로 설명하여,각 선택안

의 정동이 고통 감내력 수 에 요한 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 주었

다. 한 부정 정서경험에 의해 선택안에 연결된 정동의 양상이 변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구체 으로 말하면,부정 정서경험은 회피행동의

정성을 강화하고 감내행동의 부정성을 강화하여 결과 으로 회피행동의

매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완화유형 고통 감내력은 정서 으

로 립 인 상황에서의 회피/감내정동보다 부정 정서를 경험하고 난

뒤의 회피/감내정동에 의해 더 잘 설명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일상생활 장면에서 확인되었던 회피/감내 정동과 고통

감내력의 계가 혼입변인에 의한 효과이거나 우연에 의한 결과가 아니

며,배경정동의 향을 받아 변화된 각 선택안의 정동이 최종 으로 고통

감내력을 결정한다는 것을 시사한다.하지만 결과 해석과 련하여 주의

해야 할 안 인 해석이 있다.본 연구에서는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기 해 음주의지 척도를 사용했다.즉 고통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알코올을 사용하려는 의지를 측정하여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을 평가했다.

이 방법은 기존의 고통 감내력 연구에서 사용되어온 방법으로 그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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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증된 바 있다(McHughetal.,2011).하지만 음주행동은 고통을 완

화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정 정서경험을 진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

에,음주의지 척도 수를 ‘정 정서를 경험하고 싶은 욕구’로 해석하

는 것이 가능하다.이러한 해석 가능성은 음주의지를 이용해 고통 감내력

을 측정하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정 정서는 부정 정서의 효

과를 상쇄하는 기능이 있어 부정 정서를 회피하는 도구로도 사용되기

때문이다.즉 고통 상황에서 정 정서를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와 의지

가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빨리 고통을 완화하여 기분을 환시키고 싶은

욕구와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하지만 보다 명확하게 음주

의 역할을 악하기 해서는 문제음주자들이 음주를 통해 기 하는 바를

구체 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를 들어 ‘술을 마시면 불쾌

한 감정이 어들 것 같다’는 문항이나 ‘술을 마시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

다’는 문항 등을 이용하여 문제음주자들이 음주를 통해 정서 으로 무엇

을 기 하는 지 악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

항들을 추가하여 구성된 질문지 등을 이용하여 문제음주자들이 음주를 통

해 기 하는 바를 악하고,이들의 음주욕구와 의지가 완화유형 고통 감

내력을 반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와 련하여 추가 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첫째로

배경정동으로서의 부정 정서수 변화가 각 선택안의 정동을 변화시킨

것은 사실이지만,변화의 정도가 고통 감내력 수 을 변화시킬 정도인지

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는 이다.본 연구에서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은

고통을 유발시킨 상황에서 회피의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했다.방법

론의 특성 상 정서 으로 립 인 상태에서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을 측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한계로 인해 배경정동 변

화 후의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 수 을 비교하여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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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배경정동의 변화가 고통 감내력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악할 수 없었다.향후 연구에서는 완화유형 고통 감내

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안 인 방법을 이용하여 배경정동의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탐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기 해 사용한 음주의지 척도는

내 일치도와 수렴 타당도,요인구조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엄정

한 개발 차를 거쳐 만들어진 도구가 아니다.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

다 체계 인 차를 통해 개발된 도구를 이용하여 가설을 재검증해야 할

것이다.특히 고통이 유발된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척도가 아닌 정

서 으로 립 인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한다면,완화

유형 고통 감내력을 보다 쉽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며,반복측정을 이용

한 고통 감내력 변화 탐색도 보다 수월해질 것이다.

셋째로 본 연구에서는 배경정동이 각 선택안의 정동에 미치는 향을

탐색하기 해 부 정서 척도만을 사용했다.부 정서 척도만을 사용한

이유는 특정 개념이나 이미지에 연결된 정동을 변화시키는 배경정동으로

비교 일 된 결과를 도출한 정동은 부정 정동이었기 때문이다(Slovic

etal.,2007).이론 으로도 부정 정동은 미래에 주어질 보상이나 처벌

의 향력을 약화시킨다는 검증된 원리가 있는 반면, 정 정동의 향

력과 련해서는 체계 으로 검증된 이론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하

지만 배경정동으로서의 정 정동이 각 선택안에 연결된 정동의 양상에

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 히 배제할 수는 없다.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부정 정서 척도 뿐만 아니라 정 정서 척도를 이용하여 배경정동을

측정한 뒤,회피행동과 감내행동에 연결된 정동의 양상 변화를 확인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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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로 본 연구의 결과는 기본 으로 상 계만을 보여 다.따라서

회피/감내 정동과 고통 감내력 수 의 인과 계는 확인하기 어렵다.회피/

감내 정동을 치료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고통 감내력 수 에 향을

미치는 요한 원인임을 먼 확인해야 한다.따라서 이 두 변인의 인과

계를 검증할 수 있는 설계를 이용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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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 피행동 및 감내행동의 정동변  고통 

감내력의 계: 장 적 문제음주자를 대상으로

연구 1과 연구 2에서는 회피/감내 정동과 고통 감내력의 계를 각각

일상생활 장면과 통제된 실험장면에서 탐색해 보았다.연구 결과 두 변인

이 서로 한 련을 맺고 있음을 확인했다.하지만 두 연구에서 사용

된 설계들로는 변인들 간의 상 계만을 검증할 수 있었다.두 변인 간

의 상 계를 확인하는 연구도 나름 로의 가치를 갖지만 궁극 으로 임

상장면에서 활용하기 해서는 변인들 간의 인과 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 3에서는 회피/감내 정동에 한 조작을 실시한 뒤 고통 감내

력 수 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두 변인의 인과 계를 검증하고자 했다.

특정 이미지에 연결된 정동을 변화시키는 표 인 방법은 크게 두 가

지로 구분될 수 있다.하나는 이미 기존에 강한 정동과 연결되어 있는 다

른 개념이나 이미지와 연합시킴으로써 정동의 강도를 바꾸는 방법이다(de

Houwer,Thomas,& Baeyens,2001).강한 정동이 부여되어 있는 단어나

이미지 등을 목표자극과 함께 제시하는 방법들이 여기에 속한다(e.g.,

Dijksterhuis,2004).두 번째 방법은 해당 이미지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실

제로 특정한 정서를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Damasio,1994).정서

를 경험하도록 하기 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즉각 인 보상자극,혹은

처벌자극을 이용하는 것이다.정동을 부여하고자 하는 상이 특정한 행

동인 경우 해당 행동을 수행했을 때 상되는 정 /부정 결과를 떠올

려 보도록 하는 방법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Slovicetal.,2007).연구

3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회피행동/감내행동에 연결된 정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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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킨 뒤 고통 감내력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했다.특히 고통 감내력

수 을 증진시키는 두 정동요소,즉 감내행동의 정 정동과 회피행동

의 부정 정동을 변화시킨 뒤 고통 감내력 변화를 확인했다.본 연구에

서 검증하고자 하는 주요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감내행동의 정 정동과 회피행동의 부정 정동에 한 처치

후 고통 감내력 변화량은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더 클

것이다.

1.완화감내의 정 정동과 완화회피의 부정 정동에 한 처치

후의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 변화량은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

해 더 클 것이다.

2.포기감내의 정 정동과 포기회피의 부정 정동에 한 처치

후의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 변화량은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

해 더 클 것이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 학교 연구윤리심의 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서울 학교 학부생들 장기 문제음주자 기 을 만족하는 30명이 연구

에 참여하 다.참여자들은 교내 인터넷 게시 에 연구 안내문을 게시하

여 모집했으며,연구 참여의 가로 2만원을 지 받았다.장기 문제음

주의 기 은 연구 1,연구 2와 동일하다.기 을 만족하는 30명의 참여자

들 2명의 참여자가 각각 개인질병,휴학을 사유로 참여를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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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참여자들은 모두 실험과제를 완료하여 총 28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연령은 21세에서 30세 범 으며 남자(16명)의 평균연령은

23.81세(SD=1.72),여자(12명)의 평균연령은 23.83세(SD=3.74) 다.남자의

평균 주간음주량은 43.37잔(SD=18.29)이었으며,여자의 평균 주간음주량은

41.00잔(SD=14.28)이었다.28명의 참여자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작

로 할당되었다.참여를 단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남은 참여자는 실험집

단 14명(남자 8명,여자 6명),통제집단 14명(남자 8명,여자 6명)이었다.

도

외 동 사이몬 과 (Extrinsic Affective Simon Task: EAST). 회

피/감내 정동을 측정하기 해 연구 1에서 사용했던 EAST를 동일하게

연구 3에서 사용하 다.모든 차와 검사자극은 연구 1과 동일하다.

고통 감내력 검사(Distress Tolerance Test: DTT). 참여자의 포기유

형 고통 감내력 수 을 측정하기 해 연구 2에서 사용했던 DTT를 동일

하게 연구 3에서 사용하 다.연구 3에서는 집단별 처치 후 두 차례에

걸쳐 DTT를 실시하 다.실시 간격이 1주일 정도로 긴 편이었지만 수행

과정에서 검사자가 제공하는 피드백이 일정하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경우

검사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실험이 모두 종료된 후 검사자

의 피드백이 일정했다는 사실을 악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했다.확인결과

모든 참여자들이 피드백 규칙을 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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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 척도(Willingness to Drink: WTD). 참여자의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 수 을 측정하기 해 연구 2에서 사용했던 WTD를 그 로 사용

하 다. WTD 3문항에 한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결과 RMSEA(RootMeanSquareErrorofApproximation)값

이 .001,CFI(ComparativeFitIndex)와 TLI(Tucker-LewisIndex)값이

각각 .99,.99로 나타나 1요인 구조가 확인되었다.본 연구에서의 내 합

치도(Cronbach'sα)는 .76이었다.

고통 감내력 부족 척도(Distress Intolerance Index: DII). 참여자들의

지각된 고통 감내력 수 을 악하기 해 연구 2에서 사용했던 DII를 그

로 사용하 다.본 연구에서의 내 합치도(Cronbach'sα)는 .89로 나타났다.

알코  사용장애 별검사(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 참여자들의 음주 문제 수 을 악하기 해 연구 1에서

사용했던 AUDIT을 그 로 사용하 다.본 연구에서의 내 합치도

(Cronbach'sα)는 .71이었다.

역학연구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해 연구 1에서 사

용한 CESD를 동일하게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의 내 합치도

(Cronbach'sα)는 .90∼.92로 나타났다.

상태-특 불안 척도-단축 (State-Trait Anxiety Inventory-brief 

version: STAI-B). 참여자들의 불안증상을 측정하기 해 연구 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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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STAI-B를 연구 3에서도 사용하 다.본 연구에서의 내 합치도

(Cronbach'sα)는 .86∼.88이었다.

부   척도(Th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고통 감내력 검사 후의 부정 정서 수 을 측정하기 해

연구 2에서 사용한 PANAS부정 정서 척도를 사용하 다.본 연구에서

의 내 일치도(Cronbach'sα)는 .88∼.90으로 나타났다.

어 단 과 (Lexical Decision Task: LDT). LDT는 단어와 비단어

를 구분하도록 하는 간단한 인지과제이다(Meyer& Schvaneveldt,1971).

본래는 개념망의 구조나 연결 강도 등을 측정하기 해 개발된 도구이지

만 특정 개념이나 이미지의 정동을 변화시키는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다.

를 들어 Dijksterhuis(2004)는 자기존 감(self-esteem)을 암묵 수 에

서 변화시키는 도구로 LDT를 사용한 바 있다.이 연구에서는 사 제시

어가 ‘나(I)’인 경우 뒤이어 정 정서가를 지닌 형용사를 제시하고,

사 제시어가 다른 단어인 경우 뒤이어 비단어를 제시하 다.피검자는

사 제시어에 뒤따라 나타나는 단어가 의미단어인지 비단어인지만을 구

분하여 반응하도록 안내되었다.Dijksterhuis(2004)에 따르면 ‘나’뒤에

정 형용사들이 반복 제시됨에 따라 암묵 수 에서 ‘나’라는 개념에

정 정동이 연결된다.그 결과 ‘나’에 한 태도가 정 인 방향으로 변

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Dijksterhuis(2004)가 사용한 방법을 그 로 용하여 회

피행동 뒤에는 부정 정서단어를 제시하고 감내행동 뒤에는 정 정서

단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동을 변화시켰다.구체 인 자극 제시 차

는 그림 7에 제시하 다. 정 (혹은 부정 )정서가를 지닌 단어라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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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어휘 단 과제 실시 차

여자들마다 각 단어에 실제로 연결된 정동의 강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에게 비 정서단어들로 구성된 외 정동 사이몬 과제를 미리 실

시하여 가장 정서강도가 강한 단어들을 정서가 별로 5개씩 선별하 다.

각 참여자들은 선정된 10개의 정서단어들을 이용해 구성된 LDT를 수행

하 다. 비 정서단어 목록은 박인조와 민경환(2005)의 연구에서 제시된

정서단어들 정서가 수가 가장 높고 각 선택안과 의미상 연결이 될

수 있는 단어들 30개( 정 정서단어 15개,부정 정서단어 15개)를

선정하여 구성했다. LDT는 웹기반 실험심리과제 개발도구인

psytoolkit(version2.0.2)을 이용해 개발하 다.사 제시어는 외 정동

사이몬 과제에 사용된 회피행동/감내행동 자극과 동일하며,5개의 정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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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은 자극별로 어도 2번 이상 제시되도록 구성했다.

회피/감내 련 발 록지. 회피행동에 한 부정 정서를 유발

하고 감내행동에 한 정 정서를 유발하기 해 고안된 기록지이다.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반부는 회피행동이나 감내행동을 선택했

을 때 뒤따르는 부정 / 정 결과를 구체 으로 기록해 보도록 고안되

었다.이 부분은 크게 4개의 역으로 구성된다.첫 번째 역은 완화회

피(음주)를 선택했을 때 뒤따랐던 부정 결과,혹은 앞으로 나타날 수 있

는 부정 결과를 기록하고 각 결과가 자신의 삶에 미치는 향의 정도를

5 척도 상에서 평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두 번째 역은 완화

감내( 주)를 선택했을 때 뒤따랐던 정 결과,혹은 앞으로 기 할 수

있는 정 결과를 기록하고 마찬가지로 삶에 미치는 향의 정도를 평

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세 번째 역과 네 번째 역은 각각 참여자가

직 선정한 포기회피와 포기감내를 선택했을 때의 부정 / 정 결과를

기록하고 향의 정도를 평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후반부

는 감내행동을 선택했을 때 삶의 요한 역에서의 만족도가 어떻게 변

화할지를 구체 으로 평정해보도록 고안되었다.우선 참여자는 제시된 삶

의 주요 역(가정/가족,직업/학업,친구/동료 계,연인 계,취미,종교/

성,신체건강,사회참여,기타)을 요하게 여기는 순서 로 나열하고

각 역에 한 만족도를 0∼10 사이에서 평정한다.다음으로 완화감내

(술 안마시기)를 선택할 때 각 역에서의 만족도 변화를 기록하도록 하

고,포기감내(고통스러운 과제 지속하기)를 선택할 때 각 역에서의 만족

도 변화를 기록하도록 한다.검사 진행자는 참여자가 각 역에서의 만족

도 변화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각 역에서의 변화를 언 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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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연구의 략 인 차를 그림 8에 제시하 다.참여자가 실험실에 방문

하면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우울과 불안,지각된 고통 감내력,부

정서,알코올 사용문제 수 을 측정하는 질문지들을 실시한다.자기보고

질문지 작성이 마무리되면 외 정동 사이몬 과제를 이용해 어휘 단과제

에 사용할 정서단어의 정동을 측정하고 회피/감내 정동을 측정한다.이후

고통 감내력 검사를 실시하고 과제를 포기하는 즉시 부 정서 수 과 음

주의지를 측정한다.질문지 작성이 완료되면 실험집단 참여자들에게는 회

피/감내 련 정서유발 기록지를 실시한다.기록지 작성이 마무리 되면

기록지가 성공 으로 정서를 유발했는지 확인하기 해 기록지 작성을 통

해 회피행동/감내행동에 한 정서 태도가 의도된 방향으로 변화했는지

를 묻는 문항에 답하도록 하 다.이 문항들은 회피행동과 감내행동 각각

에 해 세 문항(7 척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회피행동과 감내행동 선

택에 따르는 부정 / 정 결과를 기록한 뒤 정서 태도가 얼마나 바

었다고 지각하는 지를 묻는 두 문항과 목표기록지를 작성한 뒤 정서 태

도 변화를 묻는 한 문항이 여기에 포함된다.

기록지와 조작확인 문항 작성이 모두 마무리 되면 향후 1주일동안의 과

제에 해 설명한다.1주일 동안 실시한 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하나는

각 참여자별로 선정된 정서단어를 이용해 구성한 어휘 단 과제를 하루에

한 번 실시하는 것이다.두 번째 과제는 감내행동을 실시하는 것이다.여

기서 감내행동이란 완화감내와 포기감내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를

들어,어떤 참여자가 고통스러운 과제로 ‘보고서 쓰기’를 선정했다면,이

참여자의 감내행동은 ‘보고서 쓰기’와 ‘술 안마시기’가 된다.이때 요한

은 감내행동을 실시하면서 꾸 히 정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다.본



99

그림 8.연구 3 차

주. DT = 고통 감내 , DTT = 고통 감내  검사, WTD = 주 지 척도, LDT = 어 단과제, 

EAST = 적정동 사 몬 과제, CESD = 역학연  우울척도, STAI-B = 상태-특 안 척

도 단축 , PANAS = 적 정 척도, DII = 고통 감내  족 척도, AUDIT = 알코  사 애 

별검사

활동의 목 은 감내행동에 연결된 정 정서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따라서 감내행동을 실행에 옮길 때 실패는 이고 성공경험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실패할 가능성

이 거의 없는 간단한 감내행동을 설정하 다.이 게 감내행동을 설정하

면 다음과 같은 이 이 있다.

1)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한 거부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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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활동을 수행할 때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거부감은 그 활동을 시

작하고 지속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된다.따라서 활동수행에 한 거부

감이 을수록 그 활동을 시행할 가능성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Pekrun,1988).

2)실패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부정 정서가 거의 유발되지 않는다.

수행 실패경험은 과제자체에서 유발되는 부정 정서와는 별개로 추

가 인 부정 정서를 유발한다.그리고 이러한 부정 정서는 그 행

동에 한 거부감을 강화한다.따라서 어떤 행동을 지속시키기 해

서는 가능하면 부정 정서를 게 유발하는 것이 좋다.실패할 가능

성이 거의 없는 수 으로 과제를 설정하면 부정 정서 유발이 최소

화된다.결과 으로 해당 과제수행에 한 부정 정동은 수행경험이

반복됨에 따라 차 약화된다.

3)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꾸 한 성취감을 제공한다.

어떤 활동에 한 정 정동을 강화하는 표 인 방법은 성취감

을 제공하는 것이다(Weiner,1985).특히 요한 측면은 성취감의 강

도보다 일 ,지속 으로 성취감을 얻는 것이다.즉 꾸 히 성취감

을 얻는 것이 요하다.실패할 가능성이 낮은 수 으로 과제를 설정

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꾸 한’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4)감내행동에 한 통제감/ 정 기 를 강화한다.

감내행동을 실패가능성이 거의 없는 수 으로 설정하면 반복 인 성

공경험을 하게 된다.이 게 성공경험이 반복되면 성공에 따른 성취

감이 약하더라도 성공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해당 활동에 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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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감이 증가하게 된다.즉 이 활동은 내가 성공 으로 실행할 수 있

다는 감각과 신념이 강화된다.이 게 통제감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

스럽게 해당 활동에 한 정 기 수 도 증가한다.‘이 활동은

내가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고 내가 상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

다’는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다.이러한 통제감/ 정 기 는 향후 동

일한 활동을 실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경험 /이론 근거를 바탕으로 작은 감내행동

(smallwithstandingbehavior)을 설정하도록 했다.이때 감내행동 목표는

시간으로 정했다. 를 들어 감내행동이 ‘술 안마시기’일 경우 술을 마시

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술을 마시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설정하도록 했다.참여자의 과제는 정한 시간만큼 술을 마시지 않고 견디

는 것이다. 과달성은 참여자의 선택사항이며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술

을 마실 수 있다.감내행동이 ‘보고서 쓰기’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고

서를 쓰다가 그만두어야겠다는 충동을 느 을 때 좀 더 쓸 수 있는 최소

한의 시간을 설정하도록 했다.참여자는 정한 시간만큼은 보고서를 더 써

야 하며 그 이후에는 원하는 로 할 수 있다.

어휘 단 과제와 감내행동은 매일과제이며 과제수행 결과를 매일 기록

하도록 안내하 다.참여자들은 미리 제공된 인터넷 웹페이지에 속하여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기록했다.첫째로 어휘 단 과제 수행 후 제공되는

수행데이터를 복사하여 기록에 담았다.둘째로 감내행동 목표달성 여부를

기록하고 과달성시간을 기록했다.참여자들은 매일 이 기록을 남겼으며

연구 진행자는 각 기록에 해 정 인 피드백을 제공하 다.피드백의

내용은 감내행동을 성공한 것에 을 맞추었다.연구 진행자의 정

피드백은 과제수행에 한 외 보상(externalreward)으로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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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간 수행할 과제에 한 안내가 끝나면 참여자의 기분상태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분안정을 한 면담을 진행하 다.연구 참여

과 동일한 상태임을 확인했을 때에만 2회기 일정을 잡고 참여자를 돌려보

냈다.2회기에는 1회기와 마찬가지로 우울과 불안,부 정서 수 을 측정

하는 질문지들을 실시하 다.여기에 더해 감내행동 성공경험을 통해 어

느 정도의 성취감을 느 는지를 7 척도(0 : 아니다 ∼ 6 :매우

그 다)상에서 평정하도록 하고,아울러 일일기록에 한 연구자의 피드

백이 정 보상으로 작용했는지를 7 척도(0 : 아니다 ∼ 6 :

매우 그 다)상에서 평정하도록 하 다.다음으로 외 정동 사이몬 과제

와 고통 감내력 검사를 실시하고,과제를 포기하는 즉시 부 정서 수

과 음주의지를 측정하 다.마지막으로 연구에 한 디 리핑을 실시하

다.디 리핑 시에는 연구의 반 인 흐름과 각 활동의 목 을 설명하고,

참여자가 원할 경우 어휘 단 과제와 외 정동 사이몬 과제,고통 감내력

검사 등을 포함한 과제들의 목 에 해 구체 으로 설명했다. 한 참여

자의 기분 상태를 검하여 필요한 경우 기분안정을 한 면담을 진행하

다.디 리핑이 완료된 후에 연구 참여의 보상을 지 하 다.

통제집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두 번의 실험실 측정과 일주일 동안의

과제를 진행하 다.다만 1회기에 회피/감내 련 정서유발 기록지 신

음주행동 찰 기록지를 실시하 다.음주행동 찰 기록지는 음주시간과

장소,배경,음주량,함께 마신 사람 등을 구체 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간단한 기록지이다.참여자들은 1회기에 기록지 작성 연습을 하고

이후 일주일 동안 매일 기록지를 작성하 다.여기에 더해 어휘 단 과제

수행 방법을 교육받은 뒤 동일하게 매일 한 번씩 어휘 단 과제를 실시하

다.어휘 단 과제 자극으로는 실험집단과 달리 정서 으로 립 인

단어들이 사용되었다( :책상,자 거).통제집단에 속한 참여자들도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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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과 동일하게 매일 인터넷 웹페이지에 속하여 어휘 단 과제 수행기

록과 찰기록을 남겼다.실험집단과 동일하게 각 기록에 해 연구자가

정 피드백을 제공하 다.단 피드백의 은 일일기록을 빠뜨리지 않

고 작성한 것에 맞추었다.2회기의 내용 차는 실험집단과 동일하다.

분석

연구 3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회피/감내정동 변화 고통 감

내력 변화를 비교 분석하기 해 혼합설계 이원분산분석(mixeddesign

two-wayANOVA)을 실시하 다. 한 각 처치와 회피/감내정동 변화의

계를 분석하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고,회피/감내정동 변화 수와

고통 감내력 변화 수의 계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분석에는 R(version3.2.2)이 사용되었다.

결 과

단 간 기저선 비

분석에 앞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해 주요 변인

들의 기 선을 비교해 보았다.분석 결과,두 집단은 연령과 알코올 사용

문제,우울,불안,고통 감내력 수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표 13).2차 평가시기에도 두 집단은 우울과 불안 수 이 유의미

하게 다르지 않았다,t(26)=1.69,p=.10;t(26)=.60,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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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N=14) 통제집단(N=14) t

연 24.50(3.16) 23.14(2.07) 1.34

AUDIT 20.50(5.47) 19.00(3.22)  .94

CESD 13.57(6.86) 12.85(4.67)  .32

STAI-B  8.00(4.22)  7.07(3.66)  .62

DII 14.64(7.38) 12.35(7.62)  .81

DTT 24.64(8.80) 27.29(4.46) 1.00

WTD  5.28(2.16)  4.14(1.51) 1.62

주. AUDIT = 알코  사 애 별검사, CESD = 역학연  우울척도, STAI-B = 상태-특 안 

척도 단축 , DII = 고통 감내  족 척도, DTT = 고통 감내  검사, WTD = 주 지 척도

표 13.연구 3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기 선 비교

조작확인

1차 평가와 2차 평가에서 부 정서 척도 수변화를 분석해본 결과 고

통 감내력 검사는 연구 2에서와 마찬가지로 참여자의 부정 정서수 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27)=2.50,p<.05;t(27)=2.62,p<.05.다음

으로,실험과정에서 사용된 정 /부정 정서유발 과제들이 실제로 회

피/감내 정동을 변화시켰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해 혼합설계 이원분산

분석을 실시하 다.집단간변인은 소속집단(실험집단과 통제집단),집단내

변인은 측정시기(첫 번째 측정시기와 두 번째 측정시기)로 설정하 다.우

선 완화유형 정동지수의 경우 집단간변인과 집단내변인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26)=13.30,p<.01,partialη2=.34.단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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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실험집단의 경우 두 번째 측정시기의 정동지수가

첫 번째 측정시기의 정동지수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

다,F(1,13)=13.81,p<.01,partialη2=.52.반면 통제집단은 두 측정시기의

정동지수가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F(1,13)=.03,p=.86,partialη

2=.002.세부 정동 수를 보면,회피에 연결된 부정 정동과 감내에 연결

된 정 정동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F(1,26)=10.34,p<.01,partialη2=.28;F(1,26)=9.51,p<.01,partialη2=.27,

실험집단에서 해당 유형의 정동 수들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F(1,

13)=11.83,p<.01,partialη2=.48;F(1,13)=22.19,p<.001,partialη2=.63.

포기유형 정동지수 한 집단간변인과 집단내변인의 상호작용효과가 유

의미했다,F(1,26)=5.71,p<.05,partialη2=.18.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실험집단의 경우 두 번째 측정시기의 정동지수가 첫 번째 측정시기

의 정동지수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1,13)=5.65,

p<.05,partialη2=.30.반면 통제집단은 두 측정시기의 정동지수가 유의미

하게 다르지 않았다,F(1,13)=.10,p=.76,partialη2=.007.세부 정동 수

를 보면,회피에 연결된 부정 정동과 감내에 연결된 정 정동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F(1,26)=4.56,p<.05,

partialη2=.15;F(1,26)=7.74,p<.05,partialη2=.23,실험집단에서 해당 유

형의 정동 수들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F(1,13)=5.80,p<.05,partial

η2=.31;F(1,13)=19.58,p<.01,partialη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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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 통제집단 t
Cohen's 

d

AI-R(1차 평가)  124.59(61.42) 91.23(70.41) 1.33  .50

AO-PA 692.80(127.55) 680.31(145.73)  .24  .09

AO-NA 646.85(113.64) 695.59(172.77) -.88 -.33

WO-PA 626.36(78.72) 675.54(174.49) -.96 -.36

WO-NA 733.57(109.91) 680.67(104.97) 1.30  .49

AI-R(2차 평가) -216.58(366.20) 88.76(81.19)   -3.05** -1.15

AO-PA 671.96(130.79) 668.63(51.10)  .09  .03

AO-NA 780.31(185.26) 640.58(16.99)   2.81** 1.06

WO-PA 758.29(157.00) 641.78(37.68)  2.70* 1.02

WO-NA 650.35(64.54) 683.92(44.42) -1.62 -.61

AI-Q(1차 평가)   34.85(201.69)   .88(84.20)   .58  .22

AO-PA 678.49(136.88) 624.43(104.95)  1.17  .44

AO-NA 661.17(115.83) 657.64(127.13)   .08  .03

WO-PA 650.93(84.40) 628.89(103.36)   .62  .23

WO-NA 711.31(129.04) 618.30(120.43)  1.96  .75

AI-Q(2차 평가) -195.63(341.65)  7.08(39.73)   -2.21* -.83

AO-PA 705.71(159.01) 641.55(43.21)   1.46  .55

AO-NA 797.89(201.32) 648.10(57.52)    2.68* 1.01

WO-PA 776.68(172.54) 638.83(27.50)    2.95** 1.12

WO-NA 673.23(126.99) 652.44(30.96)    .60  .22

주. AI-R =  정동지수, AI-Q = 포  정동지수, AO-PA = 피- 정정동, 

AO-NA = 피- 정정동, WO-PA = 감내- 정정동, WO-NA = 감내- 정정동

* p < .05  ** p < .01

표 14.측정 시기별 정동 수의 집단 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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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집단별 완화유형 정동지수 변화

주. AI-R =  정동지수

그림 10.집단별 포기유형 정동지수 변화

주. AI-Q = 포  정동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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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감내정동 변화와 정서유발 과제들의 계를 악하기 해 상 분

석을 실시하 다(N=14).분석에 앞서 작은 감내행동의 성공률에 한 분

석을 실시했다.분석 결과, 상 로 참가자들은 작은 감내행동을 부분

성공 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성공확률 98%).정서유발 과제

들과 회피/감내정동 간의 상 계 분석결과,고통완화 련 정서유발 기

록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정서변화는 완화유형 정동지수 변화와 유의

미한 상 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53,p<.05.완화유형

정동지수 변화는 감내행동 목표달성에 따른 성취감 경험과도 유의미한 상

계를 나타내었다,r=-.62,p<.05.연구자의 정 피드백을 보상으로

지각하는 정도 한 서로 련을 맺고 있는 경향을 보 지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r=-.41,p=.14.포기유형 정동지수 변화는 포기 련

정서유발 기록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정서변화와 유의미한 상 계를

나타내었으며,r=-.59,p<.05,감내행동 목표달성에 따른 성취감 경험과

연구자의 정 피드백을 보상으로 지각하는 정도와도 한 련을 맺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74,p<.01;r=-.72,p<.01.

단별 고통 감내력 변화

AO/WO변화가 고통 감내력 변화를 유발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해 혼합설계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 다.종속변인은 완화유형 고통 감내

력을 반 하는 음주의지 척도와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을 반 하는 고통

감내력 검사이다.집단간변인은 소속집단(실험집단과 통제집단),집단내변

인은 측정시기(첫 번째 측정시기와 두 번째 측정시기)로 설정하 다.우선

음주의지 척도를 종속변인으로 두었을 때 집단간변인과 집단내변인의 상

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1,26)=27.46,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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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

M(SD)

통제집단

M(SD)
t Cohen's d

DTT(1차 평가) 24.64(8.80) 27.29(4.46) -1.00 -.38

DTT(2차 평가) 45.57(19.74) 26.29(3.29)  3.61** 1.36

WTD(1차평가) 5.28(2.16) 4.14(1.51) 1.62  .61

WTD(2차 평가)  1.43(1.95)  4.00(1.47)  -3.94** -1.49

주. DTT = 고통 감내  검사, WTD = 주 지 척도

** p < .01 

표 15.측정시기별 종속변인 수의 집단 간 비교

partialη2=.51.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실험집단의 경우 두 번째

측정시기의 음주의지 척도 수가 첫 번째 측정시기에 비해 더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F(1,13)=33.97,p<.001,partialη2=.72.반면 통제집단은 두

측정시기의 고통 감내력 검사 수가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F(1,

13)=.32,p=.58,partialη2=.02.

고통 감내력 검사에 한 집단간변인과 집단내변인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26)=28.44,p<.001,partialη2=.52.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실험집단의 경우 두 번째 측정시기의 고통 감

내력 검사 수가 첫 번째 측정시기의 고통 감내력 검사 수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13)=26.94,p<.001,partialη2=.68.반면 통제

집단은 두 측정시기의 고통 감내력 검사 수가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

다,F(1,13)=1.54,p=.24,partialη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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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집단별 음주의지 척도 수변화

주. WTD = 주 지 척도

그림 12.집단별 고통 감내력 검사 수변화

주. DTT = 고통 감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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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감내정동 변화와 고통 감내력 변화의 계

다음으로 회피/감내정동 변화와 고통 감내력 변화의 계를 살펴보았다

(N=28).회피/감내정동 변화 수는 첫 번째 측정시기의 정동지수에서 두

번째 측정시기의 정동지수를 빼서 산출하 고,고통 감내력 변화 수는

첫 번째 측정시기의 고통 감내력 검사와 음주의지 척도 수에서 두 번째

측정시기의 수들을 빼서 산출하 다.상 분석결과,완화유형 정동지수

변화는 음주의지 척도 수변화와 한 련이 있으며,r=.64,p<.001,

포기유형 정동지수 변화는 고통 감내력 검사 수변화와 한 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67,p<.001.

고통 감내력 변화에 한 회피/감내정동 변화의 기여를 좀 더 정교하게

악하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회귀분석은 총 3단계로 진

행하 다.1단계에서는 과제를 수행한 1주일 동안의 반 인 정서 고

통을 통제하기 해 두 번째 측정시기에 평가한 우울(CESD)과 불안

(STAI-B) 수를 투입하 다.2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의 알코올 사용문제

수 을 통제하기 해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수를 투입하 다.마

지막 3단계에서는 각 고통 감내력 변화에 한 회피/감내정동 변화의 고

유한 기여를 확인하기 해 정동지수 변화 수를 투입하 다.

우선 음주의지 척도 수 변화에 한 완화유형 정동지수 변화의 기여

도를 확인해 보았다.1단계에서 우울과 불안 수를 투입한 결과 음주의

지 척도 수 변화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2=.06,F(2,25)=.75,p=.48.2단계에서 알코올 사용문제 수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에도 음주의지 척도 수 변화에 한 추가 설명량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ΔR2=.001,F(1,24)=.03,p=.87.마지막 3단계에

서 완화유형 정동지수 변화 수는 음주의지 척도 수변화의 50%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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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ΔR2=.50,F(1,23)=26.18,p<.001.

고통 감내력 검사 수변화에 한 포기유형 정동지수 변화의 기여도

한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했다.1단계에서 우울과 불안 수를 투입한

결과 R2 값이 .17로 나타났지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F(2,

25)=2.52,p=.10.2단계에서 알코올 사용문제 수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에도 추가 설명량은 유의미하지 않았다,ΔR2=.07,F(1,24)=2.04,p=.17.

마지막 3단계에서 포기유형 정동지수 변화 수는 고통 감내력 검사 수

변화의 약 34%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ΔR2 =.34,F(1,

23)=18.07,p<.001.

음주량과 음주빈도의 변화

추가 으로 각 집단별 음주량과 음주빈도의 변화에 한 혼합설계 이원

분산분석을 실시했다.종속변인은 음주량과 음주빈도이다.집단간변인은

소속집단(실험집단과 통제집단),집단내변인은 측정시기(첫 번째 측정시기

와 두 번째 측정시기)로 설정하 다.

음주량에 한 집단간변인과 집단내변인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F(1,26)=14.35,p<.01,partialη2=.36.구체 으로 보면,실험집

단의 경우 두 번째 측정시기의 음주량이 첫 번째 측정시기의 음주량보다

은 것으로 나타났다,F(1,13)=100.19,p<.001,partialη2=.89.통제집단의 경

우에도 두 번째 측정시기의 음주량이 첫 번째 측정시기보다 은 것으로 나

타났다,F(1,13)=15.89,p<.01,partialη2=.55.즉 통제집단에서도 음주량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지만,실헙집단의 감소량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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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

M(SD)

통제집단

M(SD)
t Cohen's d

주량(1차 평가) 41.29(19.24) 43.43(13.75) -.34 -.13

주량(2차 평가) 12.07(11.04) 30.64(12.70) -4.13*** -1.56

주빈도(1차 평가) 3.79(1.05) 3.29(1.14) 1.21  .46

주빈도(2차 평가) 2.07(1.39) 2.79(.43) -1.85 -.70

*** p < .001

  

표 16.측정시기별 음주량과 음주빈도의 집단 간 비교

음주빈도를 종속변인으로 두었을 때 집단간변인과 집단내변인의 상호작

용효과 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1,26)=11.02,p<.01,partial

η2=.30.구체 으로 보면,실험집단의 경우 두 번째 측정시기의 음주빈도

가 첫 번째 측정시기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1,13)=41.60,

p<.001,partialη2=.76.반면 통제집단은 두 측정시기의 음주빈도가 유의

미하게 다르지 않았다,F(1,13)=3.96,p=.07,partialη2=.23.즉 통제집단

에서는 음주빈도가 유의미하게 달라지지 않았지만,실험집단에서는 음주

빈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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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연구 3에서는 회피/감내 정동과 고통 감내력의 인과 계를 검증하기

해 회피/감내 정동에 조작을 가한 뒤 고통 감내력 변화를 탐색하 다.분

석 결과 회피/감내 정동을 변화시킨 실험집단의 고통 감내력 변화량이 통

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추가 인 분석결과

회피/감내정동 변화는 우울과 불안수 ,알코올 사용문제 수 을 통제한

뒤에도 유의미하게 고통 감내력 변화를 측하 다.이러한 결과는 회피/

감내 정동과 고통 감내력 수 의 계가 단순한 상 계가 아닌 인과

계를 맺고 있음을 지지한다.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고통 감내력 증진

을 해 회피/감내 정동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개입 략들을 활용하는 것

의 이론 타당성을 제공한다.이는 고통 감내력 증진을 해 재 사용

되고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구체 인 이론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함을

감안할 때(서장원,권석만,2015),매우 요한 연구 성과라고 단할 수

있다.추가 으로 실시한 음주량과 음주빈도 변화에 한 분석결과,통제

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음주량이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음

주빈도는 실험집단에서만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고통 감내력 증진기법이 음주량과 음주빈도

한 감소시켰음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에 한 안 해석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처치 후 고통

감내력의 변화가 특정 감내행동에 한 보상에 의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즉 실험에서 사용한 처치가 회피행동과 감내행동의 정동에 변화를 주어

고통 감내력이 증진된 것이 아니라,단순히 특정 감내행동을 강화하여 해

당 행동을 지속하는 능력이 증진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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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석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첫째로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의 경우 참여자들마다 고유한 고통감내 과제를 수행하 으며,고통

감내력 측정치로는 고통 감내력 검사 수를 사용하 다. 안 해석의

논리 로라면 참여자들마다 고유하게 선정한 고통 과제에서의 감내력만

증진되어야 하며,고통 감내력 검사에서는 수행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둘

째로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에서 사용한 감내과제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이 아니라 술을 마시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었다.보상 한 술을 마

시지 않는 것이 아닌 음주시간 지연에 해 주어졌다.직 인 보상의

효과로 인해 음주의지와 욕구가 달라진 것이라면 보상은 술을 마시지 않

는 것에 주어졌어야 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고통 감내력의 변

화가 특정 감내행동을 강화하여 나타난 것이라는 안 해석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개선 으로는 우선 표본의 규모를 지 할 수 있을 것

이다.본 연구에는 최종 으로 28명의 장기 문제음주자들이 참여하 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각각 14명으로 작은 규모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

다.핵심 가설과 련된 분석에서는 부분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지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료 하나하나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여지

가 남아있다(Bland,2000).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큰 규모의 표본

을 활용하여 본 연구가설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연구의 설계가 기본 으로 내포하고 있는 한계를 고려해야 한

다.본 연구는 2회기에 걸친 실험실 측정을 실시하고 두 측정시기 사이에

일상생활 장면에서 회피/감내 정동을 변화시키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구성

하 다.이 방법은 회피/감내 정동의 특성상 반복을 통한 암묵 학습과

정이 필요하여 채택되었으나,실험실 장면에서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는 에서 혼입변인의 개입을 완벽하게 배제하기는 어렵다.기본 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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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통 수 과 알코올 사용문제 수 을 측정하여 통제했지만,이외에

다른 변인들이 개입되었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는 실험실 장면에서 효과 으로 회피/감내정동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과

제를 개발하여,통제된 상황에서 조작을 실시하고 고통 감내력 변화를 측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로 본 연구에서는 효과 으로 회피/감내 정동을 변화시키기 해

다양한 과제들을 실시하 다.분석 결과,실시한 과제들은 회피/감내 정동

을 변화시켰으며,각 과제들은 부분 회피/감내정동 변화와 유의미한 상

계를 나타내었다.하지만 이 분석은 간단한 문항들을 활용하여 참여

자들의 자기보고로 얻은 자료에 기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인 계성

악에 한계가 있다.향후 연구에서는 과제들을 개별 으로 실시하고 효

과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여 회피/감내정동 변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보

다 명확하게 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특히 정서단어 연합에 사용한

어휘 단 과제는 암묵 수 에서의 정동연합을 유도하는 과제이기 때문

에 그 효과를 별도로 측정하여 회피/감내정동 변화와의 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어휘 단 과제만을 이용해

정동변화 실험을 계획하여,정서단어 연합을 이용한 정동변화의 효과와

고통 감내력의 변화정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러한 연구들은

고통 감내력 수 을 증진할 수 있는 효과 인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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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 

연 의 개요 및 주요 결과

본 연구에서는 장기 문제음주자들의 고통 감내 과정을 일종의 단과

정으로 개념화하고 고통을 견디는 것의 가치 추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탐색하 다.특히 회피행동과 감내행동에 연결된 정동이 고통 감내

력 수 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동 단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는 연구들을 수행하 다.연구 1에서는 참여자들의 회피행동/

감내행동에 연결된 정동을 측정한 뒤 일상생활 장면에서 이들이 나타내는

고통 감내력 수 을 측정하여 계를 살펴보았다.연구 2에서는 보다 통제

된 상황에서 타당하게 개발된 척도들과 행동과제를 이용하여 두 변인의

계를 다시 한 번 탐색하 다.연구 3에서는 두 변인의 인과 계를 검증하기

해 회피/감내 정동에 조작을 가한 뒤 고통 감내력 변화를 확인하 다.

연구 결과 회피/감내 정동과 고통 감내력은 매우 한 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좀더 구체 으로 보면,완화회피와 완화감내의

정동은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과 한 계를 맺고 있으며,포기회피와

포기감내의 정동은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계는 기본 인 우울과 불안,알코올 사용문제 수 을 통제한 뒤

에도 동일하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기존에 개발된 정

서유발 기법들이 회피행동과 감내행동에 연결된 정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이 게 정동이 변화되면 참여자들의 고통 감내력

수 도 그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좀 더 구체 으로 말하면,

회피행동에 연결된 부정 정동을 강화하고 감내행동에 연결된 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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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강화하면 고통 감내력 수 이 증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연 들과의 계

이러한 결과는 일차 으로 Trafton과 Gifford(2011)의 가설을 지지한다.

이들은 고통 상황에서 부 강화기회에 반응하기로 선택했을 때 기 되는

처벌과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때 기 되는 보상의 정도가 고통 감내

력 수 을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Trafton& Gifford,2011).

하지만 이들은 구체 으로 각 변인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으며 어떤 방식

으로 개입할 수 있는지에 해서는 체계 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본 연구

에서는 회피행동의 기 처벌과 감내행동의 기 보상을 각각 회피행동에

연결된 부정 정동과 감내행동에 연결된 정 정동을 통해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 고,더불어 각 선택안에 연결된 정동을 변화시킴으로써

고통 감내력 수 을 증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 밝 진 결과들은 고통 감내력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한 기존의 경험 연구들에서 밝 진 사항들에 배되지 않는다.앞

서 언 한 바와 같이 고통 감내력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변인으

로는 마음챙김과 자기조 자원을 들 수 있다.마음챙김 수 은 경험되는

고통을 감소시킴으로써 고통 감내력 수 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Lotanetal.,2013).본 연구 모델의 에서 보면 마음챙김 수 이

증진됨으로써 고통수 이 감소하면 회피행동의 매력이 상 으로 덜 증

가하게 된다.그 결과 고통 감내력 수 이 증진될 수 있다. 한 가지 가

능한 설명은 마음챙김을 통해 내 과정을 찰하게 되면 정서 /경험

처리에 한 의존도가 어들 가능성이 있다.즉 본 연구에서 으로

다루고 있는 처리과정이 약화되고 상 으로 합리 인 사고과정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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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혹은 내 경험이 더 이상 고통으로 지각되지 않아 회피행동

선택과 련된 결정과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통 감내력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두 번째 주요 변인은 자기조 자원이다.자

기조 자원은 일종의 은유 개념으로 명확한 비교분석을 해서는 가능

한 구체 인 심리 기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에서 자기

조 자원을 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능은 억제통제능력(inhibitory

controlcapacity)이다.억제통제능력은 유기체로 하여 불필요하거나 부

한 사고와 정서,행동 등을 억제함으로써 주어진 상황에 히 반응

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능력으로 자기조 의 근간이 된다(Williams,

Ponesse,Schachar,Logan,& Tannock,1999).이 능력은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억제해야 하는 사고나 감정,행동 등이

많을수록 그 능력이 하될 수 있다(Muraven& Baumeister,2000).즉

부정 인 경험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억제통제능력은 하된다.

본 연구 모델에서 고통 감내력은 회피행동을 억제하는 능력을 의미한

다.이와 련하여 특히 을 둔 부분은 고통상황에서 회피행동을 선택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과정이었다.여기서 기억해야 할 은 회피행동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해도 이러한 결정을 실행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억

제 능력’이 필요하다는 이다.회피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도 고

통이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회피행동을 나타내고자 하는 충동이 반복 으

로 강해지기 때문이다.이러한 충동을 억제하는 데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

며 고통상황이 지속될수록 이 자원은 차 감소하게 된다.이 과정은 본

연구 모델에서 각 선택안에 연결된 정동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고통

상황이 지속되고 억제자원이 감소할수록 주 으로 느끼는 불편감은

차 강화된다.연구 2에서 밝 진 로 주 불편감이 강화되면 장기

인 결과와 련된 정동의 강도가 감소하여 결과 으로 회피행동의 매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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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게 된다.그에 따라 정동 단과정에서 회피행동을 선택할 가능

성은 더 높아지고 고통 감내력 수 은 하되는 것이다.

연 의 기여와 함의

주자  고통감내과 에 한 이해

고통 감내력은 문제음주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으로 주목받

아 왔지만,문제음주자들의 고통 감내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이해는 아직 보 인 수 에 머물러 있다.이는 련 주제를 다루는 연

구들이 아직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탓도 있지만,그보다 더 요한 이유

는 이들의 고통 감내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 으로 탐색하도록

돕는 이론 모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Zvolenskyetal.,2011).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통감내과정을 이론화하기 한 몇 가지 시도들이 있

었지만, 요한 한계 들을 가지고 있어 후속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

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 모델로

정동 단 모델을 제안하 다.

장기 문제음주자의 고통감내과정을 설명하는 좋은 이론 모델이 되기

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다.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

동 단 모델이 좋은 이론 모델이라면 제시된 조건들을 반드시 만족해

야 할 것이다.우선 장기 문제음주자들이 나타내는 주요한 문제행동과 고

통 감내력의 계를 구체 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정동 단모델에

서는 고통 감내력에 결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통을 완화하기

해 주로 선택했던 회피행동에 연결된 정 /부정 정동을 고려한다.장기

문제음주자의 주요한 문제행동은 음주행동이며,이들은 고통을 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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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음주행동을 반복 으로 사용한다.즉 이들의 주요한 완화회피행동은

음주행동이며 고통을 회피하는 용도로 음주를 반복할 경우 고통완화 효과

로 인해 음주행동의 정 정동이 강화된다.이러한 과정은 결국 완화회피

의 정 정동을 강화하여 고통 감내 시간을 단축시키게 된다.

둘째로 문제음주자들의 알코올 사용문제가 악화되거나 개선되는 과정과

고통 감내력의 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정동 단모델에서는 회

피행동과 감내행동에 연결된 정동의 방향성과 강도가 최종 인 고통 감내

력을 결정한다고 제안한다.음주문제의 악화과정이나 개선과정 한 각

정동요소들의 강도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를 들어 문제음주 기에

는 완화회피로서의 음주행동에 연결된 정 정동이 강하고 부정 정동

은 그에 미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강한 상태일 수 있다. 한 주행동

에 연결된 정 /부정 정동은 그리 강하지 않을 수 있다.이러한 경우

음주행동에 연결된 정 정동이 부정 정동보다 강하기 때문에 쉽게

음주행동을 선택하게 된다.음주문제가 한 단계 더 진행되면 주행동에

따르는 단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주행동에 연결된 부정 정동이 강

화된다.그 결과 이 보다 더 빠르게 음주행동을 선택하게 되고,그만큼

고통 감내 시간도 짧아지게 된다.회복과정 한 각 정동요소의 강도변화

로 설명가능하다. 재 사용되고 있는 문제음주 치료기법들은 일차 으로

음주행동에 한 처벌의 원리를 담고 있거나, 단증상의 완화를 통해

주행동에 한 거부감을 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이 두 가지 방법은

각각 음주행동의 부정 정동을 강화하고, 주행동의 부정 정동을 약

화시키는 방법들이다.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면 음주행동의 정 정동

의 효과가 어들고 주행동의 정 정동의 효과는 증가하게 된다.결

국 음주행동의 선택은 지연되고 그 만큼 고통 감내 시간은 늘어나는 것이

다.여기서 기존의 치료기법들이 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는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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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바로 주행동에 연결된 정 정동이다.정동 단 모델의

에서 보면 음주행동 선택을 억제하는 모든 요소들에 개입할 수 있으며,

해당 요소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고통 감내 시간을 늘어나게 된다.따라서

주행동에 연결된 정 정동을 강화하는 기법들을 극 으로 활용한

다면 장기 문제음주자들의 고통 감내력은 더욱 증진될 수 있다.

셋째로 장기 문제음주자들이 음주 이외의 일상생활 장면에서 나타내

는 고통 감내력 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통 감내력은 일종의 성격

특성으로 음주 이외의 다양한 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다.정동 단

모델에서는 포기유형의 회피와 감내를 통해 장기 문제음주자들의 일상

생활에서의 고통 감내력을 설명할 수 있다.이 모델에 따르면 음주와

련된 완화유형 회피와 감내,고통 감내력은 포기유형 회피와 감내,고통

감내력과 한 계를 맺고 있다.따라서 고통 상황에서 쉽게 음주행동

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장면에서 고통스러운 과업을 쉽게 포기하

는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실제로 음주빈도가 높은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과업들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e.g.,Cyders,Flory,Rainer,& Smith,2009).

넷째로 다양한 수 과 역에서의 추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정동 단 모델은 고통감내과정을 행동주의 에서

포착한 Trafton과 Gifford(2011)의 모델에 기반하여,고통감내과정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구체 인 정동 요인들을 제안하 다.이를 통해 행동

주의 에서의 연구뿐만 아니라 정동 에서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다.본 연구에서는 고통감내의 가치를 단하는 과

정에서 시스템 1의 처리과정에만 주목하 지만,시스템 2의 처리과정을

추가 으로 연구하고 두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탐색한다면,인지 수

에서의 추가연구 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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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구체 인 측정방법과 검증 가능한 가설을 제공해야 하며,

치료 인 개입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정동 단 모델에서는

회피/감내정동과 고통 감내력의 계에 한 구체 인 가설을 제공하고

있으며,각 요인들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 한 제시하고 있다.아울러

치료 개입의 원리와 방법들에 한 기본 인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다.

동  단 모델  일반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동 단모델은 일차 으로 장기 문제음주자

들의 고통감내과정을 설명하기 해 제안되었다.하지만 고통 감내력이

다양한 심리장애에 향을 미치는 범진단 인 요인인 만큼,다른 심리장

애에서의 고통감내과정을 설명하는 모델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정동 단 모델을 다른 심리장애에 용할 때 일차 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주된 완화회피의 유형이다.주된 완화회피의 유형에 따라 심리

장애의 유형이 결정되고,고통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게 해당 회피행동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고통 감내력 수 이 결정된다.특정 회피행동이 주된

완화회피로 자리를 잡는 과정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여할 것이다. 를

들어,기본 인 기질이나 성격특성( :자극추구 성향, 험회피 성향),연

령,성별,회피행동 련 신체생리 특성( :알코올 사능력,통증 민감

성),주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회피행동,사회문화 특성( :음주문

화)등이 회피행동의 선택에 향을 미칠 수 있다.어떤 이유에서든 반복

으로 사용하여 고통을 완화한 경험이 특정 행동을 주된 완화회피로 자

리 잡게 만들며,완화회피의 유형에 따라 기본 인 정동의 양상이나 변화

과정이 달라진다.특정 회피행동이 주된 완화회피가 되는 과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회피행동 별 정동의 특성에 한 연구는 각 심리장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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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통감내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동 단 모델을 다른 심리장애에 용할 때 한 가지 고려할 것

은 해당 심리장애에서의 주된 부 응이 고통 감내력 부족의 문제인지,아

니면 고통과잉감내(distressovertolerance)의 문제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다.불안장애(anxietydisorder)와 독(addiction)분야의 심리장애들은

부분 고통 감내력의 부족이 증상을 발 시키거나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하지만 일부 문제행동이나 장애에서는 고통을 지나치게 오래

견디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한다. 를 들어 신체 인 학 를 당

하면서도 상과의 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유지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고통과잉감내 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에 해서는 아직 충

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Lynch와 Mizon(2010)에 의해 과잉통제

경향성이나 완벽주의,인지 경직성 등이 여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지만,이러한 경향성을 나타내는 표 인 장애인 강박장애 환자들의

경우 특별히 고통 감내력 수 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며,오히려 고통

감내력이 부족할수록 강박사고는 더 많이 경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타당성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Cougle,Timpano,Fitch,& Hawkins,

2011;Macatee,Capron,Schmidt,& Cougle,2013).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델을 통해 고통과잉감내를 설명해 보면,우선 회

피행동에 연결된 정 정동에 비해 부정 정동이 상 으로 더 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즉 고통을 주는 상황에서 도피하거나 회피하는 것

이 가져다 기 보상보다 기 처벌이 더 강력한 것이다. 를 들어 자

신을 학 하는 어떤 상으로부터 도망쳤을 때 겪게 될 처벌이 매우 강력

해 도망치기로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른 측면은

감내행동에 연결된 정 정동이 의외로 강할 수 있다는 이다.즉 자

신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보상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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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방법일 수 있는 것이다. 를 들어 어떤 상이 자신을 학 하기

는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주는 등의 보상을 제공할 수도 있다.마

지막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내행동에

연결되어 있는 부정 정동의 강도는 약해질 수 있다.신체 인 폭력을

반복 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차 폭력에 한 내성이 생기는 것과 비슷

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정동 단 모델은 심리장애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별한 심리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의 고통감내과정을 설명하는 모델로도

고려될 수 있다.치료가 필요한 수 의 심리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

은 사람들일지라도 고통 감내력의 측면에서는 개인차가 나타난다.어떤

사람은 고통을 유발하는 일상 인 과업들을 쉽게 포기하고 불쾌한 정서를

경험하여 기분이 가라앉으면 곧바로 술이나 담배 등을 찾는다.반면 다른

사람은 고통을 유발하는 과업들을 상 으로 오래 지속하고 불쾌한 경험

을 할 때에도 하게 회피하려 하지 않는다.정동 단 모델의 에

서 보면 이러한 개인차는 회피와 감내에 연결된 정동에 의해 결정된다.

자의 경우에는 회피의 정 정동과 감내의 부정 정동이 강하고 회

피의 부정 정동과 감내의 정 정동은 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반

면 후자는 회피의 부정 정동과 감내의 정 정동이 강하고 회피의

정 정동과 감내의 부정 정동은 약한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다.

회피와 감내의 정동에서 개인차가 나타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정동 단 모델의 에서 보면,각 정동

의 방향성과 강도에서 개인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특정 선택안을 채택했을

때의 정서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특히 정서경험의 강도와 빈도가 달랐

을 가능성이 높다. 를 들어 특정 회피행동을 선택했을 때 정 정서

가 강하게 경험되고 고통 한 크게 완화되는 사람은 회피에 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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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이 강해질 것이다.회피에 한 정 정동이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선택의 빈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 정동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

아진다.한편 감내를 선택하는 빈도는 상 으로 어들게 되며,그에 따

라 감내에 수반되는 고통경험에 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지속되거나 더

강해질 수 있다. 어도 감내보다는 회피가 좀 더 ‘익숙한’선택이 되기

때문에 감내선택에 한 거부감이 강해지게 된다.이는 감내에 연결된 부

정 정동이 강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더불어 회피를 선택했을

때 상했던 처벌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을 할 수 있으며,그

에 따라 좀 더 쉽게 회피행동을 선택하게 될 수 있다.이는 회피에 연결

된 부정 정동이 약화되는 과정이다.

반 로 감내행동을 선택했을 때 다양한 보상으로 인한 정 정서를 경

험했다면 감내에 한 정 정동이 강해질 것이다.감내에 한 정

정동이 강해지면 감내를 반복 으로 선택하게 되고,그에 따라 보상경험도

증가하여 정 정동이 강해지게 된다.감내선택이 반복되면 회피선택은

차 어들게 되고,회피보다 감내가 오히려 더 ‘익숙한’선택이 될 수 있

다.즉 회피에 한 거부감이 차 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더불어 감내행

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감내행동이 상했던 것 보다 덜 고통스럽

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 보다 수월하게 감내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이

는 감내행동에 연결된 부정 정동이 약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회피와 감내의 정동은 각 선택에 따른 정서경험의 특

성과 실제 선택빈도와 한 련이 있다.쉽게 말하면 고통을 경험할

때 ‘회피를 자주 선택하는 사람’과 ‘감내를 자주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자는 회피의 정 정동과 감내의 부정 정동이 강

화되고 회피의 부정 정동은 약화되는 과정을 거친다.반면 후자는 감내

의 정 정동과 회피의 부정 정동은 강화되고 감내의 부정 정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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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만일 특정 선택안을 채택하는 성

에 역행하는 정서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자는 차 고통 감내력 수 이

낮아지게 되고,후자는 고통 감내력 수 이 높아지게 된다.

료  함  

본 연구에서는 회피행동과 감내행동에 연결된 정동을 변화시킴으로써

고통 감내력 수 을 증진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 다.보다 구체

으로 말하면,회피행동에 연결된 부정 정동을 강화하고 감내행동에 연

결된 정 정동을 강화함으로써 고통 감내력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각

정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는 특정 이미지의 정동을 변화시키기 해 사

용되어 온 기법들을 활용하 다.특히 특정 행동을 수행한 뒤에 정 /부

정 정서를 경험하도록 하는 방법과 기존에 특정한 정동과 강하게 연결

되어 있는 자극과 연합시키는 방법을 사용하 다.이러한 방법들의 공통

인 원리는 정동연합(affectiveassociation)이다.정동연합을 유도하는 기법

에는 사용된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기법들이 마련되어 있다( :심상기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동 연합 기법들은 기존의 행동치료 기법들과 유

사한 이 많다.특정행동과 오자극을 연합하거나 처벌을 통해 소거하

는 방법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법들과 거의 동일하다.이 때문에 기존

의 행동치료 기법과 차이 을 찾기 어렵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하

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된 기법들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행동치

료와 구분된다.첫째로 기법 사용의 목 이 다르다.행동치료의 기본 인

목 은 특정행동의 소거이다.하지만 정동 단 모델의 에서 사용

된 개입법들은 행동의 소거에 목 을 두지 않는다.그보다는 회피행동과

감내행동에 연결된 정동의 변화를 통해 회피행동 선택을 지연하는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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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도록 하는 것이 목 이다.둘째로 행동치료에서는 문제행동만을 치료

목표로 삼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된 기법들은 음주행동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의 포기행동 한 개입목표로 삼는다.정동 단 모델에서 고

통 감내력은 완화유형과 포기유형으로 구분되며 두 유형은 서로 한

련을 맺고 있다.아직 체계 인 계 검증이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두

유형 한 유형에만 개입하는 것 보다 두 유형 모두에 개입하는 것이 보

다 효과 인 고통 감내력 증진법이 될 수 있다.포기유형 고통 감내력에

한 개입은 삶의 요한 과업을 포기하지 않고 수행함에 따른 응수

의 개선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부수 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셋째로

정동 단 모델에서는 행동치료에서 사용되는 기법들 이외에도 이미지

에 연결된 정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 를

들어 정 /부정 정서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심상기법을 활용하여 각

선택안의 정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고통감내과정에 한 이론 연구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임상

장면에서는 이미 고통 감내력을 증진하기 한 로그램이 개발되어 사용

되고 있다. 표 인 는 Linehan(1993)이 개발한 변증법 행동치료이

다.변증법 행동치료에는 고통 감내력 증진을 한 치료모듈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다(McKay,Wood,& Brantley,2007).이 모듈에서는 고통 감

내력을 증진하기 한 방안으로 수용(radicalacceptance)과 주의 환

(distraction),자기진정(self-soothing)기법을 이용한 이완 등을 제시하고

있다.수용이란 내 경험을 바꾸려 시도하지 않고 있는 그 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며,주의 환은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일시 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마지막으로 이완기법은 신체 이완을 통해 정서

고통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을 말한다.제시된 기법들의 공통 은 유

발된 고통을 여주거나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다.즉 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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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모델에서 제안하는 고통 감내력 증진 기법과는 개입의 이 다르

다.변증법 행동치료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유발된 고통의 강도를 약화

시키는데 이 있는 반면,정동 단 모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유발

된 고통에 한 반응선택 과정에서 회피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이 있기 때문이다.

고통 감내력 증진을 직 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수용 념치료

(acceptanceandcommitmenttherapy) 한 고통 감내력을 증진시키는

치료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수용 념치료에서 요한 치료 개입의

목표로 삼는 경험회피(experientialavoidance)는 고통 감내력과 한

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서장원,권석만,2015;Zvolenskyetal.,2011).

경험회피는 원치 않는 다양한 내 경험과 그 경험을 발하는 상황과의

빈도를 이기 한 다양한 시도들을 의미한다(Hayes,Wilson,

Gifford,Follette,& Strosahl,1996).이러한 시도들은 역설 으로 회피하

고자 했던 부정 경험을 더욱 빈번하게 경험하게 만들어,불안이나 우울

등의 심리 문제를 강화,지속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다(이정은,조용

래,2007;조용래,2008;Tull,Gratz,Salters,& Roemer,2004).일반 으

로 고통 감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는 상황에서 경험회피행동

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Williams,2012).이 두 개념의 차이 은 범 에

있다.즉 경험회피는 원치 않는 경험과 그러한 경험을 유발하는 상황,그

리고 그러한 경험 상황을 회피하기 한 다양한 시도들까지 포함하는

상당히 넓은 개념인 반면,고통 감내력은 고통스러운 경험 자체와 유발

상황,그리고 그 경험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만을 포함하는 보다 소하

고 구체 인 개념이다(Zvolenskyetal.,2011).

고통스러운 내 체험에 한 회피경향성을 이면 자연스럽게 고통 감

내력도 증진될 수 있다.수용 념치료에서 경험회피 경향성을 감소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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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용하는 방법은 마음챙김 등의 기법을 이용해 부정 경험에 한

수용(acceptance)을 진하는 것이다.마음챙김 수 이 향상되면 부정

경험이 감소하고 고통이 유발되었을 때에도 크게 악화되지 않기 때문에

반 인 고통 감내력이 증진된다(Lotan etal.,2013;Sauer& Baer,

2012).즉 수용 념치료 한 부정 경험에 한 무비 태도를 견지

하도록 함으로써 고통을 이거나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을

두고 있다.따라서 정동 단 모델에서 제안하는 기법들은 수용 념치

료를 보완하여 고통 감내력을 보다 효과 으로 증진시키는 안으로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

연 의 한계 및 개선방안

본 연구는 장기 문제음주자의 고통 감내력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을 밝 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하지만 몇 가지 개선해야할 측면

들이 있다.우선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최소규모의

표본을 활용하 다.이러한 방법은 참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하지만 표본을 구성하는 자

료들 하나하나의 향력이 커서 추출된 자료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Bland,2000).본 연구에서는 부분의 결과들이

안정 인 범 내에서 통계 유의성을 확보했지만 표본을 새로 추출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완벽하게 배제하기는 힘들다.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큰 규모의 표본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주요 가설

들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본과 련하여 언 될 수 있는 다른 한계는 학생 표본을 사용했

다는 일 것이다.알코올 사용문제가 시작되는 가장 표 인 시기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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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이고 한국 고등학생의 학진학률이 70.9%임을 감안할 때 학생

집단을 표본으로 삼는 것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한국교육개발원,

2014).하지만 성인후기에도 알코올 사용문제가 시작될 수 있고 학에

진학하지 않은 성인들 에도 알코올 사용문제를 보이는 사람들이 포함되

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집단을 상으로

연구 가설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본과 련하여 언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 은 임상집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다.본 연구에 참여한 집단은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주

일에 20잔 이상(여성은 16잔)의 술을 마시는 집단이다.이 기 은 일반

으로 통용되는 문제음주의 기 보다는 높고 알코올 남용보다는 다소 낮은

수 으로 임상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

된 사항은 일차 으로 문제음주를 나타내는 임상집단에만 제한 으로

용할 수 있다.다만 연구 3의 경우에는 평균 주간음주량이 41잔에서 43

잔 정도로 확인되어 알코올 남용이나 알코올 의존 수 에 근 한 참여자

들이 다수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해당 집단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

출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하지만 여 히 심각한 수 의 내성과 단증

상을 나타내는 알코올 의존 환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집

단에 한 추가 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측정도구와 련하여 일차 으로 지 될 수 있는 한계 은 신뢰도와 타

당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도구가 일부 사용되었다는 이다.좀 더 구

체 으로 보면 연구 2와 연구 3에서는 참여자들의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

을 측정하기 해 연구자가 개발한 음주의지 척도를 사용하 다.음주의지

척도는 기존의 고통 감내력 측정도구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하

고 요인구조와 내 일치도가 양호하며 다른 고통 감내력 측정도구들과의

연 성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하지만 엄격한 척도 개발과정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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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도구는 아니기 때문에 신뢰도와 타당도 면에서의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장기 문제음주

자들의 완화유형 고통 감내력을 좀 더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연구 가설을 재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포기유형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기 해 고통 감내력 검

사를 사용하 다.고통 감내력 검사는 피검자의 고통을 유발하고 포기행

동을 측정함으로써 타당하게 고통 감내력 수 을 측정하는 도구로 확인되

어 왔다(서장원,권석만,2015;Nock& Mendes,2008).그러나 이 도구는

검사자가 피검자와 일 일로 과제를 진행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검

사자의 부담이 큰 편이다.결과 으로 많은 수의 표본을 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다.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는 고통 감내력 검사가 지니고 있는 고통 감내력 측정도구로서의 장 은

유지하면서 검사자의 부담을 일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이러한 도구를 개발한다면 다양한 집단을 상으로 규모 표본을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기본 인 목 은 회피/감내 정동과 고통 감내력의 계를 탐

색하는 것이었다.연구 1과 2에서는 변인들 간의 상 계를 탐색하 고,

연구 3에서는 실험 조작을 이용해 인과 계를 검증하 다.이러한 과정

이 궁극 으로 지향하는 것은 장기 문제음주자들의 고통 감내력 수 을

효과 으로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회피/감내

정동의 변화가 고통 감내력 수 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하 지

만 회피/감내 정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체계 인 치료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기존에 특정 개념이나 이미지에 연결된 정동을 변화시키는 방안들

을 선별하여 사용하 고,그 결과 회피/감내 정동이 변화될 수 있음을 확

인한 것은 큰 수확이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장기 문제음주자 집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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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사용장애 집단의 고통 감내력 수 을 증진하기 해서는 보다 체

계 이고 구체 인 치료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언 된 주요한 정동변화 원리를 고려하여 체계 인 치료 로그

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후속연 를 위한 제언

다음으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보다 정교화하고 확장할 수 있

는 방법들에 해 살펴보려고 한다.본 연구에서는 회피행동과 감내행동

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모델을 구성하 다.그리고 각 유형별 회

피와 감내는 일종의 상 이미지로 구체 인 행동 이미지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했다.연구 결과 이러한 가정들은 부분 타당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그러나 회피/감내 정동을 실질 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실시하

기 해서는 보다 정교하게 각 요소들 간의 계를 악해야 한다.특별

히 으로 탐색해 보아야 할 주제는 완화회피와 포기회피의 계,완

화감내와 포기감내의 계,구체 행동이미지들의 구조 등이다.

우선 고통완화 유형과 포기 유형의 계와 련해서 으로 탐색해

야 하는 주제는 고통완화 유형에서의 변화가 포기 유형의 변화를 가져오

는지,혹은 반 로 포기 유형에서의 변화가 고통완화 유형에서의 변화를

유발하는지의 여부이다. 를 들면 공 공부를 가장 괴로운 과제로 선정

한 장기 문제음주자를 상으로 개입할 때,괴로운 과제를 지속하도록

하여 포기감내의 정동에 변화를 유발하면 ‘술을 마시지 않고 견디기’(완화

감내)의 정동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탐색할 필요가 있

다.이론상 고통완화 유형과 포기 유형은 회피와 감내 상 이미지에 연

결되어 있기 때문에 향을 받을 것으로 상할 수 있지만 구체 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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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이 필요하다.이 주제를 탐색하는 것은 임상 으로 요한 함의가

있다.알코올 사용문제가 주 호소라 하더라도 일상의 고통스러운 과제를

지속하는 능력을 개선하기만 하면 알코올 사용문제 한 호 될 수 있는

이론 /경험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살펴볼만한 주제는 구체 인 행동 이미지들의 구조이다.본

연구에서는 회피와 감내에 연결된 정동을 측정할 때 각각을 표하는,즉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회피행동이나 가장 큰 고통과 련된 감내행동을

선정하 다.이 방법은 상당히 효율 이지만 보다 정교한 탐색을 해 다

른 안 인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회피와 감내에 연결된 행

동 이미지들은 매우 다양할 것이다.좀 더 구체 으로 보면 빈번하게 사

용하는 완화회피행동이 질 인 측면에서나 양 인 측면에서 개인차를 나

타낼 수 있다. 를 들어 어떤 사람은 단순히 고통만을 이는 행동들을

선호할 수 있고,다른 사람은 고통을 이는 동시에 쾌감을 증진하는 행

동들을 선호할 수 있다. 한 자기 괴 인 방식으로 고통을 피하는 행

동들이 회피행동을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와 그 향에 해 체계 으로 탐색한다면 동일하게 고통 감내력 수 이

낮더라도 서로 다른 유형의 증상을 나타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

다.완화회피를 구성하는 행동들의 양이 고통 감내력 수 에 미칠 향을

탐색하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이 주제를 탐색하게

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델에서는 고통감내와 련된 의사결정을 진

행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이미 비되었다고 가정한다.다시 말하면 의사

결정에 필요한 회피와 감내행동 이미지가 활성화된 상태에서의 단과정

을 묘사하고 있다.즉 고통이 유발된 뒤 의사결정을 진행하기 해 행동

이미지가 선별되는 과정은 포착하고 있지 않다.고통 상황은 매우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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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행동 이미지가 선별되는 과정 한 매우 빠

를 것이라 상한다.하지만 선별할 행동 이미지의 양에 따라 이 과정에

소모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그 과정에서 처리의 질 변화( :의

식 처리로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통 감내력은

기본 으로 고통 상황에서 회피행동을 나타내지 않고 견디는 시간으로 정

의되기 때문에,이 게 단과정에서의 처리 시간이 지연되면 자연스럽게

고통 감내력 수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완화회피를 구성하는 행동 이미지의 양과 고통 감내력의 계를 체

계 으로 탐색함으로써 연구 모델을 좀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회피행동 뿐만 아니라 감내행동의 구조 한 요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특히 포기감내를 구성하는 주된 행동 이미지들을 탐색하는 것은 치

료 으로 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완화회피를 구성하는 이미지들의

질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 심리 증상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다면,포기감내를 구성하는 이미지들의 질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상의 고유한 고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수 있다.주로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큰 고통을 경험하고 회피행동을 나타내는지를 악하면 상의

고통을 유발하는 자극이나 상황을 알 수 있고, 응 인 방식으로 그러한

자극이나 상황에 처하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다.이러한 근을 통해

특정 과제에 한 태도가 변하게 되면 고통을 유발하는 활동에 한 반

인 태도 한 바뀔 수 있다.이 게 태도가 변하면 자연스럽게 고통 감

내력이 증진될 수 있다.향후 연구에서는 포기감내를 구성하는 표 인

행동 이미지들을 규정하여 각 이미지들에 한 체계 인 응방안을 마련

해 볼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연구는 효과 으로 고통 감내력을 증진하

는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음으로 탐색해 볼 만한 주제는 회피/감내에 연결된 정동이다.첫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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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감내정동 강도의 개인차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해 체계 으로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본 연구 모델에서는 회피행동과 감내행동을

선택함으로써 경험했던 정 /부정 정서 경험이 각 선택안에 연결된

정동의 방향과 강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 다.향후 연구에서는

각 선택안에 정동이 연결되는 과정을 좀 더 정교하게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완화회피로서의 음주를 로 들면,술을 마셨을 경우 경험되는

정 정서의 유형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어떤 사람은 안도감만을 느끼

는 반면 다른 사람은 안도감과 기쁨,행복감 등을 느낄 수 있다.이 게

주로 경험되는 정서의 유형에 따라 연결되는 정동의 강도 한 달라지는

지를 확인한다면 경험되는 정서의 유형을 통해서도 회피/감내 정동의 강

도를 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일반 인 정서 반응성과의 계도 탐

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 /부정 자극에 해 정서 으로 반응하는

정도는 음주과정에서의 자극들로 인한 정서 경험에도 향을 미칠 것이고,

결과 으로 ‘술 마시기’에 연결된 정동에도 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서가별 반응성의 차이는 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서경험과 련하여 특별히 주목할 만한 다른 주제는 정서경험의

시간차가 선택안의 정동에 미치는 향이다.특히 장기 문제음주자의

표 인 완화회피행동인 ‘술 마시기’의 경우 술을 마시는 동안에는 다양

한 정 정서경험을 하지만,술을 마신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숙취

나 체 증가,수면문제에 한 불만 등으로 인해 다양한 부정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Roehrs & Roth, 2001; Swift & Davidson, 1998;

Wannamethee& Shaper,2003).즉 ‘술 마시기’와 련하여 정 정서

와 부정 정서가 모두 경험되는데 두 경험 간에 시간 간격이 있다.이

러한 시간 간격이 ‘술 마시기’의 정동에 미치는 향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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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감내 정동과 련하여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주제는 회피/감

내 정동들 간의 계에서 부정 정동과 정 정동의 향력이다.본

연구에서는 두 정동의 향력을 1:1로 간주하 다.즉 부정 정동이 미치

는 향과 정 정동이 미치는 향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 다.하지

만 정 정동과 부정 정동의 계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일

되게 부정 정동의 향력이 더 크다는 을 언 하 다(Baumeister,

Bratslavsky,Finkenauer,& Vohs,2001).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체계 인 비교를 통해 부정 정동과 정 정동의 향력의 정도를 정

확히 악해 모델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장기 문제음주자들의 고통 감내력에 한 연구는 아직 기단계에 머

물러 있다.특히 이들이 고통을 회피하거나 견디는 과정에 해 체계 으로

탐색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본 연구에서는 장기 문제음주자들이 고통을

견디는 과정을 정동 단 과정으로 개념화하여 체계 으로 탐색하고,고

통 감내력에 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회피행동/감내행동에 연결된

정동을 제안하 다.이를 통해 장기 문제음주자의 고통 감내 과정을 더욱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더불어 이들의 고통 감내력 수 을

증진할 수 있는 구체 인 방안에 한 이론 /경험 근거를 제공하 다.

본 연구는 장기 문제음주자의 고통 감내력에 한 이론 연구와 치료

기법의 개발을 진하는 요한 기반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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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  AUDIT

◈ 다음 문항들을 잘 읽고 해당하는 항목에 O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0 1 2 3 4

1.술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안 마신다

한 달에

1번 이하

한 달에

2∼4번

일주일에

2∼3번

일주일에

4번 이상

2.술을 마시는 날에는 보통 몇 잔을 마십니까? 1∼2잔 3∼4잔 5∼6잔 7∼9잔 10잔 이상

3.한 번의 술자리에서 6잔( 는 맥주 2000cc)

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없다 한 달에

1번 이하

한 달에

2∼4번

일주일에

1번 정도

거의 매일

4.지난 1년간,일단을 마시기 시작하여 자제가

안 된 이 있습니까?

없다 한 달에

1번 이하

한 달에

2∼4번

일주일에

1번 정도

거의 매일

5.지난 1년간,음주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이 있습니까?

없다 한 달에

1번 이하

한 달에

2∼4번

일주일에

1번 정도

거의 매일

6.지난 1년간,과음 후 다음날 아침 정신을

차리기 해 해장술을 마신 이 있습니까?

없다 한 달에

1번 이하

한 달에

2∼4번

일주일에

1번 정도

거의 매일

7.지난 1년간,음주 후 술을 마신 것에 해

후회한 이 있습니까?

없다 한 달에

1번 이하

한 달에

2∼4번

일주일에

1번 정도

거의 매일

8.지난 1년간,술이 깬 후에 취 의 일을

기억할 수 없었던 이 있습니까?

없다 한 달에

1번 이하

한 달에

2∼4번

일주일에

1번 정도

거의 매일

9.음주로 인해 본인이 다치거나, 는 가족이나

타인이 다친 이 있습니까?

없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난 1년 동안에는

없었다

(2 )

지난 1년 동안에

그런 이 있었다

(4 )

10.가족이나 의사가 당신의 음주에 해 걱정을

하거나, 는 ‘술을 끊거나 이라’는 권고를

한 이 있습니까?

없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난 1년 동안에는

없었다

(2 )

지난 1년 동안에

그런 이 있었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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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  DII

◈ 각 문항을 잘 읽고, 평소 자신의 경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O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문항에 포함된 ‘ 로운 감정’이란 롭거나 불편하게 느껴 는 다양한 감정

(예: 분노, 슬픔, 불안, 혐오감 등)을 의미합니다.

전혀

렇

않다

약간

렇다

웬만큼

렇다

상당히

렇다

매우

렇다

0 .................. 1 .................. 2 .................. 3 ................. 4

그 지

않다

약간

그 다

웬만큼

그 다

상당히

그 다

매우

그 다

1.괴로운 감정을 다스리기 어렵다························································· 0 1 2 3 4

2.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괴로운 감정을 잘 견디는 것 같다············ 0 1 2 3 4

3.괴로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언제나 힘들고 불쾌하다··················· 0 1 2 3 4

4.괴로운 감정을 느끼게 될 까 두렵다············································· 0 1 2 3 4

5.괴로운 감정을 멈추기 해 뭐든 할 것이다··································· 0 1 2 3 4

6.괴로운 감정을 느낄 때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해서만 정신을 쏟게 된다·····
0 1 2 3 4

7.괴로운 감정에서 가능한 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런 감정이 지속되는 것을 견디기 어렵다)··································
0 1 2 3 4

8.불쾌해 질 수 있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다······································· 0 1 2 3 4

9.괴로운 감정을 견디기 어렵다····························································· 0 1 2 3 4

10.긴장하게 될까 두렵다·······································································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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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  CESD

◈ 아래에 적혀 있는 각 문항을 잘 읽으신 후, 오늘을 포함하여 난 일주일 동안 당신이 느끼고 

행동한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O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히

드물게

(1일 이하)

가끔

(1~2일)

자주

(3~4일)

거의

대부분

(5~7일)

0 .................. 1 .................. 2 .................. 3

나는 지난 주  동안...

극

드 게
(1  하)

가끔
(1～2 )

주
(3～4 )

거

(5～7 )

1.평소에는 아무 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0 1 2 3

2.먹고 싶지 않았다;입맛이 없었다································································· 0 1 2 3

3.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 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0 1 2 3

4.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 다······················································ 0 1 2 3

5.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 하기가 힘들었다············································ 0 1 2 3

6.우울했다·············································································································· 0 1 2 3

7.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0 1 2 3

8.미래에 하여 희망 으로 느 다································································ 0 1 2 3

9.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0 1 2 3

10.두려움을 느 다································································································ 0 1 2 3

11.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0 1 2 3

12.행복했다·············································································································· 0 1 2 3

13.평소보다 말을 게 했다;말수가 었다··················································· 0 1 2 3

14.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 다···················································· 0 1 2 3

15.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하는 것 같았다················································ 0 1 2 3

16.생활이 즐거웠다································································································ 0 1 2 3

17.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0 1 2 3

18.슬픔을 느 다···································································································· 0 1 2 3

19.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0 1 2 3

20.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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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  STAI-B

◈ 아래에 적혀 있는 문항을 잘 읽으신 후, 당신이 난 1주일 동안 느끼고 경험한 것을 가장 잘 표

현하는 숫자에 O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  마시고,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응

답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기 에 맞추어 가장 적절한 숫자에 O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니다

약간

렇다

상당히

렇다

매우

렇다

0 .................. 1 .................. 2 .................. 3

아니다

약간

그 다

상당히

그 다

매우

그 다

1.평안했다····························································································· 0 1 2 3

2.긴장감을 느 다··············································································· 0 1 2 3

3.속상했다····························································································· 0 1 2 3

4.느 한 기분이 들었다····································································· 0 1 2 3

5.만족감을 느 다··············································································· 0 1 2 3

6.불안했다···························································································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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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  PANAS

◈ 아래에는 감정이나 기분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단어를 읽고, 현재 당신이 

느끼는 감정/기분의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0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렇

않다

약간

렇다

웬만큼

렇다

상당히

렇다

매우

렇다

0 .................. 1 .................. 2 .................. 3 ................. 4

그 지

않다

약간

그 다

웬만큼

그 다

상당히

그 다

매우

그 다

1.흥미진진한 0 1 2 3 4

2.과민한 0 1 2 3 4

3.괴로운 0 1 2 3 4

4.기민한 0 1 2 3 4

5.흥분된 0 1 2 3 4

6.부끄러운 0 1 2 3 4

7.마음이 상한 0 1 2 3 4

8.원기왕성한 0 1 2 3 4

9.강한 0 1 2 3 4

10.신경질 인 0 1 2 3 4

11.죄책감 드는 0 1 2 3 4

12.단호한 0 1 2 3 4

13.겁에 질린 0 1 2 3 4

14.주의 깊은 0 1 2 3 4

15. 인 0 1 2 3 4

16.조바심 나는 0 1 2 3 4

17.열정 인 0 1 2 3 4

18.활기찬 0 1 2 3 4

19.자랑스러운 0 1 2 3 4

20.두려운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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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경험 집  지 1 ( 주사건에  )

◈ 다  질 들에 간단  답해 주시  랍니다. 

1.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들 중 가장 부정적인/불쾌한 사건을 하나 기록해 주세요. 

(특별한 사건이 없었다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생각 등을 한 가지 기록해 주세요.)

2. 앞서 기록한 부정적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대략적으로 기록해 주세요. 

3. 앞서 기록한 부정적 사건으로 인해 느꼈던 불편한 감정의 강도를 

0점[아무렇지도 않았다] ~ 6점[매우 불편했다] 사이의 점수로 표현해 주세요. 

4. 술을 마시기 시작할 시간을 기록해 주세요. 

5. 술을 마실 경우 단시일 내에 해가 될 만한 일이 있습니까? 

(예: 해야 할 일이 많다. 건강이 좋지 않다. 주변 사람들이 심하게 반대한다)

있다면 기록해 주시고 그 일이 귀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0점[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6점[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사이의 점수로 표현해 주세요. 

6.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단시일 내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습니까?

(예: 가족들이 특별한 보상을 약속했다)

있다면 기록해 주시고 그 일이 귀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0점[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6점[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사이의 점수로 표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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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경험 집  지 2 ( 정 시간간격에  )

◈ 다  질 들에 간단  답해 주시  랍니다.   

1. 이전 12시간 사이에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2. 술을 마신 시간과 양을 적어 주세요. (예: 밤 9시 ~ 10시, 소주 1병)

3. 귀하께서는 지난 실험 당시 ‘요즘 가장 어렵고 힘든 과제’를 하나 선정해 주셨습니다. 

지난 12시간 동안 해당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상적인 수면시간이나 식사시간 등의 꼭 필요한 활동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지난 12시간 동안 실제로 얼마나 긴 시간동안 해당 과제를 수행했습니까?

5. 해당 과제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단시일 내에 해가 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 학사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전공 진입을 하지 못한다. 아르바이트에서 해고당한다.)

있다면 기록해 주시고 그 일이 귀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0점[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6점[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사이의 점수로 표현해 주세요. 

6. 해당 과제를 수행할 경우 단시일 내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었습니까?

(예: 가족들이 특별한 보상을 약속했다.)

있다면 기록해 주시고 그 일이 귀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0점[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6점[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사이의 점수로 표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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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피/감내  정  지

♠ 다음은 음주/금주와 련된 부정적/긍정적 결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하께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 결과
요

하지

않음

약간

요함

꽤

요함

매우

요함

1.음주로 인해 경

험했거나 경험할

수 있는 부정 결

과들을 나열하고,

각 결과들이 귀하

의 삶에 얼마나

요한 지를 평가해

주세요.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정 결과
요

하지

않음

약간

요함

꽤

요함

매우

요함

2.술 마시는 빈도

나 양을 인다면

얻을 수 있는 것들

을 나열하고,각 보

상이 귀하의 삶에

얼마나 요한지

평가해 주세요.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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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피/감내  정  지(계 )

♠ 현재 하를 가장 힘들게 하는, 해야 하 만 하기 싫은 일 하나를 기록해 주세요.

(예: 시험공부, 과제하기, 아르바이트 하기, 어학공부 등)

                                                                            

부정 결과
요

하지

않음

약간

요함

꽤

요함

매우

요함

1. 에 어주신 일

을 도에 그만두거

나 포기할 경우의

부정 결과들을 나

열하고,각 결과들이

귀하의 삶에 얼마나

요한 지를 평가해

주세요.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정 결과
요

하지

않음

약간

요함

꽤

요함

매우

요함

2. 에 어주신 일

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한다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하

고,각 보상이 귀하

의 삶에 얼마나 요

한지 평가해 주세요.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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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피/감내  정  지(계 )

♠ 아래 제시된 삶의 주요 영역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하에게 요한 영역을 순서대로 적어 보세

요. 리고 음주의 빈도나 양을 이는 것과 (               )를 속하는 것이 각 영역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평정해 주세요. 

삶의 역:

가정/가족,직업/학업,사회 계( :친구,동료 등),연인 계,취미,종교/ 성,신체건강,사회참여

( :자원 사),스포츠,미술/음악

주요 삶의 역

순

재의 만족도

(1∼10 )

음주의 빈도나 양을

일 경우 상되는

만족도

(1∼10 )

( )

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경우

상되는 만족도

(1∼10 )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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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주 지 척도

◈ 아래에는 술을 마시고자 하는 욕 와 의 를 묻는 문항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숫자에 0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

않다

웬만큼

그 다

매우

그 다

1.술을 마시고 싶다·················································· 0 1 2 3 4 5 6

2.술이 있었다면 바로 마셨을 것이다··················· 0 1 2 3 4 5 6

3.곧 술을 마실 것이다············································ 0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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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posal and Validation of the Affective Judgment Model 

on the Process of Withstanding Distress 

in Long-term Heavy Drinkers 

Jang-won Seo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presentthesisaimstoproposetheaffectivejudgmentmodelon

the process ofwithstanding distress and to validate the modelin

long-term heavy drinkers.Many peopledrinkalcoholwhenthey are

distressedbecausealcoholhaseffectsofreducingdistress.Theamount

andfrequencyofdrinking,however,canvarydependingontheability

towithstanddistressofdailylife.Distresstolerance(DT),thecapacity

towithstanddistress,hasbeenreportedtohaveaninfluenceonthe

manifestation,maintenance,and relapseofproblematic/heavy drinking

behaviors.This thesis aims to explore the process ofavoiding or

withstanding distress in those who have drinking problems and to

investigatepsychologicalfactorswhicharerelatedtotheprocess.To

this purpose,the authorconceptualized the process ofwithstanding

distress as a judgmentalprocess ofdeciding whetherto avoid or

withstanddistress,andlookedintofactorsthatcouldhavean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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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process.Theauthordeveloped theaffectivejudgmentmodel

which proposesthattheexpected punishmentsfortaking avoidance

options(AO) and the expected rewards for taking withstanding

options(WO)duringdistressfulstatescouldbeestimatedbytheaffect

linked to each option and the affects linked to AO/WO have an

influenceon DT.Threestudieswereconducted to testthismodel

amonglong-term heavydrinkers.

In Study 1,the author assessed participants' DT using the

experiencesamplingmethodandexaminedtheirrelationswithaffects

thatarerelatedtoAO/WO.40collegestudentswhometthecriterion

oflong-term heavydrinkingparticipatedinthisstudy.Affectslinked

to AO/WO were assessed by a task that measures affective

associations of concepts or images.After the affect assessment,

participants were asked to respond to questionnaires designed to

assessDT in daily lifeforoneweek.Resultsshowedthataffects

linkedtoAO/WOarecloselyrelatedtoDT.

Study2wasdesignedtoexaminetheeffectsofnegativeemotional

experiencesonaffectslinkedtoAO/WOindetailedway.40long-term

heavydrinkingcollegestudentsparticipatedinthisstudy.Theaffects

linkedtoAO/WOweremeasuredwiththesametaskusedinStudy1

and DT was assessed by a distressfulbehavioraltask and a

questionnaire in controlled settings.The affective associations of

AO/WO were measured again immediately after the distressful

behavioraltaskandtheywerecomparedwithscorespriortothetask.

Resultsshowedthatnegativeemotionalexperienceshaveinfluenceon

AO/WO and make AO more attractive.Affects associat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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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WOwerecloselyrelatedtoparticipants'DTasexpected.

Study3wascarriedouttoinvestigatethecausalrelationsbetween

affectsassociatedwithAO/WO andDT.Theauthormanipulatedthe

affectsofAO/WO andexaminedchangesinDT amongparticipants.

30 college students who had long-term heavy drinking problems

participatedinthisstudy.Participantsintheexperimentalgroupand

thecontrolgrouptook baselineassessmentsandperformed specific

tasksdesignedforeachgroupforoneweek.Theexperimentalgroup

were asked to perform the LexicalDecision Task with emotional

wordsandtheWithstandingBehaviorTask,andthoseinthecontrol

group wereasked to taketheLexicalDecision Task with neutral

wordsandtheSelf-monitoringTask.Theexperimentalgroupshowed

significantlymoreimprovementinDTthanthecontrolgroupdid.

These results suggestthataffects linked to AO/WO have an

importantinfluenceonDT oflong-term heavydrinkers.ItmeansDT

could be improved by changing affective associations ofAO/WO.

Theoreticalandclinicalimplicationswerediscussedandfutureresearch

directionsweresuggested.

Keywords: distress tolerance, process of withstanding distress, 

heavy drinking, withstanding behavior, avoidance 

behavior, affect, affective judgment

Student number: 2013-3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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