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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향유하기의 역할을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연

구되어 온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세 측면(높아진 기대를 충족

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

석,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해석)을 통합하여 그 차별적 영향을 확

인하였다. 

  연구 1에서는 대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

석의 각 측면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우울 및 편집 성향

과는 어떠한 차별적인 연관성을 갖는지 탐색하였다. 그 결과, 긍정 평가

에 대한 부정적 해석 중 두 측면(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

는 해석,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이 사회불안을 유

의미하게 설명하였다. 한편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해석은 편집 성

향과 더 연관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우

울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는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해석

하는 측면이 사회불안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유하

기와 가라앉히기는 각각 사회불안과 부적,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긍정 정서조절의 매개

효과를 알아본 결과,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 경향이 관찰되었다.

  연구 2에서는 향유하기 처치가 사회불안 및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1주일 간의 연습을 수행한 

3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처치 전보다 후에 사회불안과 긍정 평가

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불안에서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향유하기의 

역할을 경험적으로 밝혔고, 향유하기에 초점을 둔 치료 가능성을 시사했

다는 점에서 임상적 함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의 의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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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불안,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 향유하기, 가라앉히

기

학번 : 2013-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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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반적으로 칭찬은 강화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칭찬

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칭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사회불안과 관련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했

다.

  사회불안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관찰되고 평가될 수 있는 한 가지 이

상의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거나 불안증상을 나타내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한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사회불안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6개월 이상) 직업적, 사회적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주고 현저한 주관적 불편감을 가져올 때 장애로 진단된다. 

  사회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거나 긴장되는 상황에서 

자율신경계 증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과도하게 염려한다

(Scholing & Emmelkamp, 1993). 그리고 걱정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목 받는 상황을 회피하고, 말을 적게 또는 빨리 하

거나, 시선을 피하거나, 떨리는 손에 힘을 주는 등의 안전행동을 하게 

된다(Clark & Wells, 1995; Heimberg, Brozovich, & Rapee, 2010; 

Rapee & Spence, 2004).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

고,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 계속 걱정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

게 보일지에 대해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고 관찰한다(Clark & Wells, 

1995; Rapee & Heimberg, 1997). 이러한 걱정과 염려는 정작 중요한 

발표나 대화의 수행에 사용해야 하는 인지적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인지능력이 제한되면, 염려하던 부정적 수

행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정적 수행결과는 사회불안을 영

속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회불안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신 또는 타인의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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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타인의 칭찬은 긍정적인 평

가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서이다. 사회불안 치료에서 효과적이

라 알려진 기제는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적 상황에 노출시킨 후 

긍정적인 피드백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부정적 해

석 편향을 줄이고, 사회적 상황의 회피를 통한 증상의 유지 및 악화를 

막는 것이다. 하지만 치료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

는데, 이는 긍정적 피드백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의미를 축소하는 해석

편향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Beck, Emery, & Greenberg, 1985; 

Wells et al., 1995, Wilson & Rapee,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사회불안과 관

련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사회

불안의 관계에서 향유하기와 가라앉히기와 같은 긍정정서 조절의 역할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불안과 이 변인들의 관계를 이해함으

로써 사회불안장애의 유지 기제를 정교화하고 치료에 대한 시사점을 제

공하고자 하였다.

사회불안의 인지모형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이 있지만, 그 중 인지모형이 가장 대

표적이다. 이상행동에 대한 인지적 입장은 인간은 외부현실 자체보다는 

외부현실에 대한 심리적 구성, 즉 주관적 현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에 기초한다(Beck, 1991; Pretzer & Beck, 2005). 인간은 주변 

자극에 대해서 정보처리를 통해 능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함으로

써 자신의 주관적 현실을 구성하게 된다(Pretzer & Beck, 2005). 주관

적 현실이 편향되었거나 역기능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외부현

실의 의미를 특정한 방향으로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Rap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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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mberg, 1997).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이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뿌

리깊은 믿음(부적절한 자기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

게 여기며, 호감과 인정을 받기위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동

시에 다른 사람들은 비판적이므로 자신이 사소한 실수라도 하면 자신을 

싫어하고 멀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사회적 평가에 대한 조

건적 신념)(Clark & Wells, 1995; Rapee & Heimberg, 1997). 사회

적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개인 내부의 믿음(부적절한 자기상, 사회적 수

행에 대한 과도한 기준, 사회적 평가에 대한 조건적 신념)에 따라 정보

처리가 일어나게 되고, 이는 자신의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해석을 

가져오며,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인지적 설명의 핵심이다

(Clark & Wells, 1995; Heimberg et al., 2010). 

  사회불안과 관련한 핵심적인 인지적 특성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

려움’이다(Mark, 1969; Nichols, 1974).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에 관한 염려로 주로 측정된다(Leary, 

1983). 인지모형에 기반을 둔 정보처리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

들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주의 및 해석 편향이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

지에 기여한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Morrison & Heimberg, 2013; 

Rapee & Heimberg, 1997).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불안이 낮

은 사람들보다 부정적 평가를 더 많이 예상하는 경향이 있다(Hirsch & 

Clark, 2004; Wilson & Rapee, 2005). 또한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

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자극을 더 빨리 처리하는 편향된 주의를 가지

고 있는 반면(Bar-Haim, Lamy, Pergamin,  Bakermans 

-Kranenburg, & Van Ijzendoorn, 2007), 긍정 평가 정보에 대해서는 

주의를 덜 기울인다(Chen, Ehlers, Clark, & Mansell, 2002; Taylor, 

Bomyea, & Amir, 2010).

  정리하면, 정보처리적 관점(Heimberg et al, 2010; Morrison & 

Heimberg, 2013; Rapee & Heimberg, 1997)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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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과정을 거쳐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는데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 각 단계에 반영된다. 우선,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

진 청중을 지각하게 되면 정보처리 과정이 시작된다. 이어, 타인이 보는 

나의 모습에 대한 지각이 활성화된다. 여기서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 부정적 경험이나 왜곡을 통해서 부정적 자기상을 가지고 있고, 타

인이 높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것이라고 믿기도 한다. 그리고 이를 지

지하는 타인의 반응에 주의를 더 예민하게 기울인다. 이에 따라 청중이 

안 좋게 평가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고, 생리적, 인지적, 행동적 

불안 증상이 발생한다. 이 증상들은 다시 외부 단서와 타인이 보는 나의 

모습에 관한 내부 단서에 영향을 주며 사회불안을 유지시킨다.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사회불안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호감과 인정을 받기 위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동시에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을 재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Hirsch & 

Clark, 2004). 하지만, 사회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긍정 평가를 추

구한다는 일반적 통념과는 달리 긍정 평가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다(Wallace & Alden, 1997; Weeks, 

Heimberg & Rodebaugh, 2008).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란, 공

개적으로 호의적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러한 상황은 주목 

받고 타인과 비교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일으킨다(Weeks, Heimberg & 

Rodebaugh, 2008).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통제하고도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유

의미하게 예측하였다(Fergus et al., 2009; Weeks, Heimberg & 

Rodebaugh, 2008). 또한,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불안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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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회불안장애를 변별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Fergus et al., 2009). 

  인지모형의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부정적 인지

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관련된 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강조된다.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도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매개효과를 밝힌 바 있다(전영주, 2011; Weeks & Howell, 

2012).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존재 가능성을 밝힌 대표적인 

선행연구(Wallace & Alden, 1995)에서는, 사회불안 집단과 통제집단

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 피드백, 그리고 피드백 없음의 세 조건으로 나누

어 대화를 나눈 후 자신의 능력수준(사회적 효능감)과 미래의 상호작용

에서 상대방과 연구자가 가질 기준(standard)에 대해 평정해보도록 하

였다. 사회불안 집단에서는 자신의 능력수준 평정에서는 조건 간 차이가 

없었으나, 다음에 상대방이 가질 기준에 대해서는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

한 조건에서 다른 조건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평정하였다. 이는 통

제집단에서 긍정적 피드백 조건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부정적 피드백 조

건에서는 타인의 기준을 유의미하게 높게 평정한 결과와는 대비된다. 이

와 일관되게, 긍정적 상호작용 전후로 참여자가 생각하는 타인 기준을 

비교하였을 때, 통제집단은 전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회불안 집단에서는 긍정적 상호작용 후 오히려 타인이 미래에 더 높은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Wallace & Alden, 1997). 반면 

부정적 상호작용 후에는 예측한 상대방의 기준이 상승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긍정 평가를 받은 

후에 타인의 기대는 높아지지만 자신의 능력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상대

방을 실망시킬 것이라는 해석이 존재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Wallace와 Alden(1995, 1997)은 이것이 사회불안의 핵심적 측면인 타

인은 비판적이며, 기준이 높고 경직되어 있고, 자신은 부족하다는 지각

과 맞닿아있기에 중요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Alden, Taylor, Mellings와 Laposa(2008)는 연구에서 얻은 

질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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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편향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 앞에서 언급된, 높아진 상대방의 기

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미래에 결국은 타인을 실망시키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은 긍정적 사건에 대한 해석 척도(Interpretation 

of Positive Events Scale; IPES)로 측정된다. 두 번째는 긍정 평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하는 액면가(Face Value) 요인이

다. 그 중에서 액면가 요인과 관련하여, 타인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

라는 해석과 타인이 부정적 평가를 숨긴 채 겉으로만 긍정적 평가를 한 

것이라는 해석의 두 가지 방향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두 방향과 관련

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Weeks(2010)는 사회불안 환자에게 자주 발견되는 긍정성을 최소화

하고 부정성을 극대화하는 인지적 왜곡 또는 자동적 사고에 주목하였다. 

기존 연구를 보면, 긍정적인 사회적 경험과 결과를 자신의 능력이나 노

력보다는 외부 요인 덕으로 돌리는 왜곡된 생각들이 사회불안장애에서 

자주 나타나고, 이것이 효과적인 치료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 시사되었다

(Heimberg & Becker, 2002). 이에 따라 Weeks, Heimberg, 

Rodebuagh와 Norton(2008)은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이 긍정적 사회

적 피드백을 받은 후에 불편함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이 피드

백이 부정확하다는 지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발전

시켜 긍정 평가의 긍정성을 최소화하고 부정성을 극대화하는 인지적 편

향을 측정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에 대한 가치절하 척도

(Disqualification of Positive Outcomes Scale; DPSOS)’를 개발하

였다. 상대방이 호의적이고 사교적이기 때문에, 내 능력보다 더 좋은 평

가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하여 결국 긍정 평가를 가치절하하는 경향을 반

영한다. 이 인지적 편향은 사회불안을 이해하는데 유의미하고 새로운 변

인으로 보고되었다(Weeks, 2010; Weeks & Howell, 2012). 

Weeks(2010)는 이 자동적 사고 경향성이 사후반추과정에서 주요한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고, 또한 치료 효과와 재발 가능성에 연관

될 가능성을 논하였다. DPSOS는 긍정적인 사회적 경험을 자신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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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능력이 아니라 타인의 특성과 경험에 귀인하는 ‘타인 지향 귀인

(other-oriented attribution)’요인, 성공을 일축하거나 칭찬을 잘 받

아들이지 못하는 ‘자기 지향 귀인(self-oriented attribution)’요인으

로 문항이 구성된다. 

  Alden 등(2008)이 제안한 피드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액면가 요인을 정교화하기 위해 Vassilopoulos와 Banerjee(2010)는  

긍정 평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문항으로 구성한 ‘긍정적 사건에 대한 

평가절하 척도(Discounting of Positive Event Scale; DPES)’를 개

발하였다. 긍정적 사건에 대한 평가절하는 상대방이 친절하고 좋게 이야

기하는 것은 가식적인 태도거나 이면에 부정적 평가를 숨기고 있다고 해

석하는 경향성이다.  

  위에서 소개한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세 측면과 관련해, 

IPES, DPES 점수 모두 우울과 상태불안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하게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예측하였다(Vassilopoulos & Banerjee, 

2010). 또한 IPES 점수는 공황장애나 범불안장애보다 사회불안에서 유

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Laposa, Cassin, & Rector, 2010). 따라서 사

회불안을 이해하는 데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은 중요한 변인으로 

보이는데, 세 측면이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라는 공통점을 가

지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서로 다른 내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세 측면의 

차별적 특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 측면을 모두 

고려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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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정서 조절과 사회불안

1. 사회불안장애와 낮은 긍정정서 

  다른 불안장애와는 달리 사회불안장애는 우울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나

서도 낮은 긍정정서가 사회불안 증상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

이 밝혀졌다(Brown, Chorpita, & Barlow, 1998; Kashdan, 2007; 

Morrison & Heimberg, 2013). 앞에서 제시된 긍정적 사건에 대한 부

정적 해석은 사회불안장애에 낮은 긍정정서가 동반된다는 최근 연구들과

의 연결점을 찾기 위해 연구되었다(Alden et al., 2008; Vassilopoulos 

& Banerjee, 2010; Weeks, 2010). 그 중에서 Alden 등(2008)과 

Vassilopoulos와 Benerjee(2010)는 긍정적인 사회적 사건에 대한 해

석이 사회불안과 낮은 긍정정서를 매개하는 변인임을 밝혔다.

  사회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긍정정서가 부족할 뿐만 아

니라, 긍정적인 사회적 경험 직후에 지각하는 긍정정서도 낮다는 것이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바 있다. Alden과 Wallace(1997)의 연구에서 

낯선 이성과 5-7분 정도 대화하는 중 긍정적 피드백을 받는 조건에서 

사회불안장애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긍정정서를 보고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 평가 후에 낮은 긍정정서를 경험하는 과정을 이해

하기 위해 긍정정서 조절 변인을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함께 

고려하였다. 

2. 긍정정서 조절

  정서조절은 연구자들마다 그들의 강조점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이지영, 2008). 정서조절을 하는 목적은 크게 3가지를 생각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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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긍정정서의 증대와 부정정서의 감소,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균형적 조화, 사회적 맥락에 적절한 정서의 체험과 표현 등의 목적에 따

라 정서조절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Gross(1998)는 어떤 정서를, 언

제, 어떻게 경험하고 표현할 것인가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개인이 사용하

는 과정을 정서조절이라고 정의하였다. 최근까지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심리적 건강에 관여하는 요소로 부정정서 조절의 중요성이 강

조되어 왔다. 하지만 부정정서와 함께 긍정정서는 삶의 풍부함에 기여하

고 있으며, 긍정정서 조절은 부정적 증상의 완화를 넘어서 행복 증진에 

중요한 요소로 최근 강조되고 있다.

  긍정정서에 대한 반응 방식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긍정정서 조절의 첫 번째 방략은 긍정정서 상태를 유

지하고 긍정정서를 더 강하게 느끼려는 전략으로서, Bryant와 

Veroff(1984)가 제시한 향유하기(savoring)라는 개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방략은 가라앉히기(dampening)로 긍정정서를 경험할 때 그 정

서의 강도나 지속기간을 약화 및 축소시키려는 방식을 말한다(김빛나, 

권석만, 2014; Feldman, Joorman, & Johnson, 2008). 향유하기는 정

신건강에 이로운 반면, 가라앉히기는 정신건강에 해로운 변수로 여겨지

며, 이 두 요인은 자존감의 높고 낮음과 관련이 있다(Wood, Heimpel, 

& Michela, 2003). 

1) 향유하기

  향유하기란 긍정적인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음미하면서, 이러한 즐

거움을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Bryant & Veroff, 1984). 심

리적 안녕감에 대한 기존 논의는 결과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서 상태

가 중심이 되어왔다. 연구자들은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정서 상태로만 설명하는데 부족함을 느끼고, 대처(coping)에 상

응하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과정에 대한 개념으로 향유하기를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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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유하기는 시기에 따라 회상을 통한 향유(과거), 현재 향유, 기대를 

통한 향유(미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주의 초점에 따라서는 세계

초점적 향유와 자기초점적 향유로 나눌 수 있다. 

  향유하기는 긍정정서와 관련된 자극에 보다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떠

오르는 모든 자극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챙김과 구별된다(Bryant 

& Veroff, 2002: 조현석, 2008에서 재인용).  

  향유하기의 방식으로 연구자들은 타인과 공유하기(sharing with 

others), 기억에 새겨두기(memory building), 자축하기(self–
congratulation), 세밀하게 감각 느끼기(sensory-perceptual 

sharpening), 비교하기(comparing), 몰두하기(absorbing), 행동으로 표

현하기(behavioral expression), 일시성 인식(temporal awareness), 

감사할 점 찾기(counting blessings)의 9가지와, 향유하기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즐거움을 냉각시키는 생각하기(kill-joy thinking)를 제시하였

다(Bryant & Veroff, 2007/2010). 여기서 세밀하게 감각 느끼기는 특

정한 자극에만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것이

고, 비교하기는 자신의 과거나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이 현재 가진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행동으로 표현하기는 감정을 표정이나 몸

짓, 말로 나타내는 순수한 행동반응이고, 일시성 인식은 시간이 흘러가

고 있음을 인식하고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며, 감사할 점 찾기는 이 

특별한 축복의 원천을 밝히고 감사드리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Quoidbach, Berry, Hansenne와 Mikolajczak(2010)은 향유하기 방식

을 행동적 표현(behavioral display), 현존하기(be prsent), 타인과 소

통 및 축하하기(capitalizing), 긍정적 정신적 시간여행(postive mental 

time travel) 4가지로 구분하였고, 이중에 타인과 소통 및 축하하기는 

삶의 만족도, 나머지 3개는 긍정정서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Bryant(2003)의 연구에서 긍정적 순간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에 대

한 신념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 행복감, 자존감이 높고, 무망감, 죄

책감, 우울, 지각된 취약성이 낮았다. 향유하기는 긍정적 사건과 행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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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과 조절 효과를 나타냈다(Jose, Lim, & Bryant, 

2012). 매개역할은 긍정적 사건이 향유를 위한 노력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더 큰 행복감을 느끼게 만드는 과정을 시사한다. 또는 향유하기를 

함으로써 사건에서 경험한 긍정정서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은 조절 효

과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연구 2에서는 향유하기 중 회상을 통한 향유에 초점을 두

었다. 회상을 통한 향유는 다음의 기능이 시사된다(Bryant, Smart, & 

King, 2005). 먼저, 긍정적 회상은 개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의 

시간적 연속성 또는 고유성을 가지도록 하여 정체감을 유지하게 한다. 

노인들의 경우에는, 긍정적 기억은 자존감과 긍정정서를 고양시킬 수 있

는 자원이다. 또한 회상을 통한 향유는 부정적 경험에 대처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부정정서를 감소시켜주어 문제 해결을 돕는다. 더불어 긍

정적인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현재 문제에 대한 통찰과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준다. 긍정 경험 회상에 관한 자기보고식 연구에서, 여성이 더 

많은 시간을 회상하는 데 썼다(Bryant et al., 2005). 새로운 관점을 얻

기 위해서 긍정적 회상을 사용하는 경우는 여성이 더 많았고, 현실을 잊

기 위한 경우는 남성이 더 많았다. 단기 종단 연구를 통해 변화를 확인

한 대표적 연구에서는(Bryant et al., 2005), 회상을 통한 향유하기를 

1주일동안 하루 두 번 10분 씩 수행한 후 행복감이 유의미하게 증가함

이 밝혀졌다.

2) 가라앉히기

  가라앉히기는 긍정정서가 발생한 후 이를 감소, 제거시키기 위한 내적 

사고 및 정신적 방략으로 인지적 정서조절 방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김빛나, 권석만, 2014). 가라앉히기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전략으로(Wood et al., 2003), 자신들이 가진 세계의 예

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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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e, Spencer, & Lynch, 1993; Swann & Schroeder, 1995). 이

는 자기개념과 일치하는 사건만 받아들이는 자기확증적 편향과 연장선상

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가라앉히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부

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긍정정서를 느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긍정정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람들은 정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고 자신의 전형적인 정서를 더 

잘 받아들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Mayer & Stevens, 1994; Wood et 

al., 2003), 긍정정서를 자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긍정정서가 익

숙하지 않아 불편하므로 가라앉히기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가라앉히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현재까지 가

라앉히기 연구는 비교문화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며, 중도, 중용을 

미덕으로 하는 동아시아권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yamoto & Ma, 2011). Miyamoto와 Ma(2011)는 질적 연구를 통

해 가라앉히기를 하는 5가지 일반적인 이유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성공

하지 않은 사람을 배려하여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것 또는 거만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에 대한 

염려가 있다. 둘째,‘안 좋은 일 뒤엔 좋은 일이 뒤따르고, 너무 좋은 것

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중도가 바람직하다), 미래는 예측불가능하

다’등과 같은 변증법적 신념이 관련되어 있다. 이 두 가지는 동양 문화

권과 관련이 있다. 셋째, 자기의심 또는 자신감의 부족에 기반하는, 자기

를 내세우지 않는 경향성(self-effacing tendency)도 관련된다. 이러한 

경향성은 성공을 가치절하하며, 자신이 긍정적인 기분을 느낄만하지 못

하다는 생각에서 비롯한다. 넷째, 다시 성공하고자 하고,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흐트러지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을 포함하는 자기향상 동기

(self-improvement motivations)도 관련이 있다. 다섯째, 대인관계 전

략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나 조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첫 데이트에 들뜬 기분임에도 차분해(cool) 보이도록 노력하

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중에서 사회적 이미지에 대한 염려와 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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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우지 않는 경향성은 사회불안과 가라앉히기의 밀접한 연관성을 시사

한다. 

  가라앉히기 전략으로는 억제(suppression), 주의분산(distraction), 

결함 찾기(fault finding), 부정적 정신 시간 여행(negative mental 

time travel) 4가지 방략이 제시되었다(Quoidbach et al., 2010). 억제

는 수줍음, 겸손, 두려움 등으로 인해 긍정정서를 억누르거나 숨기는 것

을 말하고, 주의분산은 현재의 긍정 사건과 관련 없는 생각이나 활동을 

하는 것이다. 결함 찾기는 해당 상황의 부정적 요소나 더 잘할 수 있었

던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부정적 정신 시간여행은 긍정적 사건의 

원인을 외부에 돌리는 것(예:“시험이 정말 쉬워서 A를 받은 것이다”)

과 미래 결과의 부정적 기대(예: “운이 다할 것이다”) 등을 포함한다. 

  긍정정서에 대한 가라앉히기는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고(김효선, 2013), 삶의 만족도와는 -.3정도의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

냈다(Quoidbach et al., 2010).

3. 긍정정서 조절과 사회불안

  긍정정서 조절은 비교적 최근에 연구된 개념이며, 행복 또는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련성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기에, 불안장애와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사회불안장애에서‘불안’은 정서 중 하

나이지만, 인지모형의 효과적 설명력에 의해 인지적 요소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였고, 정서 및 정서조절에 초점을 둔 연구는 최근에야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Morrison & Heimberg, 2013). 

  긍정정서는 슬픔, 불안과 같은 정서에 따른 생리적 반응을 가라앉힘으

로써 해독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더불어 회피보다는 접근 행동을 하도

록 촉진한다(Fredrickson, 1998, 2001; Fredrickson, Mancuso, 

Branigan, & Tugade, 2000; Layous,  Chancellor, & Lyubomirsky, 

2014). 긍정정서가 사회적 활동과 관련이 있고,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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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높이며, 이는 외향성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Burger & Caldwell, 2000; Cunningham, 1988). 

  사회불안장애와 긍정정서 조절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에서 Eisner, 

Johnson과 Carver(2009)는 불안장애의 하위유형(범불안장애, 사회불

안장애,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강박장애)에 대해 우울증 개인력을 통제

하고도 긍정정서 조절 방식이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함을 밝혔다. 그 

중에서 가라앉히기는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주었고, 향유하기는 사회불안장애와 강박장애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이 있었다. 따라서 가라앉히기, 향유하기 모두가 유의미하게 

설명력을 가지는 불안장애는 사회불안장애로 나타났다. 우울증 병력과 

범불안장애 증상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가라앉히기, 향유하기는 여전히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졌다.

  사회불안장애에 긍정정서 조절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다른 불

안장애와 차별적인 변인임을 고려하였을 때, 긍정정서 조절은 사회불안

장애와 관련된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사회불안장애에서 

우울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낮은 긍정정서가 증상 심각도와 관련이 있다

는 선행연구(Brown, Chorpita, & Barlow, 1998; Kashdan, 2007; 

Morrison & Heimberg, 2013)의 결과도 낮은 긍정정서 및 긍정정서 

조절 방식과 사회불안 간 연관성을 시사한다.



- 15 -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인지적 처치와 행동실험(노출 경험)이 사회불안장애에 효과

적임에도 불구하고(조용래, 원호택, 표경식, 2000), 기존의 사회불안 치

료가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에 무엇을 더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서 시작하였다. 기존의 치료 방식에서는 부정적 사건에 대한 해석과 그 

기저 신념을 탐색하여 수정하고,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경험하는 

노출도 병행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경험하는 반증경

험을 함으로써 부정적 신념을 수정하게 된다. 하지만 긍정 평가를 받아

들이지 않는 경우 이러한 개선이 일어나기 어렵다. 즉, 기존에 치료가 

어려운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긍정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 인지 및 정서조절 과정을 정교하게 밝히는 것

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연구들은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

석이 사회불안의 유지 및 심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인임을 시

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에 따라 세 가지 측면으로 개념화한‘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사회불안과의 관계를 정교화하고, 사회불

안에 특정적인 변인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였다.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세 가지 측면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

다. 먼저, 긍정적 결과로 인해 타인의 기대가 높아질 것이지만 자신은 

변하기 어려우므로 미래에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현

재의 긍정적인 사건이 향후 부정적인 사건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해석으

로 이는 예기불안을 동반하게 된다. 이 해석은 Alden 등(2008)이 개발

한 IPES 척도로 측정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잘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음 번에 내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단점이 있다.”문항

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

는 해석’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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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상대방이 호의적이고 예의바르기 때문에, 실제의 나보다 

더 좋은 평가를 해주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결국 긍정 평가를 가치절하하

는 것이다. 이 해석은 Weeks(2010)가 개발한 DPSOS 척도로 측정되

고, “내가 모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아닐지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류할 수 있는 나의 능력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

나 재미있는 사람인지에 좌우된다.”문항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와 대조적으로, 상대방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방이 이면에 부정적 평가 또는 본심을 숨

기고 있다고 해석하는 경향성이다. 이 해석은 Vassilopoulos와 

Banerjee(2010)가 개발한 DPES 척도로 측정된다. “대부분의 사람들

은 공손한 겉모습 뒤로 자신을 숨기는 법을 배운다.”,“내게 너무 친절

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등의 문항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측면을‘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해석’으로 명명하였다.

  위와 같은 부정적 해석을 하는 경우, 긍정 평가가 주어지더라도 부정

적 정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이 세 가지 해석 편향을 동시

에 측정하여 사회불안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가 미비하므

로, 세 가지 인지적 해석 중 어떤 인지적 특성이 사회불안 증상의 심각

도와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이 긍정 평가를 추구하면서도 긍정 

평가를 받은 후에 긍정적 경험으로 이어지지 않는 역설적인 과정을 탐색

하는 연구이다. 선행 연구에서 사회불안 집단도 부정적 피드백 조건에 

비해 긍정적 피드백 조건에 속했을 때 자신이 상호작용을 더 성공적으로 

다루었다고 보고하였고(Wallace & Alden, 1995), 긍정정서를 더 많이 

나타냈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Wallace & Alden, 1997), 긍정 평가를 

받은 후에 긍정정서 경험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정서를 경험함에도 긍정 평가에 대해 부정적 해석을 하는 과정을 더 

정교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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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불안장애를 이해함에 있어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라는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정서 경험 자체도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하

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긍정정서에 관한 연구는 일부 이루어져왔지만, 

긍정 평가와 관련한 긍정정서를 탐색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연구들에서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관련된 척도를 개발하

고 이 변인이 사회불안과 낮은 긍정정서를 매개하는 변인임을 밝혔지만

(Alden et al., 2008; Vassilopoulos & Banerjee, 2010), 어떤 기제

로 사회불안장애에서의 낮은 긍정정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긍정 평가 후에 낮은 긍정정서를 경험

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좀 더 직접적으로 긍정정서와 관련되어 있는 

긍정정서 조절 변인을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함께 고려하였

다. 사회불안 또는 사회불안장애를 정서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시도

는 비교적 최근에야 주목받고 있다(오은혜, 노상선, 조용래, 2009; 

Morrison & Heimberg, 2013). 또한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같은 정서

장애를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 정서조절곤란의 중요성이 최근 강조

되고 있다(Barlow, Allen, & Choate, 2004; Barlow et al, 2010).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이 긍정 평가를 받은 후 나타낼 수 있는 심리

적 과정을 가설적으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긍정 평가가 주어지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쁨, 자부심 

등의 긍정정서를 느끼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경험이다. 하지만 자

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회불안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와 병렬적인 

과정으로,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한 해석의 결

과로 불안과 같은 부정정서를 함께 경험하게 된다. 또한 긍정정서를 경

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함으로써 긍정정서를 향유하지 못한다. 

이러한 과정을 따르게 되면, 긍정 경험은 긍정정서 조절에 의해 축소되

고, 부정 경험은 부각되는 경험왜곡이 일어나며 이는 사회불안 증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반면, 긍정정서 조절 방략 중 향유하기를 사용하여 긍정 평가 후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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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는 긍정정서에 좀 더 머무를 수 있는 경우,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을 동시에 편향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경험이 왜곡되지 않으므로 부적응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사회불안을 

유지,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긍정정서 조절 과정이 매개할 것으로 보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 세 측면의 차별적인 영

향을 탐색하고,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에서 긍정정서 조절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1에서 부정적 해석과 긍정정서 조절, 사회불안 간의 연관성이 밝혀진 것

을 바탕으로, 연구 2에서는 향유하기 연습을 중심으로 한 실험적 처치 

효과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회적 상황에서 긍정 평가를 받았을 때를 회

상하며 향유하기를 하도록 연습한 후, 사회불안 증상이 줄어드는지 확인

하였다. 또한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긍정개입을 통해 부정적 인지를 감

소시킬 수 있다는 맥락에서(Layous, Chancellor, & Lyubomirsky, 

2014), 향유하기 연습이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에도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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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긍정정서 조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구 1의 목적은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이 긍정 평가를 해석하는 방

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합하여,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사회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정교화하는 것이다. 또한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

적 해석이 사회불안집단에서 나타나는 낮은 긍정정서와 연관성이 있고

(Alden et al., 2008; Vassilopoulos & Banerjee, 2010), 정서조절곤

란이 사회불안에 중요한 변인임이 시사됨에 따라(오은혜 외, 2009), 연

구의 초점을 긍정정서 조절로 확장하였다. 

  우선,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세 가지 측면을 정확하게 이해

하기 위해 각 인지가 갖는 공통적 또는 차별적인 특성을 탐색하였다. 먼

저 공통적으로 이 세 요인이 사회불안의 특정적인 인지라는 선행연구 결

과(Laposa et al., 2010; Vassilopoulos & Banerjee, 2010; Weeks, 

2010)가 국내 연구에서도 반복되는지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차별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고려하였

다. 우선,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DPSOS로 측정)

은 긍정적 결과를 외부의 특성으로 귀인하는 우울유발적 귀인

(depressogenic attribution; 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과 유사한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은 다른 두 측면보다 우울과의 관련성이 더 클 것으로 예

측할 수 있다. 이어,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해석(DPES로 측정)은 

상대의 긍정 평가 이면에 부정적 평가를 숨기고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핵심이므로, 편집 성향과도 관련 있는 변인임이 시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회불안에 대한 영향력이 밝혀진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해석이 사회불안보다 편집 성향에 더 큰 영향력을 가

지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이 측면은 타인표상이 다른 두 측면보다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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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자기표

상 및 타인표상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탐색하였다. 높아진 기대를 충족

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IPES로 측정)은 사전 연구와 동일하게 우울

보다 사회불안과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과

정에서 긍정정서 조절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긍정정서 조절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긍정 평가를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긍정정

서에 대해, 긍정정서를 향유하는 경우 사회불안이 심화되지는 않지만, 

가라앉히기를 하는 경우는 편향된 경험으로 인해 사회불안이 심화될 가

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향유하기 또는 가라앉히기 긍정정서 조절이 긍

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사회불안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

는지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 2.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세 측면은 사회불안, 우울, 편

집 성향과 차별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예언 2-1. IPES, DPSOS, DPES 점수는 우울보다 사회불안과 상관이 

클 것이다.

 예언 2-2. DPES 점수는 사회불안 및 우울보다 편집 성향과의 상관이 

높을 것이다. 

 예언 2-3. DPSOS점수는 IPES 점수와 DPES 점수보다 우울과의 상

관이 클 것이다.

가설 3.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사회불안 심각도에 미치는 영

향을 향유하기 및 가라앉히기가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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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IRB No. 

1407/001-003). 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한 후, 대학생 195명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9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그 중 남자는 102명, 여자는 88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만 

21.42세(SD = 2.41)였다.

측정도구

Liebowitz 사회불안 척도(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LSAS).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Liebowitz(1987)가 개발한 척도로, 본 연구

에서는 박선영(2003)이 번안한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수행상황에 대한 불안(두려움) 정도와 회피 빈도를 측정한

다.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 13문항과 수행상황 9문항에 대해 0점(전혀 

불안하지 않음, 또는 전혀 회피하지 않음)에서 3점(매우 불안함, 또는 

항상 회피함)의 4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1∼.95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 전

체 문항의 내적 일관성은 .92로 나타났다.

긍정적 사건에 대한 해석 척도 (Interpretation of Positive Events 

Scale: IPES). Alden 등(2008)이 개발한 척도로 전영주(2011)가 번안

한 것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가진 사람들과의 면담을 

통해 질적으로 도출한 문항으로 척도가 구성되었다.  IPES는 긍정적 사

회적 사건 이후 타인의 기대가 높아질 것이지만 자신은 미래에 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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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타인을 실망시키게 될 것이라는 예상

과 걱정을 주로 측정한다.“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기색을 보이면, 

앞으로 그 사람들을 실망시킬 까봐 걱정이 된다.”,“많은 사람들 앞에

서 발표를 잘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음 번에 내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한

다는 단점이 있다.”등의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전영주

(2011)에서 내적 일관성은 .86이었고, 4주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3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은 .87이었다.

긍정적 사건에 대한 평가절하 척도(Discounting of Positive Events 

Scale: DPES). Vassilopoulos와 Banerjee(2010)가 개발한 척도로 전

영주(2011)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DPES는 타인이 진짜 의도를 

숨긴다고 생각하면서 타인의 평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

도를 측정한다. “사람들은 좀처럼 나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누군가 내게 관심을 보일 때, 나는 그것이 표면적이고 잠시 

뿐인 관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나를 좋게 이야기 해주는 사람

은 그저 호감 받기를 원할 뿐이지, 그 말이 진짜 내가 좋다는 뜻은 아니

다.”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7점(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전영주

(2011)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은 .91, 4주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2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은 .90이었다.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에 대한 가치절하 척도(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 Scale: DPSOS). Weeks(2010)가 개발한 

척도로, 한상연(2015)이 번안 및 타당화하였다. 이 척도의 타인 귀인 

요인은 상대방이 호의적이고 예의바르기 때문에, 실제의 나보다 더 좋은 

평가를 해주는 것이라는 해석을 주로 측정한다.“나의 농담이 재미없어

도 웃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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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 그 이유는 나보

다는 상대방 때문일 것이다.”,“내가 모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아닐지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류할 수 있는 나의 능

력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인지에 좌우된다.”등의 

1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잘 모르는 사람과 있는 상황에서

의 반응을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0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9점(매우 

그렇다)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은 .89

로 나타났다.

한국판 긍정정서에 대한 반응 척도(Responses to Positive Affect 

Sacle – Korean Version: K-RPA). Feldman, Joorman과 

Johnson(2008)이 개발한 척도를 김빛나와 권석만(2014)이 번안 및 타

당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라앉히기를 측정하기 위해 K-RPA 중 가

라앉히기 요인 8문항을 사용하였다. 김빛나와 권석만(2014)에서 내적 

일관성은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8문항의 내적 일관성은 .85였다. 

향유신념 척도(Savoring Belief Index: SBI). Bryant(2003)가 개발한 

척도를 권석만, 임영진, 하승수, 임선영, 조현석(201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2개의 역채점 문항을 포함

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은 .94로 나타났다. 총점 계산방식은 정

문항 점수에서 역문항 응답 점수를 빼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최근 긍정 평가 경험에서 긍정정서 조절. 일반적인 긍정정서 조절 방략

을 측정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긍정 평가를 받았을 때도 긍정정서 

조절 방략을 실제로 활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의 사건을 회상하고, 

그 당시 사용한 긍정정서 조절을 측정하는 문항(가라앉히기 3문항, 향유

하기 3문항)을 가라앉히기와 향유신념 척도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1

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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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라앉히기의 내적 일관성은 .73, 향유하기의 내적 일관성은 .76

이었다.  

자기 및 타인 표상 척도-형용사 평정형(Self & Others 

Representation Inventory-Adjective Checklist: SORI). 박선영

(2003)이 권석만(2001)의 문장형 척도를 형용사 쌍으로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 및 타인에 대한 호의성, 사교성, 유능성, 완고성, 신체

적 긍정성 차원으로 25개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이 중에서 

본 연구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호의성, 사교성, 유능성의 차원에 해당하

는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자기표상으로 18문항, 타인표상은 15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차원으로 이루어진 자기표상의 내

적 일관성이 .83, 타인표상의 내적 일관성이 .89로 나타났다.

단축형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Brief -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BFNE).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것

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Watson과 Friend(1969)가 30문항으

로 개발하였던 것을 Leary(1983)가 전체 척도점수와 .50 이상의 상관

이 있는 문항 12개를 뽑아서 단축형으로 제작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BFNE 척도는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

이다. 이정윤과 최정훈(1997)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은 .90으로 나타

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은 .91이었다.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비임상 표본의 우울증상을 감별하기 위해 Radloff(1977)가 제

작하고 전겸구, 최상진, 양병찬(200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은 .92였다.

편집 척도(Paranoia Scale). Fenigstein과 Vanable(1992)이 제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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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 및 타당화한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들은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를 기초로 구성되었으며, 타인에 대한 의심, 피해의식을 중심으

로 하는 편집증적 경향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은 .9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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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연구 1에 참여한 190명의 자료에서 얻은 각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에 따른 차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사회불안과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 가라앉히기, 편집 성향, 우울, 자기표상 및 타인표상에서는 

성별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향유하기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났다. 향유하기와 부정적 평가

에 대한 두려움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각각 t(188) = 2.19, 

p < .05; t(188) = 2.31, p < .05. 따라서 이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

려움과 향유하기는 성차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사회불안의 관계

  Pearson 상관분석 결과,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세 측면 

간의 상관계수는 IPES 점수와 DPSOS 점수가 r(190) = .737, p < .01; 

IPES 점수와 DPES 점수가 r(190) = .708, p < .01; DPES 점수와 

DPSOS 점수가 r(190) = .706, p < .01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과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세 측면은 유의

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불안과의 상관은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

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IPES 점수)이 r(190) = .469, p < .01, 상대방

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DPSOS 점수)이 r(190) = .508, 

p < .01;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해석(DPES 점수)이 

r(190) = .423, p < .0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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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남(n=102) 여(n=88)
t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사회불안 48.56(18.91) 46.13(18.02) 51.38(19.63) 1.92

IPES 24.37 (9.13) 24.00 (8.82) 24.81 (9.52) 0.61

DPSOS 44.05(19.11) 46.18(19.25) 41.59(18.76) 1.66

DPES 30.81(10.88) 30.53(10.94) 31.14(10.86) 0.38

향유하기 27.74(20.94) 24.69(20.05) 31.28(21.51) 2.19*

가라앉히기 14.42 (4.73) 14.51 (4.70) 14.32 (4.80) 0.28

사건관련 향유하기 10.25 (2.61) 10.16 (2.67) 10.35 (2.56) 0.51

사건관련 가라앉히기  5.77 (2.41)  5.77 (2.20)  5.76 (2.64) 0.04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40.84 (8.84) 39.48 (8.45) 42.42 (9.07) 2.31*

편집 41.71(12.96) 40.51(12.67) 43.10(13.22) 1.37

우울 18.37(10.20) 15.23(10.00) 17.69(10.33) 1.67

자기표상 71.75(10.47) 71.17 (9.96) 72.42(11.05) 0.82

표 1. 연구 1에서 사용된 척도들의 기술통계량 및 성차 (N=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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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차별적 특성 검토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세 측면이 임상적 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차별적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Fisher의 Z 변환을 통한 상관계

수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DPSOS 점수는 IPES, DPES 점수에 비해 우울과 더 높은 상관

을 보였으나, 각각 r(190) = .509, p < .01(DPSOS와 우울); 

r(190) = .466, p < .01(IPES와 우울);  r(190) = .400, p < .01 

(DPES와 우울), 상관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각각 Z = 1.332, 

p = .09 (DPSOS와 DPES의 비교); Z = 0.546, p = .29(DPSOS와 

IPES의 비교). 

  예언과 일치하게, DPES 점수는 사회불안과의 상관 r(190) = .423, 

p < .01보다 편집 성향과의 상관 r(190) = .603, p < .01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Z = 2.384, p < .01. 타인표상과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 

간의 관계를 탐색한 결과, 타인표상과의 상관계수는 DPES가 

r(190) = -.521, p < .01로 가장 높았지만, 다른 두 측면과의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Z = 1.28, ns, Z = 0.89, ns. 

  자기표상과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세 측면은 모두 부적 상

관을 나타냈다, 각각 r(190) = -.418, p < .01(IPES와 자기표상); 

r(190) = -.568, p < .01(DPSOS와 자기표상),  r(190) = -.427, 

p < .01(DPES와 자기표상). 상관차 검증 결과, DPSOS 점수가 다른 점

수들보다 더 큰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Z = 1.82, 

p = .06(DPSOS와 DPES 비교); Z =1.93, p = .05(DPSOS와 IPES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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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1. 사회불안 -

2. IPES .469** -

3. DPSOS .508** .737** -

4. DPES .423** .708** .706** -

5. 향유하기 -.227** -.553** -.674** -.539** -

6. 가라앉히기 .340** .526** .553** .514** -.512** -

7. 자기표상 -.370** -.418** -.568** -.427** .582** -.386** -

8. 타인표상 -.286** -.444** -.470** -.521** .535** -.397** .593**

9.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446** .309** .336** .343** -.115 .280** -.273**

10. 편집 성향 .432** .541** .512** .603** -.521** .504** -.361**

11. 우울 .449** .466** .509** .400** -.490** .520** -.512**

주. IPES =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 DPSOS =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 

DPES =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해석.
*p < .05.  **p < .01.

표 2. 연구 1에서 사용된 척도들의 상관관계 (N=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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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세 측면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

였다. 표 3의 결과를 보면,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

(DPSOS로 측정)과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

(IPES로 측정)은 사회불안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상대방의 진정성

을 의심하는 해석(DPES로 측정)은 다른 두 측면에 추가적 설명량이 유

의미하지 않았다.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해석(DPES로 측정)이 3

단계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추가적 설명력을 갖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

여, 2단계에 DPES 점수를, 3단계에 IPES 점수를 투입한 결과, 2단계에

서도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해석(DPES로 측정)은 사회불안을 유

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부록 19).

  반면 편집 성향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해석(DPES

로 측정)과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IPES로 측

단계 예언변인 β t R2 F ∆R2 ∆F 

1
상수 　 8.85**

.258 65.42** .258* 65.42**

DPSOS .508 8.09**

2
상수 　 6.65**

.278 35.95** .020* 5.06*DPSOS .356 3.87**

IPES .207 2.25*

3

상수 　 5.86**

.279 24.01** .001 0.38
DPSOS .332 3.33**

IPES .182 1.82

DPES .059 0.62

주. IPES =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 DPSOS = 상

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 DPES =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해석.
*p < .05.  **p < .01.

표 3.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세 측면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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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편집 성향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DPSOS로 측정)은 추가적 설명량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DPSOS로 측정)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 DPSOS 점수 단독으로 사회불안을 예측하였을 때, 

전체 변량 중 25.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진 기대를 충족

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IPES로 측정)은 사회불안, 편집 성향 모두

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여, 이 해석이 사회불안에 특정적이지는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해석(DPES로 측정)은 사회

불안보다는 편집 성향과 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DPES 점수 단독으로 편집 성향을 예측하였을 때, 전체 변

량의 36.4%를 설명하였다.

단계 예언변인 β t R2 F ∆R2 ∆F

1
상수 　 8.65**

.364 107.37** .364* 107.37**

DPES .603 10.36**

2

상수 　 7.56**

.389 59.72** .026* 8.04**DPES .440 5.44**

IPES .229 2.84**

3

상수 　 7.56**

.392 40.05** .003 0.82
DPES .410 4.67**

IPES .190 2.07*

DPSOS .083 0.91

주. IPES =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 DPSOS = 상대

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 DPES =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

하는 해석.
*p < .05.  **p < .01.

표 4.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세 측면이 편집 성향에 미치는 영향: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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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사회불안에 대한 고유효과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고유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불

안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

계학적 변인인 연령, 성별과, 사회불안과 공병률이 높은 우울 수준을 통

제하였다. 또한,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이미 잘 알려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1단계에 투입하여,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새로운 변인인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고유한 설명량을 

갖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연령과 성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을 제외하고도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추가적인 고유한 설

명력은 9.2%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 중에서는 

DPSOS 점수만이 유의미하게 추가적 설명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 예언변인 β t R2 F ∆R2 ∆F 

1

상수 　 1.13

.296 19.41** .296** 19.41**

연령 -.040 -0.63

성별 .045 0.71

BFNE .313 4.65**

우울 .334 4.93**

2

상수 　 0.51

.388 16.47** .092**  9.14** 

연령 -.045 -0.76
성별 .107 1.74

BFNE .238 3.64**

우울 .160 2.22*

IPES .112 1.18

DPES -.006 -0.06

DPSOS .285 2.83**

주. BFNE = 단축형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IPES =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 DPSOS =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

이라는 해석, DPES =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해석.
*p < .05.  **p < .01.

표 5.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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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정서 조절과 사회불안,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관계

  표 2를 보면, 사회불안과 향유하기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r(190) = .-227, p < .01, 사회불안과 가라앉히기는 유의미한 정적 상

관을 나타냈다, r(190) = .340, p < .01.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

과 긍정정서 조절 간에는 중간 크기의 상관이 나타났다. 향유하기는 

IPES와 r(190) = -.553, p < .01, DPSOS와 r(190) = -.674, 

p < .01, DPES와 r(190) = -.539, p < .01으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가라앉히기는 IPES와 r(190) = .526, p < .01, DPSOS와 

r(190) = .553, p < .01, DPES와 r(190) = .514, p < .01으로 정적 상

관을 보였다.

  일반적인 긍정정서 조절을 측정한 점수와 최근 긍정 평가를 받았을 때 

사용한 긍정정서 조절 점수와의 상관계수는 향유하기가 r(190) = .488, 

p<.01, 가라앉히기가 r(190) = .411, p<.01로 나타났다. 따라서, 긍정

정서 일반에 대한 정서조절과 긍정 평가 상황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긍정

정서 조절이 상당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긍정정서 조절의 

매개효과 검증

  간접효과(indirect effect)를 검증하는 Sobel Test를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인, 매개변인, 그리고 종속변인은 표준화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Sobel Test에는 두 차례의 회귀분석 결과가 요구된다. 먼

저, 독립변인으로 매개변인을 예측하는 회귀분석 후 비표준화 회귀계수

와 표준오차 값을 구한다. 다음으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

속변인을 예측할 때 매개변수의 비표준화 회귀계수와 표준오차 값을 구

한다. 이렇게 구한 값을 투입하여 Sobel Test로 간접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앞의 분석 결과에서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긍정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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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정적 해석의 두 측면(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

석,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을 하나씩 독립변인

으로 사용하여 긍정정서 조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과 사회불안

의 관계에서 가라앉히기의 부분매개효과가 경향성이 나타났다, 

Z = 1.67, SE = .04, p = .09.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

는 해석이 가라앉히기를 예측할 때 회귀계수는 B = .527, SE = .062, 

β = .526, 이고, 이 해석과 가라앉히기가 사회불안을 동시에 예측할 때 

가라앉히기의 사회불안에 대한 회귀계수는 B = .128, SE = .075,    

β = .129이다. 간접경로의 표준화된 계수의 곱을 제하여 계산된 직접

경로의 표준화된 계수는 β = .401로 직접효과가 나타났기에 부분매개

로 볼 수 있다. 가설과 달리,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향유하기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

서 향유하기 또는 가라앉히기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 35 -

논    의

  연구 1에서는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 긍정정서 조절 방략, 사

회불안의 관련성을 검증하고,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 세 측면을 

구분하여 그 차별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향유하기, 가라앉히기 정서조절 방략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정

교화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세 가지 측면을 포괄하여 사회불안

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

(DPSOS로 측정)과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

(IPES로 측정)은 사회불안 심각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이었다. 

하지만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우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통

제한 후 고유효과를 확인하였을 때,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

는 해석(DPSOS로 측정)만이 사회불안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이는 

DPSOS의 내용이 ‘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핵심

신념을 좀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DPSOS로 측정)과 자기표상 간의 상관관계가 다

른 두 해석 변인의 상관보다 더 큰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도 이를 

지지한다. 따라서 DPSOS로 측정한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

는 해석이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의 더 심층적인 인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 결과(Vasilopoulos & Banerjee, 2010)와 달리 

세 가지 측면 중 긍정 평가에 담긴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해석

(DPES로 측정)은 사회불안에는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고 편집 

성향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 측면은 상대방의 

발언 속에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점에서 편집 성

향의 특성과 유사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선행 연구에서는 편집 성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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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인지 변인으로 잘못 결론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과 달리,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은 우울보다 사회불안과 

유의미하게 더 높은 상관을 갖지는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는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우울 또는 사회불안과 갖는 상관을 직접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상관계수가 다소 차이가 났다(Vassilopoulos & Banerjee, 

2010; Weeks, 201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거의 비슷한 정도의 상관

계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로 우선 사용한 척도의 차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II)를 사용했으나, 본 연구는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

된 CES-D척도를 썼다는 점과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을 사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LSAS를 사용한 것이 차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척도보다

는 사회불안과 우울 증상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더 

적절해 보인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우울과 불안의 높은 공병률을 반복적

으로 확인해왔다(Barlow, DiNardo, Vermilyea, Vermilyea, & 

Blanchard, 1986; Brown, Campbell, Lehman, Grisham, & Mancill, 

2001). 비록 차별적인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회귀분석에서 우울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이 사회불

안을 유의미하게 설명한 점으로 미루어 이 해석 편향이 우울과 구별되는 

사회불안에 특징적인 해석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다음으로, 긍정정서 조절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향유하기 

또는 가라앉히기의 긍정정서 조절이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상관을 가진다

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긍정정서 조절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

과를 충분히 얻지는 못하였다.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못한 주요한 이유에

는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정도가 긍정정

서 조절이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정도보다 우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사회불안에 대한 향유하기 또는 가라앉히기의 영향력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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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게 나타나기 어려웠을 수 있다. 그럼에도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는, 비록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적지만 긍정정

서 조절을 사회불안 관련 변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한, 향유하기와 가라앉히기는 일반적인 긍정정서를 다루는 방식으로 측

정되었기 때문에, 긍정 평가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서조절 과정을 반영하

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연구 결과, 일부 변인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향유 능력에 대한 신념이 

여성이 더 높은 결과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Bryant, 2003; 

Bryant et al., 2005),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서 강도가 높고(Diener, 

Sandvik, & Larsen, 1985) 정서 표현을 더 많이 한다는 선행 연구와

도 맥락을 같이 한다(Wood, Rhodes, & Whelan, 1989). 부정적 평가

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성차는 

이소연(2014)에서도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을 내용에 따라 구분하고 구

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회불안에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지 통합적

으로 확인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방이 호

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DPSOS로 측정)이 사회불안의 심각도를 

예측하는 데 가장 유용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 평가에 대한 부

정적 해석과 긍정정서 조절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향유하기와 

가라앉히기가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Eisner et al., 2009)를 반복 확인하였다. 

  하지만 연구 1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실제 임상

적 사회불안을 겪는 사람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한계도 존

재한다. 또한 IPES, DPES는 국내에서 타당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도구로서 타당도와 유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설문 연구이기 때문에 긍정 평가를 받은 직후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설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임상적 활용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연

구 2에서는 향유하기 연습이 사회불안과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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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1에서 긍정정서를 향유하지 

못하고 축소하는 것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가설 상의 매개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긍정정서 조절이 사회불

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연

구 1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연구 2에서는 일반적인 긍정정서 조절 방식

이 아닌, 실생활에서 직접 경험한 긍정 평가 후에 긍정정서 조절을 변화

시키는 것이 사회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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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 향유하기 연습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구 1에서는 긍정정서 조절이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향유하기 또는 가라앉히기의 매개효과는 부분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설문 연구를 통해 긍정 평가를 받은 후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실험적으로 긍정 평가 후에 

경험하는 긍정정서에 대해 향유하기를 증진시키는 것의 효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향유하기는 가라앉히기와 대비되는 긍정정서 조절 방식이

므로, 연구 2에서는 향유하기에 초점을 두고 향유하기의 증진이 사회불

안과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탐색하

였다. 

  인지 변인과 정서조절 변인 모두 사회불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나, 

인지 변인에 비해 정서조절 변인은 그 영향력이나 치료적 함의에 대해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인지행동치료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편이지만, 치료가 정체되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경

우는 행동실험을 통해 긍정 평가를 받더라도 부정적 해석을 하고 긍정정

서를 억제하기 때문일 수 있다. 부정적 해석을 수정하는 인지적 기법들

은 이미 많이 연구되어 왔지만, 향유하기와 같은 긍정정서 조절이 불안

증상을 완화시키는지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실험적 처치를 통해 

향유하기가 심리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도 아직 부족한 실

정이다. 현재를 향유하기 처치는 부정정서와 우울증상을 완화하고, 긍정

정서와 삶의 만족도를 증진한다는 연구가 있다(Hurley & Kwon, 

2012, 2013). 회상을 통한 향유하기는 행복감, 주관적 안녕감을 증진하

는 효과에 대해서 실험적 연구가 이루어졌다(Bryant et al., 2005). 하

지만 불안 증상 등의 완화 효과를 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연구 1에서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향유하기 및 가라앉히기

의 상관 크기가 중간 크기로 나타난 결과는 긍정 평가를 부정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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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는 것과 긍정정서 조절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두 변

인이 공통된 기저 신념을 반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은 긍정 평가라는 선행 사건에 대한 자동적 사고이고, 이는 

핵심신념의 영향을 받는다. 정서 조절은 긍정정서의 심리적 자극을 다루

는 방식으로 인지적 과정이 수반되며, 선행연구에서 자존감과 관련있다

고 보고되었다(Wood et al., 2003). 따라서 자기개념이 두 변인 모두에 

기반이 되며, 아마도‘난 긍정 경험에는 걸맞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인지가 공통적인 기저 신념일 것이다. 따라서, 만약 향유하기 증진이 위

와 같은 신념을 개선시킨다면,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 또한 감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연구 2에서는 사회적 상황에서 긍정 평가를 받았던 상황을 회상하고, 

긍정정서 경험을 다시 음미하는 것이 사회적 상황을 부정적으로 반추하

고 미래의 사회적 상황을 걱정, 회피 하는 등의 사회불안 증상을 개선할 

수 있을지 확인하였다. 최근의 연구 결과는 긍정정서, 건강한 기능 향상

에 초점을 맞춘 기법을 기존의 인지행동치료에 통합하여 활용할 때 치료 

효과를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Alden & Trew, 2013). 

  이에 따라 연구 2에서는, 향유하기를 증진하는 개입이 인지행동치료 

접근을 보완할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를 향유

하는 것의 순수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통제조건에서는 같은 종류의 

사건을 단순 회상하나 정서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 후 향유하기 조건이 통제 조건보다 사회불안,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

적 해석, 주관적 안녕감, 자존감 등에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지 실험

적으로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향유하기 처치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하여 사회불안 수준이 더 

크게 감소할 것이다.

가설 2. 향유하기 처치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하여 긍정 평가에 대한 부

정적 해석 수준이 더 크게 감소할 것이다.

가설 3. 향유하기 변화량은 사회불안 또는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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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수준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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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 연구 1

참여자 중에서 사회불안 점수 상위 50%이면서 가라앉히기 점수 상위 

50%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선발하였다. 긍정정서 조절에서 단순히 향유

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가라앉히기 전략을 사용하

는 사람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연구 1 참여 시 후속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들과, 스크리닝 테스트에서 같은 점수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

람들로 참여 신청을 받았다. 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한 후, 대

학생 3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중도탈락자 3명, 향유하기 조건에서 향

유하기 점수가 하락한 2명을 제외한 3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중 남자는 13명, 여자는 17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만 23.50세(SD 

= 2.90)이었다.

측정도구

Liebowitz 사회불안 척도(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LSAS). 

연구 1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긍정적 사건에 대한 해석 척도 (Interpretation of Positive Events 

Scale: IPES). 연구 1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긍정적 사건에 대한 평가절하 척도(Discounting of Positive Events 

Scale: DPES). 연구 1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긍정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가치절하 척도(Disqualification of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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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Outcome Scale: DPSOS). 연구 1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긍정정서에 대한 반응 척도(Responses to Positive Affect 

Scale – Korean Version: K-RPA). 연구 1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향유신념 척도(Savoring Belief Index: SBI). 연구 1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Rosenberg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 

Rosenberg(1965)가 제작한 척도로 전반적인 자존감 수준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평정한다. 한국판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89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전 및 사후 검사의 내적 

일관성은 각각 .81, .87이었다.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Diener, 

Emmons, Larson과 Griffin(1985)이 개발하고 조명한과 차경호(1998)

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인지적 안녕감을 측

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척도로서, 총 5문항으로 7점 척도 상에 평

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은 .89, .88로 나타났다.

정서적 안녕감 척도(Index of General Affect: IGA). Campbell, 

Converse와 Rodgers(1976)가 개발한 주관적 안녕감 척도(Index of 

Well-Being) 중 정서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하위척도이다.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된 두 정서의 양 축으로 문항이 구성된다. 7점 척

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김수안(200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했으며 

내적 일관성이 .87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은 .77, 

.6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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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형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Boston Form). 비임상 표본의 우울증상을 감별하기 위해 

Radloff(1977)가 제작한 척도를 Kohout, Berkman, Evans와 

Cornoni-Huntley(1993)가 10문항으로 단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

겸구, 최상진, 양병찬(2001)이 번안한 척도에서 단축형 해당 문항을 사

용하였다. 0점(극히 드물게, 1일 이하)부터 3점(거의 대부분, 5~7일) 

사이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은 .84, .87로 

나타났다.

절차

  참여희망자에게 연구자가 이메일과 문자로 실험 참여 예약을 안내하였

다. 해당 시간에 참여를 신청한 1~4명이 실험실로 방문하였고, 벽을 보

도록 배치된 좌석에 앉아 연구 설명서 및 동의서를 읽고 서명한 후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연구자는 실험 장소 밖에서 대기하였다. 15분 후 

마주보도록 배치된 자리로 옮겨 연구를 간단히 소개한 후 질문을 받았

다. 참여자들이 준비가 되면, 실험자가 읽어주는 지시문에 따라 5~7분

정도 연습을 진행하였다. 향유하기 집단의 경우 지시문을 다 읽고 난 후 

1분 동안 감정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두었다. 그러고 나서 회상했던 

사건과 감정에 대해서 서술하는 글쓰기를 진행하였다. 통제 집단의 경우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글쓰기를 진행하였다. 그 후 생생하게 떠올

랐는지 확인 후 지시를 따르는 과정에서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각자 회상한 사건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였다. 긍정

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받았던 사회적 사건을 잘 선택하였는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험자가 피드백을 주었다. 그 다음 향유하기 집단의 

경우 감정을 중심으로 구체화하는 질문과 반영을 하였다. 통제집단은 사

건을 요약하여 반영을 하였다. 각 집단의 조건을 다시 강조하여 전달한 

후, 숙달을 위해 한 번 더 같은 지시문을 듣고 연습을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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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연습과 비교했을 때 어땠는지 논의 후 질문을 받고, 앞으로의 절차를 

안내하고 마쳤다.

  방문 다음날부터 매일 10분가량 연습 후 온라인 기록을 하도록 안내

한 후, 6일 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연습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참여 

독려를 위해 연습 기간 동안 1일 1회 문자를 발송하였다. 마지막 날에 

연습 후 사후 질문지를 작성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다.

  향유하기 지시문은 Bryant 등(2005), Harrison, Smith와 Bryant 

(2013)가 제시한 지시문을 참고하여 제작하였다(부록 16).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편안한 장소에 자리 잡습니다. 일상의 걱정들은 잠시 뒤로 미뤄두십

시오. 그리고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쉬며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몸에 긴장된 부분이 있다면 살짝 움직여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우리는 회상을 통한 향유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향유하기란, 기쁘거

나 만족스러웠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음미하면서, 당시의 긍정적인 

감정을 충분히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받은 경험 중에 가장 먼저 떠오

르는 것 또는 생생하게 기억에 남은 것을 고르세요. 이제 눈을 감고 그 

기억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중략)…

충분히 그 기억에 젖어들었다면 향유하기의 시간여행이 즐겁고, 흥미

롭거나 가치 있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

어, 그 상황의 좋은 점을 인식하는 동안의 당신 주변의 광경, 소리, 냄

새를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신 마음속에 지나가는 생각들이나 

당신이 느낀 감정들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글을 써보겠습

니다. 당신이 경험한 느낌을 구체적인 긍정적 감정(예: 행복, 즐거움, 

만족, 평화 외)으로 묘사해보십시오.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은 그 경험을 더 풍요로운 기억으로 새기도록 도와줄 것입니

다. 어떤 감정들이었는지 확실해졌다면 잠시 그 때 그 감정들에 집중해

봅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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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조건의 지시문은 위와 유사한 구조와 분량으로 연구자가 구성하였

다(부록 17). 

“ … 충분히 그 기억으로 돌아갔다면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해주는 

구체적인 것들을 찾아보세요. 기억 속의 장소와 시간, 그곳에 물건들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는지,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떤 옷차림이나 자세를 

하고 있었는지, 그 때 오갔던 대화는 어떤 말들이었는지 사실적인 정보

를 떠올려보세요. 당시의 내 안에서 떠올랐던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들

은 배제하고 실제로 일어났던 객관적인 정보들에 집중해주세요. … (후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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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처치 조건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차이가 있는지 독립 t 검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성별과 연령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χ2(1, 

N=30) = 0.089, ns, t(28) = 0.499, ns. 향유집단 성별은 남성 6명, 

여성 10명, 통제집단은 남성 6명, 여성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령은 

향유하기 집단이 23.25세(SD =2.79), 통제 집단이 23.79세(SD 

=3.09)였다. 사전 측정치에서는 DPSOS 점수를 제외하고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향유하기 

(n=16)

통제(사건 기술)

(n=14) t

평균 (SD) 평균 (SD)

사회불안 63.75(15.56) 64.50(23.22) 0.10

DPSOS 49.56 (9.72) 63.00(16.02) 2.89**

IPES 31.31 (4.62) 35.36 (8.88) 1.60

DPES 36.63 (6.60) 40.71 (9.68) 1.36

향유하기 -7.56(15.19) -5.29(18.28) 0.37

가라앉히기 17.13 (3.74) 17.64 (6.02) 0.29

자존감 33.31 (6.37) 29.71 (7.92) 1.38

삶의 만족도 19.69 (4.36) 18.00 (6.47) 0.08

정서적 안녕감 36.13 (8.71) 31.79 (9.99) 1.27

우울  9.19 (4.23) 12.86 (6.20) 1.91

주. DPSOS =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 IPES =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 DPES =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

심하는 해석.
**p < .01.

표 6. 향유하기 집단 및 통제 집단의 사전 측정치 기술통계량 및 차이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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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변인 제Ⅲ유형 
제곱합 F 부분

η2
관측 

검정력

사전사후

사회불안 2109.001 36.413** 0.565 1.000

DPSOS 223.717 3.880 0.122 0.477

IPES 583.333 29.805** 0.516 1.000

DPES 373.333 17.695** 0.387 0.982

향유하기 7626.144 16.078** 0.365 0.972

가라앉히기 39.433 9.478** 0.253 0.844

자존감 57.881 8.834** 0.240 0.818

삶의 만족도 33.201 6.423* 0.187 0.687

정서적 안녕감 563.505 16.658** 0.373 0.976

우울 376.674 36.485** 0.566 1.000

사전사후
X 집단

사회불안 1.001 0.017 0.001 0.052

DPSOS 4.650 0.081 0.003 0.059

IPES 0.933 0.048 0.002 0.055

DPES 3.733 0.177 0.006 0.069

향유하기 95.344 0.201 0.007 0.072

가라앉히기 2.100 0.505 0.018 0.105

자존감 0.015 0.002 0.000 0.050

삶의 만족도 6.001 1.161 0.040 0.180

정서적 안녕감 6.171 0.182 0.006 0.070

우울 10.407 1.008 0.035 0.163

주. DPSOS =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 IPES =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 DPES =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

심하는 해석.
*p < .05.  **p < .01.

표 7 . 사전사후 변화량 및 집단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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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조건에 따른 사전-사후 변화 차이 검증

  반복측정 일반선형모형 분석(General Linear Model – Repeated 

Measure)으로 분석한 결과, 측정 시기의 주효과는 관찰되었지만, 측정 

시기와 처치 조건과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표 7). 처

치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사전-사후의 차이만이 나타난 이유는 통

제집단에서도 향유하기의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림 1). 따

라서 처치 조건에 따른 심리적 변화의 차별적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표적 측정치의 효과크기 비교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측정 시기의 주효과는 DPSOS 점수의 변화에서는 경향성이 있음이 확

인되었고(p = .059), 다른 모든 변인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냈다. 

주. 향유하기 점수는 정문항 총점에서 역문항 총점을 빼도록 계산되었다. 0보다 

작은 점수는 향유하기를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이 좀 더 우세하다고 할 수 있

다. 

그림 1. 집단별 향유하기 점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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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조건 모두에서 사회불안,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 가라앉히

기, 우울은 사전보다 완화되었고, 향유하기, 삶의 만족도, 정서적 안녕감, 

자존감은 향상되었다. 효과 크기를 살펴보면, 두 조건 모두에서 향유하

기와 사회불안에서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고,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

한 것이라는 해석에서는 작은 효과크기가 관찰되었다(표 8 참조). 

향유하기 조건 통제조건

향유하기 1.618 1.154

사회불안 0.673 0.544

DPSOS 0.283 0.254

주. DPSOS =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

표 8.  처치 조건에 따른 대표 측정치 변화량의 효과크기 (Cohen′s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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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하기 조건에서 향유하기 점수 변화량과 다른 측청치 변화량의 상관

  처치 전후 향유하기 변화량과 다른 측정치 변화량 간의 상관을 확인한 

결과, 적은 표본 수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사회불

안 및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 변화량과는 역상관을 보였으며, 특

히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의 완화량(DPSOS 변화

량)이 향유하기 증가량과 중간정도 크기의 상관, r(16) = -.444을 보였

다. 즉, 향유하기 증가폭이 클수록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

는 해석이 더 많이 감소했음이 시사된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 이상치

(outlier) 하나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향유하기 
변화량

사회불안 -.244

DPSOS -.444

IPES -.301

DPES -.355

가라앉히기 -.139

자존감 .190

삶의 만족도 .070

정서적 안녕감 .017

우울 -.139

주. DPSOS =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 IPES =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 DPES =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

심하는 해석.

표 9. 향유하기 집단의 향유하기 변화량과 사전-사후 변화량 간 상관 (n=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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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연구 2에서는 회상을 통한 향유하기 처치를 통해 사회불안, 긍정 평가

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경감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향유하기 

조건 참여자들은 일주일 간 과거에 있었던 긍정 평가를 받은 경험을 생

생하게 떠올리고 당시의 긍정정서를 음미해보는 시간을 매일 가지도록 

하였다. 통제 조건으로는 향유하기의 차별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

서를 배제하고 사건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은 연구 1에서 얻은 

사회불안과 가라앉히기의 평균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들이

었고, 각 조건에 무선으로 배정되었다.

  연구 결과, 사전에 비해 사후에 사회불안,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 자존감, 심리적 안녕감, 우울의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두 집단 모두에서 향유하기가 증

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유하기의 차별적 효과를 알아보고자 통제 조

건에서 객관적 글쓰기를 제시했으나, 단시간의 교육만으로 정서를 배제

하라는 지시를 정확히 숙지하고 수행한다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

다. 또한, 통제 조건에서 육하원칙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며 객관적 사건

을 서술하도록 한 지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회상을 하는 데 도움을 주었

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자서전적 기억의 구체성 부족이 우

울, 반추, 사회적 문제해결과 관련된다는 연구들(예, Goddard, 

Dritschel, & Burton, 1996; Williams, 2004)에서도 추론할 수 있다. 

즉, 과거경험의 구체적 회상 자체가 정서 증상이나 인지, 행동적 변화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긍정 평가를 받았던 경험은 정서가 담긴 

기억이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을 회상하는 것이 그 당시 느낀 감정을 함

께 떠오르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두 조건 모두에서 긍정정서의 향유하

기 또는 부정정서와 심리적 안녕의 개선이 유도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조건 간 변화 양상의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지만, 긍정적 사회적 

사건의 회상을 통한 향유가 안녕감의 증진을 가져온다는 결과는 선행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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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Bryant et al., 2005)와 일관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향유

하기가 사회불안, 우울,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을 개선하는 데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 같은 변화는 보통 주 1회 이루어

지는 심리치료를 보완하는 도구로 회상을 통한 향유하기의 활용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우울증의 인지행동치료에서 행동활성화 전략을 사용함으

로써 긍정정서를 고취시키고 증상의 완화를 돕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Beck, 1997). 회상을 통한 향유하기를 치료에 병행하여 사회불안의 심

각도를 완화하고, 사회불안 기저에 있는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

과 관련된 인지를 다루는 것이 사회불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는 1회의 교육 후 6일 간의 자가연습으로도 유의미한 효과

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선행연구(Bryant et al., 2005; Hurley & 

Kwon, 2012, 2013)의 2주 간 연습기간보다 더 단기간에도 효과가 나

타날 가능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 수가 크지 않았고 적절

한 통제조건을 설정하지 못하였다. 둘째, 결과에 요구 특성이 반영되었

을 가능성이 있다. 두 조건 모두에서 일주일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에 대

다수의 변인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은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

이 개선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부합하

도록 응답하는 요구 특성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였다. 하지

만 DPSOS 점수의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과, 참

여자의 개별적인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한 변인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

났지만 어떤 변인에서는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 각 집

단의 일부 참여자들은 향유하기의 증가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참여자들이 개선된 방향으로 편향되게 응답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지에 대

해서 확인하지 않았다. 사회불안과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 등에

서 수치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일시적 효과에 머무른다면 진정한 의미

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기조건 

등의 적절한 통제조건을 설정하고, 연습 기간이 끝난 후에도 효과가 지



- 54 -

속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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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논  의

  긍정 평가를 받았을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쁘고 들뜬 

마음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은 겸손의 미덕이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경험을 왜곡시키고 역기능을 유발한다면 문제가 된다. 사회불

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합당한 평가를 받더라도 그에 대해 부정적 해석

을 하는 것은 사회불안 증상을 극복하는 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Beck et al., 1985; Wallace & Alden, 1997; Weeks, 2010; Wells 

et al., 1995). 본 연구에서는 긍정 평가를 받은 후 그들이 경험하는 심

리적 과정에 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 긍정정서 조절이 사회불안

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새롭게 연구되기 시작한 긍정 평가에 대

한 부정적 해석을 세 측면으로 구분하여 사회불안에 어떠한 차별적 영향

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이 긍정 평가에 

대해 긍정정서과 동시에 부정적 해석과 긍정정서의 가라앉히기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경험을 부정적으로 왜곡하고 사회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이를 확인하였다.

  연구 1에서는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세 측면 중 높아진 기

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IPES로 측정), 상대방이 호의적으

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DPSOS로 측정)의 측면이 사회불안에 유의미

한 설명력을 갖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이 핵심적인 측면임이 시사되었다. 긍정정서 조절

은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높은 상관이 있으며, 향유하기, 가

라앉히기는 각각 사회불안 심각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

다. 그리고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가라

앉히기의 부분매개효과가 일부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향유하기 처치가 사회불안을 완화하고 긍정 평가에 대

한 부정적 해석에도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향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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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일주일 후 사회불안,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주관적 안녕감, 자존감은 상승하였다. 그러나 경험의 객관적 

사실을 기술하도록 지시한 통제 조건에서도 향유하기 조건과 유사한 변

화를 나타내, 조건 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 2의 결과는 긍정정서 조절이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변인임을 밝힌 선행연구(Eisner et al., 2009) 결과와 일관된다. 더

불어 향유하기 처치가 사회불안을 비롯하여 우울, 주관적 안녕감의 개선

을 가져온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복감을 증진하는 향유하기의 기

능에 관한 선행연구(Bryant et al., 2005; Hurley & Kwon, 2012, 

2013)를 확장하여 향유하기가 임상집단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있음을 보

여준다. 또한 이는 우울장애와 불안장애를 정서조절 관점에서 통합한 치

료가 효과가 있다는 최근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Barlow et al., 

2004; Barlow et al, 2010; Ellard, Fairholme, Boisseau, Farchione, 

& Barlow, 2010). 본 연구를 통해 부정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치료에서 나아가 긍정정서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는 

개입의 중요성도 제기하였다. 

  긍정정서의 향유가 사회불안 증상과 경험에 대한 해석을 변화시켰다는 

점은 향유하기가 인지적 접근을 보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존의 치료

는 자동적 사고를 수정함으로써 정서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였지만 본 

연구는 긍정임상심리학의 접근을 반영하는 새로운 개입 가능성을 제안하

였다. 자기와 타인에 대한 사랑과 자애에 집중하는 명상이 긍정적 상호

작용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Fredrikson, Cohn, Coffey, Pek, & 

Finkel, 2008), 타인에게서 받은 긍정 평가 경험에 대한 향유하기가 실

제 대인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사회불안에서 긍정 평가를 받은 후에 일어나는 심

리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새롭게 조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

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논의할 수 있다.

  최근 연구되기 시작해 아직 충분히 고려된 바 없는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세 측면을 통합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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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긍정적 피드백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며, 구체

적인 내용에 따라 사회불안에 어떠한 차별적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 최초

의 연구이다. 그 결과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

(DPSOS로 측정)이 핵심적임을 밝혔고, 선행연구와 달리 상대방의 진정

성을 의심하는 해석(DPES로 측정)은 사회불안보다는 편집 성향과 더 

큰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불안에서 긍정정서 조절의 역할은 연구된 바가 거의 없지만, 사회

불안을 정서적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최근의 연구동향 및 긍정심리학과 

맞물리는 있는 시의성 있는 연구주제이다. 본 연구는 사회불안장애를 가

진 사람들이 부정정서를 다루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정서

를 받아들이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

다. 

  더불어, 본 연구는 임상적 활용가능성 측면에서도 함의를 갖는다. 전

통적 인지치료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정체된 사람들에게 긍정 평가

를 받은 후의 경험을 자세히 살핀다면 내담자를 이해하고 개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기존 치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함과, 더불어 기존 치료에 통합하여 사용할 경우 더 효과적인 개선

을 보일 수 있음이 시사된다. 인지적 통찰을 넘어 정서적 통찰로 이끌기 

위해, 치료에서 긍정정서를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우울, 사회불안 간의 차별적 

연관성을 명확히 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

적 해석이 우울보다 사회불안과 더 큰 연관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었으

나(Vassilopoulos & Banerjee, 2010; Weeks, 2010),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사회불안에 비슷한 정도로 관련성이 나타났다. 특히, 높아진 기

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IPES로 측정)은 사회불안, 우울, 

편집 성향 각각과 유사한 크기의 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특성을 좀 더 명확히 밝히고 다른 임상 증상과의 연

관성을 밝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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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향유하기 능력의 증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인지 변인과 사회불

안의 개선을 가져오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가설적

인 매개모형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향유하기의 실험적 처치를 통해 모

형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긍정정서 조절의 고유한 영향이 아니라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공유하는 부분이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유하기가 가지는 효과의 정교한 

매커니즘을 밝히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향유하기 처치와 통제조건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향유하기 

고유의 효과를 밝히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일주일 간 연습으로 나타난 긍

정적 변화가 향유하기에 의한 것인지, 구체적 회상의 효과인지 밝히는 

후속 연구가 추후 과제로 남았다.

  넷째,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사회불안 임상 

집단에서도 일관된 결과가 관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 중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

라는 해석이 핵심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상 집단에서도 반복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회불안과 함께 연구된 다른 변인과 긍정 평

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 긍정정서 조절이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연구가 

가능하다. 기존연구(Alden et al., 2008; Brown et al., 1998; 

Kashdan, 2007; Vassilopulous, 2010; Weeks, 2010)에서 밝혀진 낮

은 긍정정서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본 연구에서 긍정정서 조절로 확장하

였으나, 긍정정서 조절과 낮은 긍정정서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피지

는 못하였다. 따라서 긍정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까지 함께 고려한 연구

도 사회불안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긍정정서는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의 접근-회피 갈등의 회피동

기와 안전행동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Trew & 

Alden, 2012; Alden & Trew, 2013). 또한 긍정적 활동을 하는 것은 

반추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Layous et al., 2014). 이에 따

라 향유하기가 회피동기나 반추를 감소시키고 사회불안을 개선하는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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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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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사회불안 척도(LSAS)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입니다. 자신이 아래 

제시된 상황에 있다고 할 때, 그 상황에서 자신이 느끼는 얼마나 불안을 느끼며

(불안), 그 상황을 얼마나 회피하려고 하는지(회피)를 각각 숫자로 표시해 주십

시오.

불안 : 제시된 상황이라면, 당신은 얼마나 불안할 것이라 예상합니까?

      전혀 불안하지 않음 0 - 1 - 2 - 3 매우 불안함

회피 : 제시된 상황이라면, 당신은 얼마나 이 상황을 회피할 것이라 예상합니

까?

      전혀 회피하지 않음 0 - 1 - 2 - 3 항상 회피함

불안 회피

1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전화를 할 때

2 소모임에 참여할 때

3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음식을 먹을 때

4 공공장소에서 사람들과 술을 마실 때

5 권위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 할 때

6 청중들 앞에서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7 사교적인 모임에 갈 때

8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할 때

9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글씨를 쓸 때

10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 때

11 잘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12 낯선 사람들과 처음으로 만날 때

13 이미 사람들이 앉아있는 방에 들어갈 때

14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

15 공식적인 모임에서 자기 의견을 말할 때

16 시험 볼 때

17 잘 모르는 사람에게 반대 의사를 표현할 때

18 잘 모르는 사람을 정면으로 쳐다볼 때

19 모임에서 발표할 때

20 상점에서 물건을 교환할 때

21 파티를 열어 사람들을 초대할 때

22 물건을 사도록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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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긍정적 사건에 대한 해석 척도(IPES)

아래의 문항을 읽고 자신의 모습과 일치하는 정도를 찾아 하나의 해당번호에 

표시해 해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
통
이
다

매우 
그렇다

1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기색을 보이면, 
앞으로 그 사람들을 실망시킬까봐 걱정이 
된다.

1 2 3 4 5 6 7

2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잘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음번에 내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단점이 있다.

1 2 3 4 5 6 7

3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으면 
염려스러워진다. 1 2 3 4 5 6 7

4
사교적 만남이 잘 이루어질 때, 그것은 대개 
그 다음 만남은 그만큼 잘되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

1 2 3 4 5 6 7

5
나는 대인관계가 너무 잘 되어가면, 나중에 
실망하지 않기 위해 기대를 품지  않으려고 
한다.

1 2 3 4 5 6 7

6 사람들에게 솔직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다음에 만날 때 내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 1 2 3 4 5 6 7

7 사회적으로 잘 해내고 나면 나는 불편해진다. 1 2 3 4 5 6 7

8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고 있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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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긍정 평가에 대한 평가절하 척도(DPES)

아래의 문항을 읽고 자신의 모습과 일치하는 정도를 찾아 하나의 해당번호에 

표시해 해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
다

매 우 
그렇다

1
내게 매우 친절한 사람은 겉으로만  그러는 
것 같아서 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꺼리게 
된다.

1 2 3 4 5 6 7

2
누군가 내게 관심을 보일 때, 나는 그것이 
표면적이고 잠시 뿐인 관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1 2 3 4 5 6 7

3
나를 좋게 이야기 해주는 사람은 그저 호감 
받기를 원할 뿐이지, 그 말이  진짜 내가 
좋다는 뜻은 아니다.

1 2 3 4 5 6 7

4 사람들은 좀처럼 나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1 2 3 4 5 6 7

5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손한 겉모습 뒤로 
자신을 숨기는 법을 배운다. 1 2 3 4 5 6 7

6
사람들이 공손하게 구는 것은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인 예의이기 때문에 그렇다.

1 2 3 4 5 6 7

7 내게 너무 친절한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1 2 3 4 5 6 7

8 상대방이 내게 관심을 보이면 보일수록, 그 
사람의 동기를 믿기가 어렵다. 1 2 3 4 5 6 7

9 누군가 나를 보고 웃음 지으면 그 사람이 
나를 비웃는 거라고 느껴진다. 1 2 3 4 5 6 7

10 사람들이 내게 호감을 보이는 것은 나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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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긍정적 사회적 사건에 대한 가치절하 척도(DP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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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다(0)에서 매우 그렇다(9)에 표시해 주십시오. 각 문항은 당신이 잘 모르는 

사람과 함께한 경우라고 생각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내  용

1

누군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 때, 나는 그 사

람에게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기 쉽다고 느끼곤 한

다.

0  1  2  3  4  5  6  7  8  9

2
나는 "운이 좋은 날"에만 사회적으로 잘 풀린다고 

느낀다.
0  1  2  3  4  5  6  7  8  9

3
사람들은 단지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내 농담이 재

미없더라도 웃어줄 것이다.
0  1  2  3  4  5  6  7  8  9

4
무언가를 잘 해냈을 때, 나는 내 공로를 인정하고 

나 자신을 충분히 칭찬할 수 있다.
0  1  2  3  4  5  6  7  8  9

5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면, 그건 나보다는 상대방 때문일 거라고 여긴다.
0  1  2  3  4  5  6  7  8  9

6
나는 나의 사회적 성공이나 성취를 별 것 아니라고 

일축해버릴 때가 많다.
0  1  2  3  4  5  6  7  8  9

7

다른 사람들이 나와 얘기하며 좋은 시간을 보낸 듯

할 때, 상대방이 그저 예의를 차린 건지 의심이 된

다.

0  1  2  3  4  5  6  7  8  9

8 나는 칭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이다. 0  1  2  3  4  5  6  7  8  9

9

내가 누군가와 굉장히 잘 지낸다면, 그건 대개 상

대방이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

일 것이다.

0  1  2  3  4  5  6  7  8  9

10 나는 칭찬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0  1  2  3  4  5  6  7  8  9

11
사람들은 단지 나에게 맞장구 쳐주기 위해 내 얘기

가 재미있다고 말해준다는 생각이 든다.
0  1  2  3  4  5  6  7  8  9

12
나는 "말 걸기 쉬운"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편이

다.
0  1  2  3  4  5  6  7  8  9

13

모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 다른 참석자가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인지와 더 관련이 있지, 사람

들과 어울리고 관계 맺는 내 능력과는 별 상관이 

없을 것이다.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전혀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렇지 

않다

웬만큼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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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한국판 긍정정서 반응 척도(K-RPA) 중 가라앉히기

 

당신은 기분이 좋을 때, 얼마나 자주...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그렇다

1
“이건 너무 좋아서 믿어지지 않아”라고 생

각한다.
1 2 3 4

2 잘못될 수도 있는 일들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4

3
이런 기분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1 2 3 4

4
“사람들이 내가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할거

야”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한다. 1 2 3 4

6 “난 이럴만한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한다. 1 2 3 4

7
“이런 행운의 연속은 곧 끝날거야”라고 생

각한다.
1 2 3 4

8 나에게 잘 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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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향유신념 척도(SBI)

아래에 제시된 문장들을 읽고, 귀하에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적절한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검사에는 옳고 그른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전혀 

아니다

상당히 

아니다

약간 

아니다
중간이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기분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기다린다.
1 2 3 4 5 6 7

2 나는 좋은 기분을 오래도록 유지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6 7

3
나는 과거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즐

긴다.
1 2 3 4 5 6 7

4

나는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실

제로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너무 기대하

지 않는다.

1 2 3 4 5 6 7

5 나는 행복한 시간을 최대한 즐길 수 있다. 1 2 3 4 5 6 7

6
좋은 일이 있었더라도, 나는 그런 일들을 되돌

아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7
좋은 일이 곧 일어날 것으로 예상될 때, 나는 

그 일을 기대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1 2 3 4 5 6 7

8
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경우에도 좀처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1 2 3 4 5 6 7

9
나는 과거의 즐거웠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내 

기분을 즐겁게 만들 수 있다.
1 2 3 4 5 6 7

10
내 생각에, 어떤 즐거운 일들이 생길지 예상하

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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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좋은 일이 생겼을 경우, 나는 어떤 생각이나 행

동을 함으로써 그 즐거움을 좀 더 오래도록 유

지할 수 있다.

1 2 3 4 5 6 7

12
즐거운 일들에 대해 회상하게 되면, 나는 종종 

슬퍼지거나 낙담하게 되곤 한다.
1 2 3 4 5 6 7

13
유쾌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도, 나는 

마음속으로 그 일을 즐길 수 있다.
1 2 3 4 5 6 7

14
행복한 순간에도 나는 그 기쁨을 잘 느끼지 못

하는 것 같다.
1 2 3 4 5 6 7

15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되면, 나는 나중에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잘 기억해두곤 한다.
1 2 3 4 5 6 7

16
재미있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는 즐거움을 잘 느끼지 못한다.
1 2 3 4 5 6 7

17
나는 내가 경험하는 즐거운 일들을 충분히 즐

길 수 있다.
1 2 3 4 5 6 7

18
나는 과거에 일어났던 즐거운 일들을 떠올리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19
나는 곧 일어날 좋은 일에 대해 상상하면 기분

이 좋아지곤 한다.
1 2 3 4 5 6 7

20
나는 어떤 일에서 남들이 그렇듯 당연히 느껴

야 하는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
1 2 3 4 5 6 7

21
즐거웠던 기억을 통해서 나는 그 때의 즐거움

을 쉽게 다시 느낄 수 있다.
1 2 3 4 5 6 7

22

즐거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그에 대한 

생각을 하면, 나는 종종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

안해지곤 한다.

1 2 3 4 5 6 7

23
내가 원할 때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일은 나에

게 쉬운 일이다.
1 2 3 4 5 6 7

24
일단 즐거운 일들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그 

일에 대해 각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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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최근 긍정 평가 경험에서 긍정정서 조절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받은 경험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또는 생

생하게 기억에 남은 것을 적어주세요. 

(예시 : 수업 발표에 대한 칭찬, “말을 조리 있게 한다”, “신경 써줘서 고맙

다”, 내가 꺼낸 이야기에 사람들이 즐겁게 웃은 경우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

1. 누구와 함께 있었나요? 

(실명을 거론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을 떠올리신 후 어떤 관계의 사람인지 적

어주세요)

2.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전의 맥락과 본인의 행동이나 말을 떠올려주세요.

3.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 어떤 것이든 긍정

적인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4. 그 때 기분이 어땠는지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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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상황에 대해 충분히 회상하셨다면, 그 경험 당시에 당신은 다음 문항에 

어느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1 - 매우 그렇다 5) 해당하였는지 표시해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그러한 감정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되뇌었다.
1 2 3 4 5

2
당시 느끼는 좋은 기분이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1 2 3 4 5

3
당시 그 기분에 빠지면 평정심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 2 3 4 5

4
그 행복한 시간을 최대한 즐길 수 있

었다.
1 2 3 4 5

5

그 당시에 나는 그 즐거움을 좀 더 오

래도록 유지하도록 어떤 생각이나 행

동을 하였다. 

1 2 3 4 5

6
그 경험에 주의를 기울여 충분히 느끼

려고 하였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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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자기 및 타인 표상 척도 – 형용사 평정형(SORI)

다음은 자기 및 타인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평가 항목의 

양쪽에 제시된 형용사가 빈 칸 부분에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적절한 숫자에 

동그라미(O)표 해주십시오. 한 항목도 빠짐없이 모든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나의 주변 사람들’은 대체로 (            )한 사람들이다.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쁜 1 2 3 4 5 6 좋은

소극적인 1 2 3 4 5 6 적극적인

무능한 1 2 3 4 5 6 유능한

따뜻한 1 2 3 4 5 6 차가운

대 인 관 계 가 

좁은
1 2 3 4 5 6

대인관계가

넓은

선한 1 2 3 4 5 6 악한

게으른 1 2 3 4 5 6 부지런한

호의적인 1 2 3 4 5 6 적대적인

어리석은 1 2 3 4 5 6 똑똑한

이해심이 적

은
1 2 3 4 5 6

이해심이 

많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1 2 3 4 5 6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을 잘 못

사귀는
1 2 3 4 5 6

사람을 

잘 사귀는

신뢰할 수 없

는
1 2 3 4 5 6

신뢰할 수 있

는

부정적인 

면이 많은
1 2 3 4 5 6

긍정적인 

면이 많은

대인관계에서 

능동적인
1 2 3 4 5 6

대인관계에서 

수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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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            )한 사람이다.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강한 1 2 3 4 5 6 약한

나쁜 1 2 3 4 5 6 좋은

소극적인 1 2 3 4 5 6 적극적인

무능한 1 2 3 4 5 6 유능한

따뜻한 1 2 3 4 5 6 차가운

대인관계가 

좁은
1 2 3 4 5 6

대인관계가 

넓은

선한 1 2 3 4 5 6 악한

게으른 1 2 3 4 5 6 부지런한

감정표현을

못하는
1 2 3 4 5 6

감정표현을 

잘하는

호의적인 1 2 3 4 5 6 적대적인

어리석은 1 2 3 4 5 6 똑똑한

이해심이 적

은
1 2 3 4 5 6

이해심이 많

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1 2 3 4 5 6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을 

잘 못사귀는
1 2 3 4 5 6

사람을 

잘 사귀는

신뢰할 수 

없는
1 2 3 4 5 6

신뢰할 수 

있는

자기주장을 

잘 하는
1 2 3 4 5 6

자기주장을 

못하는

부정적인 면

이 많은
1 2 3 4 5 6

긍정적인 면

이 많은

대인관계에서 

능동적인
1 2 3 4 5 6

대인관계에서 

수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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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단축형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BFNE)

다음 문항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각과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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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에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걱정된다.
1 2 3 4 5

2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

1 2 3 4 5

3
사람들이 나의 결점을 알아차릴까봐 자주 

두렵다.
1 2 3 4 5

4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인상을 주는가에 

대해 거의 염려하지 않는다.
1 2 3 4 5

5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된다.
1 2 3 4 5

6
사람들이 나의 잘못을 찾아낼 것 같아 

걱정된다.
1 2 3 4 5

7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는다.
1 2 3 4 5

8
누군가와 얘기할 때 그가 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염려된다.
1 2 3 4 5

9
내가 어떤 인상을 주는지에 대해 대개 

걱정된다.
1 2 3 4 5

10
누가 나를 평가하고 있는 걸 알아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1 2 3 4 5

11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때때로 지나치게 염려한다.
1 2 3 4 5

12
말을 실수하거나 일을 잘못할까봐 종종 

걱정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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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편집 척도(PS)

다음 문항들은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이나 생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표시해주

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2
누군가 나를 미행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
1 2 3 4 5

3
나는 이유없이 벌 받은 때가 자주 있었다

고 생각된다.
1 2 3 4 5

4
내 생각을 훔쳐가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5
나의 부모와 가족들은 필요 이상으로 내 

흠을 잡는다.
1 2 3 4 5

6
사람들은 남의 일에 진정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
1 2 3 4 5

7 확실히 내 팔자는 사납다. 1 2 3 4 5

8
사람들은 이득이 된다면 다소 옳지 못한 

수단도 쓸 것이다.
1 2 3 4 5

9
남이 나에게 잘 해 줄 때는 숨은 의도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곤 한다.
1 2 3 4 5

10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1 2 3 4 5

11
종종 낯선 사람들이 나를 흠잡듯이 쳐다보

는 것 같다.
1 2 3 4 5

12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는 것은 대개 자신에

게 이로울 것 같기 때문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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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누군가 내 생각에 영향을 끼치려고 애쓰고 

있다.
1 2 3 4 5

14 분명히 남들이 내 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 1 2 3 4 5

15
사람들은 대개 속으로는 싫어하면서도 남

을 돕는척한다.
1 2 3 4 5

16
예상외로 친하게 구는 사람을 경계하는 편

이다.
1 2 3 4 5

17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모욕적이고 매정한 

말을 한다.
1 2 3 4 5

18 사람들은 종종 나를 실망시킨다. 1 2 3 4 5

19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서 괴롭다.
1 2 3 4 5

20

단지 자기들이 먼저 생각해 내지 못했다고 

해서 나의 좋은 생각을 시기하는 사람들을 

흔히 본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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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우울척도(CES-D)

아래에 적혀 있는 문항을 잘 읽으신 후, 지난 1주 동안 당신이 느끼시고 행동

하신 것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0. 극히 드물게(1일 이하)     1. 가끔(1~2일)     2. 자주(3~4일)     3. 거의 대부분(5~7일) 

나는 지난 1주 동안...
극히 

드물게
가끔 자주

거의 

대부분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

다.
0 1 2 3

2 먹고 싶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0 1 2 3

3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

쳐버릴 수 없었다.
0 1 2 3

4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0 1 2 3

5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0 1 2 3

6 우울했다. 0 1 2 3

7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0 1 2 3

8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0 1 2 3

9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0 1 2 3

10 두려움을 느꼈다. 0 1 2 3

11 잠을 설쳤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0 1 2 3

12 행복했다. 0 1 2 3

13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말수가 줄었다. 0 1 2 3

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0 1 2 3

15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0 1 2 3

16 생활이 즐거웠다. 0 1 2 3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0 1 2 3

18 슬픔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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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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자존감 척도(RSES)

다음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그 내용이 자신에게 어느 정도로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적당한 숫자에 ‘O'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중간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5

2
나는 좋은 자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1 2 3 4 5

3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

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5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1 2 3 4 5

6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1 2 3 4 5

7
대체로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

다.
1 2 3 4 5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9
나는 때때로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

이라고 느낀다.
1 2 3 4 5

10
때때로 나에게 좋은 점이라곤 전혀 없

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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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삶의 만족도 척도(SWLS)

아래에는 당신이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다섯 문항이 제시되

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동의 또는 반대하는 정도에 따라서 1~7사이의 숫자에 

표시해주십시오.

1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1 2 3 4 5 6 7

2 내 인생의 여건은 아주 좋은 편이다. 1 2 3 4 5 6 7

3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1 2 3 4 5 6 7

4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다.
1 2 3 4 5 6 7

5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
1 2 3 4 5 6 7

전혀 

아니다

상당히 

아니다

약간 

아니다
중간이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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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정서적 안녕감 척도(IGA)

다음의 단어들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1주일 동안 자신이 느끼는 기분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1 2 3 4 5 6 7 재미있는

즐거운 1 2 3 4 5 6 7 비참한

쓸모없는 1 2 3 4 5 6 7 가치 있는

친밀한 1 2 3 4 5 6 7 외로운

충만한 1 2 3 4 5 6 7 공허한

맥 빠지는 1 2 3 4 5 6 7 희망찬

실망스러운 1 2 3 4 5 6 7 보람 있는

불행한 1 2 3 4 5 6 7 행복한

최상의 

컨디션인
1 2 3 4 5 6 7

녹록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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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 CES-D 단축형(Boston Form)

아래에 적혀 있는 문항을 잘 읽으신 후, 지난 1주 동안 당신이 느끼시고 행동

하신 것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0. 극히 드물게(1일 이하)  1. 가끔(1~2일)  2. 자주(3~4일)  3. 거의 대부분(5~7일) 

나는 지난 1주 동안...
극히 

드물게
가끔 자주

거의 

대부분

1 우울했다. 0 1 2 3

2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0 1 2 3

3 잠을 설쳤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0 1 2 3

4 행복했다. 0 1 2 3

5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0 1 2 3

6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0 1 2 3

7 생활이 즐거웠다. 0 1 2 3

8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0 1 2 3

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0 1 2 3

10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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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 연습 과제 절차 안내문(향유하기 조건)

편안한 장소에 자리 잡습니다. 일상의 걱정들은 잠시 뒤로 미뤄두십시오. 그

리고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쉬며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몸에 긴장된 부분

이 있다면 살짝 움직여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우리는 회상을 통한 향유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향유하기란, 기쁘거나 만족

스러웠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음미하면서, 당시의 긍정적인 감정을 충분히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받은 경험(예: 수업 발표에 대한 칭찬, 

“말을 조리 있게 한다”, “신경 써줘서 고맙다”, 내가 꺼낸 이야기에 사람들

이 즐겁게 웃은 경우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또는 

생생하게 기억에 남은 것을 고르세요. 이제 눈을 감고 그 기억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기억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도록 허락합니다. 당신

의 마음속에 기억과 관련된 사건들을 그려보도록 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이용하

여 그 기억을 상상합니다. 그 기억을 상상하는 동안 그 기억의 세부사항들에 마

음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둡니다.  

충분히 그 기억에 젖어들었다면 향유하기의 시간여행이 즐겁고, 흥미롭거나 

가치 있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그 상황의 좋

은 점을 인식하는 동안의 당신 주변의 광경, 소리, 냄새를 알아차릴 수도 있습

니다. 또한 당신 마음속에 지나가는 생각들이나 당신이 느낀 감정들에 대해 생

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글을 써보겠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느낌을 구체적인 

긍정적 감정(예: 행복, 즐거움, 만족, 평화 외)으로 묘사해보십시오. 당신이 느

끼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은 그 경험을 더 풍요로운 기억으로 새기

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어떤 감정들이었는지 확실해졌다면 잠시 그 때 그 감정

들에 집중해봅니다.

이제 글을 써보겠습니다. 전달받은 링크에 글을 써주십시오.

(만약 향유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자신을 비난하거나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향

유 능력은 편안함의 정도에 많이 좌우됩니다. 향유 여행이 작위적이고 부자연스

럽다고 느끼신다면, 다음에 편안한 상태에서 다시 시도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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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7. 연습 과제 절차 안내문(통제 조건)

편안한 장소에 자리 잡습니다. 일상의 걱정들은 잠시 뒤로 미뤄두십시오. 그

리고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쉬며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몸에 긴장된 부분

이 있다면 살짝 움직여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먼저,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받은 경험(예: 수업 발표에 대한 칭찬, 

“말을 조리 있게 한다”, “신경 써줘서 고맙다”, 내가 꺼낸 이야기에 사람들

이 즐겁게 웃은 경우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또는 

생생하게 기억에 남은 것을 고르세요. 이제 눈을 감고 그 기억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기억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도록 허락합니다. 당신

의 마음속에 기억과 관련된 사건들을 그려보도록 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이용하

여 그 기억을 상상합니다. 그 기억을 상상하는 동안 그 기억의 세부사항들에 마

음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둡니다.  

충분히 그 기억으로 돌아갔다면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해주는 구체적인 

것들을 찾아보세요. 기억 속의 장소와 시간, 그곳에 물건들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는지,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떤 옷차림이나 자세를 하고 있었는지, 그 때 오

갔던 대화는 어떤 말들이었는지 사실적인 정보를 떠올려보세요. 당시의 내 안에

서 떠올랐던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들은 배제하고 실제로 일어났던 객관적인 

정보들에 집중해주세요. 

이제 글을 써보겠습니다. 우선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그 다음엔 어떤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기술해보십시오. 상대방이 나에 대해 한 긍정적인 반응은 어떤 것이

었나요? 그 전후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요?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들을 서술

해주세요. 그리고 난 후 당신이 경험한 사건에서 기억을 구체화할 만한 것을 추

가하여봅시다. 글이 완성된 것 같다면 5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읽는 과정까지 마쳤다면, 완성된 글을 전달받은 링크에 옮겨 적어주세

요. 



- 94 -

부록 18. 일일 연습 기록지

연습에 소요된 총 시간을 적어주세요.       (        )분

어떤 경험에 대해 연습하였는지 서술해주세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고, 상

대방은 어떤 긍정적 반응을 보였나요?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거나 개인적

인 내용은 빼고 보고하셔도 되지만, 연습단계에서는 포함하여 최대한 충분히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전 기억을 떠올리도록 지시 받았을 때, 어느 정도로 실감나고 선명하게 떠

올랐습니까?

나는 (    ) 점 정도로 생생하게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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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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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세 측면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위계적 회귀분석

단계 예언변인 β t R2 F ∆R2 ∆F

1
상수 8.85

.508 65.42** .258 65.42**

DPSOS .508 8.09

2

상수

.516 33.94** .008 2.08DPSOS .418 4.72

DPES .128 1.44

3

상수

.528 24.01** .013 3.32
DPSOS .332 3.33

DPES .059 0.62

IPES .182 1.82

주. DPSOS =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 IPES =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 DPES =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

심하는 해석.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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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세 측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위계적 회귀분석

단계 예언변인 β t R2 F ∆R2 ∆F

1
상수 　 3.98**

.259 65.58** .259 65.58**

DPSOS .509 8.10**

2

상수 　 2.41* 

.277 35.82** .018 4.74*DPSOS .361 3.93**

IPES .200 2.18*

3

상수 　 2.19*

.277 23.75** .000 0.00
DPSOS .358 3.59**

IPES .198 1.97*

DPES .006 0.07

주. DPSOS =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 IPES =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 DPES =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

하는 해석.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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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Negative Interpretation of Positive 

Evaluation and Savoring on Social Anxiety

Jeeyun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negative interpretation of positive evaluation on social anxiety 

and the role of savor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interpretation of positive evaluation and social anxiety. The 

negative interpretation of positive evaluation was conceptualized 

as three aspects (the interpretation that one cannot meet 

heightened expectations, the interpretation that others favorably 

evaluated oneself, and the interpretation of doubting the 

authenticity of the positive evaluation) based on recent literature.

  In Study 1,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interpretation of 

positive evaluation and social anxiety was examined in a sample 

of 190 college students. As a result, two aspects of negative 

interpretation of positive evaluation (the interpretation that one 

cannot meet heightened expectations and the interpretatio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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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 favorably evaluated oneself) significantly predicted the 

severity of social anxiety. The interpretation of doubting the 

authenticity of the positive evaluation was closely related to 

paranoid tendency but was not a significant predictor of social 

anxiety. When the effects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depression were controlled, the interpretation that others 

favorably evaluated oneself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social 

anxiety. The tendency of the mediating effect of dampening 

between the interpretation that one cannot meet heightened 

expectations and social anxiety was observed.

  In Study 2, the effects of savoring on social anxiety and 

cognition were examin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1-week 

savoring treatment reduced social anxiety and the frequency of 

negative interpretation of positive evaluation. 

  The present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d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anxiety, the negative interpretation of positive 

evaluation, and positive emotion regula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enhancing savoring can facilitate the psychotherapeutic 

process for social anxiety. Finally,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words : social anxiety, negative interpretation of positive 

evaluation, savoring, dampening

Student Number : 2013-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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