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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수용전념치료의 한 과정인 수용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수용을 시행 절차에 따라 준비단계인 통제 

파헤치기와 본 단계인 기꺼이 경험하기로 나누었다. 실험에서는 과거

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한 사고와 감정, 신체 감각을 적도록 한 다

음, 분해 모형에 따라 실험집단에는 준비단계를 실시한 후 기꺼이 경

험하기를 유도하고, 비교집단에는 준비단계 없이 수용하도록 지시문

을 제공하였다. 52명의 4년제 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주

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분산분석 결과 실험집단의 사후 수용

의 정도는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실험집단 내 상관분석 

결과 통제 파헤치기와 수용은 높은 상관을 보였고, 전체 집단에서 회

귀분석 결과 수용의 증가는 부적정서의 감소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밝

혀졌다. 본 연구는 수용을 실행 단계에 따라 구분하고, 준비단계가 수

용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수용이 정서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

이 그 자체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 요소는 아님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

였다는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수용전념치료, 수용/기꺼이 경험하기, 통제 파헤치기, 요소연구,    

         분해모형

학  번 : 2015-2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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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간은 살아있는 한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삶 속에서 마주하

는 크고 작은 고통과 우리는 늘 함께한다. 수용(acceptance)이란 그러

한 고통을 있는 그대로 기꺼이 경험하는 것이다(Hayes, Strosahl, 

& Wilson, 1999).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기꺼이 경험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Hayes & Strosahl, 2004).

  상당히 모호한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렇지만 평소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기분이 나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여타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반

사적으로 피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를 한다. 시험을 망쳐서 기분

이 상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내내 게임을 하거나 실연의 아픔을 잊

기 위해 친구들과 어울리며 머릿속으로 나는 괜찮다고 되뇌는 등 

그 예시는 끝도 없이 많다. 이를 경험적 회피라고 하는데―엄밀한 

이론적 정의는 뒷부분에서 다룰 것―문제는 이러한 시도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불러올 수 있다는 데 있다. 피하려고 해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으며 더 커지기도 한다. 심지어 과도한 경험적 회피는 

그 자체로 해롭다(예. 게임중독). 결론적으로 고통을 마주하지 않

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건강하

며,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다수의 연구가 경험적 회피가 해롭고 수용이 이롭다는 것을 광범위

한 영역에서 검증해왔다. 예컨대 신체통증에 있어서 고통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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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을 배우면 고통에 대한 인내력과 더불어 고통에 대해 느

끼는 무능력 및 병가의 기간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Hayes et 

al., 1999; Dahl, Wilson, & Nilsson, 2004). 아동기 학대나 외상

에 대해서도 기꺼이 경험하기 연습이 잘 된 사람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Marx & Sloan, 2002). 이외에도 공황장애나 사회불안, 우울 등

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수용을 비롯한 수용전념치료는 상당히 효

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Levitt, Brown, Orsillo, & Barlow, 2004; 

Powers, Zum Vörde Sive Vörding, & Emmelkamp, 2009; 김기환 

& 권석만, 2015).

  그러나 수용 혹은 기존의 수용전념치료에 관한 연구는 효과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회피나 억압, 인지재구성과 같이 다른 이론 또

는 대처방식과 비교하는 프레임에 머무른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

법을 요한다. 새로운 접근법이란 구성요소를 세밀하게 나누는 요

소 연구(component studies)이다. 요소 연구는 이론 및 처치를 구

성하는 요소 중 하나를 전체 치료 프로그램에 더하거나 빼서 그 

결과를 비교한다. 이는 치료 효과를 불러오는 요소가 무엇인지 밝

혀내는 접근법으로, 이론 및 실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기존

의 다른 이론, 대표적으로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치료요소 및 단계

를 나누는 요소 연구를 다수 실행한 바(Ahn & Wampold, 2001) 

이론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 상담 및 심리치료 실제에서도 상

당히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는 치료의 모듈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제 ACT 이론에서도 요소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요소

를 세분화하는 연구는 ACT 이론을 정교화하고 상담 및 심리치료 

실제에서 보다 효율적인 처치를 가능케 할 것이다.

  반갑게도 최근 ACT 이론가들 사이에서 요소 나누기에 대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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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하나의 묶음(entire 

package)으로 이론에서 설명하는 모든 여섯 가지 과정―수용, 탈

융합, 맥락으로서의 자기, 현재 순간과 만나기, 가치, 전념행동―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해왔으나, 이러한 방식

은 다양한 구성요소와 과정, 변화 기제가 작동하는 원리 간의 관

계를 살펴보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Hayes, Strosahl, 

& Wilson, 2011). 이에 따라 큰 의미에서 ACT의 구성요소를 나

누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ACT의 여섯 가지 과정을 두 개의 

모듈로 나누어 비교하거나(Villatte et al., 2016), 수용, 탈융합, 

전념행동 등 각 구성 요소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살피는 연구

(Levin, Hildebrandt, Lillis, & Hayes, 2012) 등이 여기에 해당된

다고 보인다. 이러한 연구는 내담자의 변화를 특정한 처치 과정과 

연결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하나의 과정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피는 요소 연구는 찾

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수용이라는 과정에 주목하여  

실행 단계를 기준으로 수용을 나눈 다음, 준비단계 실시 여부에 

따른 효과 차이를 보고자 한다. 수용에 초점을 둔 이유는 경험적 

회피의 대안으로 보다 기능적인 삶을 사는 데 수용이 결정적인 역

할을 하며, ACT 치료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수용을 실행하

는 절차에서 준비단계는 통제 파헤치기라고 불리는데,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 자신이 어떠한 대처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차리

고, 대처방식이 경우에 따라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다(Luoma, Hayes, & Walser, 

2012). 그런데 기존의 통제 파헤치기는 상담 및 심리치료 실제에

서 상당히 일관적이지 않게 시행되어 왔다. 대상이나 프로그램에 

따라 이 과정을 생략하기도, 몇 회기에 걸쳐 시행하기도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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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준비단계를 

시행하는 것이 수용을 유도하는 데 얼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

가?’라는 질문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 대상은 비임상 장

면에 있는 학생으로 설정하여, 이들이 보다 효과적인 수용을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를 시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검

증해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수용의 대상은 고통스러운 과거 경험에 대한 

감정과 생각, 신체감각으로 정하였다. 고통스러운, 부정적인 삶의 

사건은 종종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이러

한 사건에 대한 태도는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수용과 반

대되는 경험적 회피는 트라우마 사건에 대한 고통을 발전시키고 

지속하는 데 기여한다고 나타났는데(Plumb, Orsillo, & Luterek, 

2004) 고통스러운 사건은 트라우마의 심각성을 가지지 않을 수 

있으나 이와 유사한 속성을 띤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즉, 삶에

서 겪는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한 태도는 삶의 질에 계속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고통스러운 삶의 사건을 기꺼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실제로 수용은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부적정서와 우울증상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지기도 

하였다(Shallcross, Troy, Boland, & Mauss, 2010).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험 환경에서 정서와 고통스러운 과

거 경험에 대해 느끼는 고통 및 수용의 정도가 준비단계를 시행하

는 실험집단과 시행하지 않고 바로 수용을 유도하는 비교집단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실험이라는 방법론은 

선택한 이유는 요소 연구에 관한 한 실험 연구가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실험 연구는 외부 요소의 영향력을 통제하여 개입 요소, 

변화 과정에 대한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효과적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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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진 바 있다(Levin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실험 

연구의 장점을 활용하여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것이다. 일

반적인 학위논문의 경우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지만, 가설을 

세우기에 통제 파헤치기의 영향을 탐구한 선행연구가 부재하므로 

부득이하게 연구 질문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답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질문: 수용의 준비단계인 통제 파헤치기의 시행 여부는 수용의 

정도와 정서 및 경험에 대한 고통의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위질문1: 통제 파헤치기를 실시하고 수용을 유도한 실험집단에서 

수용을 바로 유도한 비교집단에 비해 사후 수용의 정도가 더 크게 증

가할 것인가?

하위질문2: 실험집단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부적정서의 감소폭이 더 

클 것인가? 

하위질문3: 실험집단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정적정서의 증가폭이 더 

클 것인가?

하위질문4: 실험집단에서 떠올린 경험에 대한 고통의 정도가 비교집

단에 비해 더 많이 감소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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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수용

  상담학에서 수용은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등장한다. 정서조절

을 위한 인지적 전략의 하나인 수용(Gross & Thompson, 2007), 

그리고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의 과정 중 하나로서 수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인 ACT

에서의 수용에 초점을 두고 다뤄보고자 한다.

1) ACT에서의 수용

  수용은 심리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ACT의 여섯 가지 과정 중 

하나이다. 여섯 가지 과정은 수용, 탈융합, 맥락으로서의 자기, 현

재 순간과 만나기, 가치, 전념행동이며 수용은 맥락적 자기, 탈융

합, 현재 순간과 만나기와 더불어 마음챙김의 한 요소이다

(Blackledge & Barnes-Holmes, 2009).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수용이란 무엇인가? 수용이라는 표현

은 단순히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지닐 수 있기에 기꺼이 하기

(willingness)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Luoma et al., 2012). 수용

은 수동적인 의미의 받아들이기나 체념, 상실과 다르다. 수용의 진

정한 의미는 보다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의 경험을 있

는 그대로 기꺼이 경험하는 것이다(Hayes et al., 1999). 있는 그

대로 경험한다는 것은 어떠한 회피나 통제 또는 방어 없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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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감정 등을 바라보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비유적으로 표현

하자면, 기꺼이 경험하기는 고통을 끌어안는 것, 고통과 함께 앉아 

있는 것, 고통을 바라보는 것, 고통과 함께 걸어가는 것, 고통과의 

싸움을 내려놓는 것, 고통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다(Hayes & 

Smith, 2010). 

  보다 복잡한 이론적 설명에 따르면 수용이란 적극적이고 의도적

으로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경험 전체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다(Luoma et 

al., 2012). 즉, 자신의 내적 경험이 무엇이든 그 자체로 현재 순

간과 충분히 만나면서 동시에 삶의 방향에 부합하는 가치 있는 행

동을 자신의 의도에 따라 거듭하며 발전하는 것을 가리킨다. 더불

어 상담 및 심리치료 실제에서 수용이란 내담자의 반응 위계

(response hierarchy)에서 다소 지배적인 감정 통제 및 회피의 영

향을 파헤치면서 수용과 기꺼이 경험하는 것을 촉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Hayes & Strosahl, 2004).

2) 경험적 회피

  수용은 ACT의 치료적 요소 중에도 가장 핵심적인 과정으로 손

꼽힌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많은 고통이 경험하지 않으려 애씀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꺼이 경험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인다. 하지만 경험을 회피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 자체

는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불러올 수 있다.

  ACT에서는 고통을 불러오는 심리적 경직성의 하나로 경험적 회피

를 설명한다. 경험적 회피란 개인적인 사건, 경험에 대해 그 형태, 빈

도, 상황적 민감성을 회피하려는 시도인데, 그러한 시도가 심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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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울 때조차 지속하는 특징을 보인다(Hayes, Wilson, Gifford, 

Follette, & Strosahl, 1996). 경험적 회피의 두 가지 주요한 형태

는 억제와 상황적 도피 및 회피이다(Hayes & Strosahl, 2004). 

억제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생각, 감정, 기억 혹은 신체 감각과 같

이 부정적 사적사건 속에서 즉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통제하거

나 제거하려는 적극적 시도이다. 예컨대 어떤 알코올 중독자는 결

혼 생활의 갈등 속에서 느껴지는 죄의식, 수치심, 혹은 우울을 마

비시키려는 시도로 술을 더 마실 수 있다. 다음으로 상황적 도피 

및 회피란 자신에게 내재한 맥락적인 특징과 원하지 않는 사적 경

험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이다(Hayes et 

al., 2011). 예컨대 어떤 우울한 사람은 자신이 재미없고 비호감일 

것이라는 생각에 대한 반응으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를 

피해버린다. 이처럼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경험적 회피 전략은 사

회불안, 우울 등 광범위한 정신 질환의 영역에서 증상을 유지시키

거나 호전을 저해한다(Hayes et al., 1996).

  경험적 회피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부작용을 불러온다. 물

론 회피는 부정적 경험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이며 종종 효과적이

다. 그러나 과도한 회피로 이어질 경우, 여기에 쓰이는 정신적, 신

체적 에너지가 커지면서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느낄 수 있다

(Hayes & Strosahl, 2004). 예컨대 기분전환을 위해 운동 혹은 

쇼핑 등을 지나치게 하는 경우 몸과 마음이 지치고 경제적 손실도 

겪게 된다. 또한 기분이 좋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것이 건강하

다는 프레임 속에 갇혀 그와 같은 경험만 수용하고 추구하다 보

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이를 향해 나아가기 어

려워진다. 요컨대 경험적 회피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통제에 들이는 노력으로 인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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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고통에 빠지도록 한다.

  그럼에도 경험적 회피라는 체계에서 우리는 쉽게 벗어나기 어렵

다. 이는 외부 대상에 대한 통제의 규칙―어떤 것이 싫으면 그것

을 없애라―이 매우 잘 시행되며, 회피의 효과가 적어도 단기적으

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Hayes & Smith, 

2010). 때문에 수용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자신이 사용하는 회피의 

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전략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고통을 불러옴을 충분

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수용의 준비단계인 통제 파

헤치기이다. 

   3) 통제 파헤치기

  다수의 이론서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 실제상 수용의 시행을 크

게 두 단계로 나누고 있었다(Hayes & Strosahl, 2004; Hayes & 

Smith, 2010; Luoma et al., 2012). 기꺼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

저 통제를 파헤쳐야(undermining control) 한다는 것이었다. 다음 

절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통제 파헤치기란 수용을 시행하는 과

정에서 수용에 앞서 실시하는 일종의 준비단계, 혹은 하나의 절차

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로 수용과 더불어 탈융합과 같은 다른 

ACT의 과정을 시행하기 이전에도 경험적 회피를 풀어가는 과정으

로 통제 파헤치기를 활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용의 준비단계

로 초점을 두고 설명한다는 점을 밝힌다.

  통제 파헤치기는 자신이 어떤 통제 방식을 사용하는지 알아차리는 

것과 그러한 통제 방식이 실제로 얼마나 고통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

는지 검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Luoma et al., 2012). 즉,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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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던 자신의 통제 방식을 들추어내고, 알아차리고 그 효과성을 

다시금 검토해봄으로써 경직되어 있던 통제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통제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

기 때문에 번역어로 자주 쓰이는 통제 파헤치기보다 통제 완화하

기(relieving), 느슨하게 하기(loosen) 또는 풀어주기(dissolving)

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 있다.

  통제를 파헤치는 궁극적인 목표는 기꺼이 경험하기가 고통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이론적 출발

점은 창조적 무희망감(Creative Hopelessness)이라고도 불린다. 

상담 및 심리치료 실제에서는 두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창조적 무희망감이란 자신이 사용해오던 통제 전략이 효

과가 없다는 것을 직면하여 느끼는 ‘hopeless’함을 보다 효과적인 

기꺼이 경험하기라는 대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창조적인 

과정이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여러 은유나 활동, 명상을 활용한

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된 통제 파헤치기 단계에서는 위에 설명

한 임상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은유 및 명상과 더불어 대처전략평

가지 등을 사용한다(Hayes & Smith, 2010).

2. 수용의 대상과 단계

   1) 고통스러운 경험

  이제 다시 본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여기서는 

위에 설명한 수용과 통제 파헤치기의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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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을 수용하고, 왜 준비단계인 통제 파헤치기에 주목하는지 설명

하고자 한다. 

  우선 수용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여러 활동지에 

보면 괴로움 목록을 작성하여 자신을 가장 괴롭게 하는 말들을 찾

거나, 가장 많이 피하는 심상이나 생각을 찾아서 이를 수용하는 

것, 부정적 경험을 회상하여 여기서 느껴지는 부정적 사건이나 생

각을 수용하는 방식 등이 있는데(Hayes & Smith, 2010), 본 연

구에서는 마지막을 선택하였다. 이는 경험적 회피의 정도가 심하

지 않은 사람일 경우, 즉 기능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비임상 장

면의 연구 대상일 경우, 위와 같은 괴로움 목록이나 피하는 심상

을 찾는 활동에서 작성할 내용이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의

한다. 반면 고통스러운 경험은 비임상 장면의 연구 대상자들에게 

보다 보편적이므로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느껴지는 생각과 감정, 

신체 감각을 수용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더욱이 부정적 감정을 느꼈던 과거 사건에 대한 주관적 평가 또

는 감정은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기에 수용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고통스러운 사건과 유사한 트라우마

에 대한 경험적 회피는 고통을 지속시키는(Plumb et al., 2004) 

반면, 기꺼이 경험하기는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부적정서와 우울

증상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Shallcross et al., 2010)고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처치 결과 수용의 정도와 함께 정

서 전반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준비단계 설정 

  기꺼이 경험하기를 두 단계로 설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 또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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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 파헤치기를 수용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단계로 설정하고, 이 단계를 거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수용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어나는지, 정서의 변화는 어떠한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임상 또는 비임상 장면에서 수용의 준비에 해당하는 통제 파헤치기

는 다양한 길이로 시행된다. 우울증 대상의 환자들에게 20분 정도로 

처치를 하기도 하고(Zettle, 2007), 외상 후 증후군이나 폭식 환자

의 경우 총 10회기의 프로그램 중 초반 1-2회기에 걸쳐 실시한다

(Walser & Westrup, 2007; Juarascio, Manasse, Schumacher, 

Espel, & Forman, 2017). 짧게는 몇 분 만에 시행을 할 수도 있

다(Strosahl, 2005). Harris(2009)는 통제로 인해 경직되어 있는 

정도가 심하지 않은 내담자에게 통제 파헤치기를 시행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통제의 비효율성에 대해 언급하고 지나가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렇듯 대상에 따라 시행하는 길이가 다양하고, 특히 비임상 장면

에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 대상에게는 통제 파헤치기를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러한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본 연구

에서는 준비단계로 통제 파헤치기를 설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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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서울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

생으로 설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emerging 

adulthood"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기에 우리는 청소년기와 또 다른 

여러 발달 과업을 수행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Arnett, 2000). 정체성 형성에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빠질 수 없을 것인데, 본 연구의 주제인 수용 처

치는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찾고, 나아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념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Hayes et al., 

1999).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수용처치가 무엇인지 살

펴보는 연구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모집은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모집공고를 올려 실시하

였다. 신청서 양식으로 구글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간단한 인적 정보

와 참여 희망 시간대, 연락처를 남기면 연구자가 연락을 하는 방식으

로 진행하였다. 인적 정보는 적절한 군 배정을 위해 수집하였으며, 성

별과 나이, 전공과 학년에 대한 정보였다.

  참여자의 수는 총 60명을 목표로 실험집단, 비교집단에 각각 30

명씩 배정할 계획이었다. 백순근(2004)에 따르면, 중앙집중한계정

리에 기초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분석하는 집단별 인원

은 최소 30명 이상이어야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실제 실험은 총 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참여자 수는 각각 32명, 31명이었다. 여기서 불성실한 응답 2개와 조



- 14 -

변인 구분 표본 수 백분율(%)

성별
남 17 32.7

여 35 67.3

학년

1학년 4 7.7

2학년 4 7.7

3학년 12 23.1

4학년 이상 24 46.2

석사과정 6 11.5

박사과정 2 3.8

혼인
미혼 50 96.2

기혼 2 3.8

전공

인문 13 25

사회과학 12 23.1

자연과학 6 11.5

예체능 3 5.8

공학 4 7.7

상경 7 13.5

의약과 2 3.8

사범 5 9.6

작확인 문항에 응답하지 않거나 보통 미만의 점수를 체크한 7개, 통

계적 이상치를 보인 2개를 포함한 총 11개의 사례를 제외하였다. 최

종적으로 분석에 쓰인 사례는 52개이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17

명(32.7%), 여자 35명(67.3%)이며, 학년 및 혼인 상태, 전공, 종

교와 같은 인구 통계학적 정보는 <표1>과 같다.

<표1> 연구 참여자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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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기독교 9 17.3

불교 1 1.9

없음 39 75.0

천주교 3 5.8

계 52 100

실험집단 비교집단 계

남 9 8 17

여 17 18 35

계 26 26 52

  한편, 본 연구의 목적은 수용의 준비단계인 통제 파헤치기 실시 여

부에 따른 수용 정도 및 정서의 변화를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단

계를 시행하고 수용을 하는 실험집단과 준비단계 없이 수용을 하

는 비교집단으로 연구 참여자를 나누었다. 집단별 성별 분표는 

<표2>와 같다. 구체적인 집단의 동질성 검증은 이후 연구 결과에

서 다시 다루겠다.

<표2> 연구 참여자의 집단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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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1) 수용

  수용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Hayes, Strosahl, 

Wilson과 Bissett(2004)가 개발하고, 문현미(2006)가 번안한 수용행동

질문지(Acceptance Action Questionnaire; AAQ-16) 중 ‘기꺼이 경

험하기’에 해당하는 7개 문항이다. AAQ-16은 수용행동과 기꺼이 

경험하기라는 두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

는 수용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이에 해당하는 문항만을 사용하였

다. 기존에 경험적 회피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AAQ-9가 개

발되었으나, 내적합치도와 문항타당도가 낮다는 평가(Bond et al, 

2011)를 고려하여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 쓰인 척도의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이 중 4개의 역채점 문항(2,4,6,7번)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수

용의 정도가 높고, 경험회피의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내적합치

도 계수는 본 연구에서 .815로 나타났다.

   2) 부적정서 및 정적정서

  홍창희(2004)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경험 척도이다. 기

존에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 정서 측정 도구로 PANAS가 있으나, 한

국의 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각에 따라 한국

인의 고유한 정서경험을 측정하는 본 척도를 선택하였다. 정적 정

서경험과 부적 정서경험 2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1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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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총 22문항이다.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있다. 문항 간의 내적합치도 계

수는 홍창희(2004)에서 .90로, 본 연구에서는 .619 로 나타났다. 

   3) 경험에 대한 고통

  떠올린 과거 경험에 대한 고통의 정도는 7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 7점: 매우 고통스럽다)로 평정하게 하였다.

   4) 준비도

  준비도는 통제 파헤치기가 어느 정도로 시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

해 측정하였다. 연구자가 척도를 제작하였기 때문에, 척도의 타당

성이나 신뢰도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총 2개 문항으로,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을 떨쳐버리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불러올 수 있다’,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은 가능한 빨

리 없애거나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문장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질

문하였다. 문항 내용은 다수의 ACT 이론서를 참조하여 만들었다

(Hayes et al, 1999; Hayes & Smith, 2010; Luoma et al., 

2012). 응답은 7점 Likert 척도로 표시하게 하였다. 준비도이기 

때문에 사전설문에서 측정한 후, 통제 파헤치기 단계를 실시한 직

후에 실험집단만을 대상으로 중간설문지를 제공하여 측정하였다. 

내적합치도 계수는 .67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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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작확인

  수용에 대한 표현이 상담 전공자가 아닌 학생들에게 생소하게 느껴

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험 과정에서 수용처치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실천하였는지 측정하였다. 2개의 문항, ‘나는 지시문

의 내용을 이해하였다’, ‘나는 경험을 떠올린 뒤 지시문의 지시에 

따라 몰입하였다’에 7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3.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수용의 준비단계 실시에 따른 효과 차이를 비

교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선택한 연구 설계는 분해 모형

(dismantling design)이다. 분해모형은 요소를 분석하는 상담학 연

구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모형 중 하나이다(Ahn & Wampold, 

2001). 이 모형은 이론상으로 변화의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활발

히 관련되는가(actively involved)를 밝혀내고, 상담 및 심리치료

의 실제에서 어떠한 이론이나 치료를 적용할 때 필요하지 않은 과

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Borkovec, 1990). 분해 

모형을 사용한 연구로 Barlow, Craske, Cerny와 Klosko(1989)가 

있으며, 국내에는 새로운 상담 연구방법론의 하나로 김계현(1996)

에 의해 소개된 바 있다. 

  분해 모형에서는 치료에 결정적이라고 가정된 요소를 포함하거

나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집단을 설계한 후, 실험결과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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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 비교집단

준비단계: 

통제 파헤치기 O X

본 단계: 

기꺼이 경험하기 O O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준비단계인 통제 파헤치기가 치료는 아니더

라도 수용을 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라고 전제하고, 실험집단에는 

준비단계 후 수용을 유도한 반면 비교집단에는 준비단계를 생략하

고 바로 기꺼이 경험하기를 연습하는 본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였

다. 이해를 돕기 위해 <표3>을 첨부한다.

<표3> 집단별 처치 여부

4. 연구 절차

   1) 예비 실험

  연구 설계의 타당도와 실시에서의 보완점을 찾기 위해 예비 실

험을 시행하였다. 참여한 대상은 상담전공 석사 과정 학생 6명과, 

4년제 대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 6명, 일반인 1명이었다. 기존에 

상담전공자만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하였으나, 지시문을 비전공

자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

었다. 이에 추가적으로 상담 전공이 아닌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

로 예비 실험을 진행하였다. 피드백과 수정내용은 아래의 <표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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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수정 내용

고통스러운 과거 경험을 회상하게 될 

줄 몰라서 당황스러웠음. 실험 시작 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실험 동의서 제공시 불쾌한 경험을 떠

올리는 과정에서 부정적 정서가 느껴질 

수 있으며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실험

을 중단할 수 있다는 설명 강조

경험 회상 시기가 짧아 늘리는 것 제안 고통스러운 경험의 시기를 ‘지난 봄’

에서 ‘지난 1년’으로 수정

경험 회상 기록지 작성 시간이 짧거나/

적당하거나/너무 길다

상반된 피드백이 골고루 나와 기존의 

시간(각각 2분) 유지

피피티 화면이 넘어가는지 신경이 쓰

여 몰입이 안됨. 화면 전환시 알림음

이 있으면 좋겠음

피피티 화면 전환 시 종소리 추가

경험 회상 기록지에 예시 있으면 좋을

듯함

기록지1, 2 하단에 간단한 예시 및 

가이드라인 추가

설문지의 ‘현재’라는 시점이 모호함 설문지 작성 안내하는 화면에 ‘현재’는 

실험에 참여하는 지금이라는 설명 추가

대처전략평가지에서 장기, 단기 효과가 

모호함/ 대처전략에 통제나 회피가 아

닌 내용을 다수 적었음

대처전략평가지를 제외하고 통제 파헤

치기에서 간단한 설명과 은유만을 제공

<표4> 예비 실험의 피드백과 수정내용

  주요한 수정사항은 준비단계인 통제 파헤치기에서 사용하려던 

대처전략평가지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대처전략이 통제에 

관한 것이며 장기 단기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하기에 간단한 예시만

으로는 불충분하였고, 특히 대처전략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사

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떠올리기 어렵다는 점

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었다. 한편 수용을 유도하는 지시문에 대

해서는 상담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해와 몰입에 어려움이 없

었다고 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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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료 시간
1 연구 소개 및 동의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 인적사항

2분

2 고통스러운 경험 회상 고통스러운 경험 회상 기록지 5분
3 사전측정 경험에 대한 고통

부적, 정적정서   

기꺼이 경험하기

2분

4 집단별처치 실험집단: 통제 약화시키기

+ (중간측정) + 수용 유도하기

3-4분

비교집단: 수용 유도하기 2분

5 사후측정 조작확인

경험에 대한 고통 

부적, 정적정서   

기꺼이 경험하기 

3분

6 디브리핑 디브리핑문, 소정의 사례 증정 2분
총 소요시간 약 20분

   2) 본 실험

  본 실험의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각각에 대해 아래에서 설

명하겠다.

<표5> 실험절차

   (1) 연구소개 및 동의

  연구자는 수용처치가 정서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라고 

간단하게 소개하고, 실험 중간 과거 경험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정

서적 불편감을 느낄 수 있으며 언제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후 참여자는 동의서를 읽고 서명

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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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 먼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때까지 약 30초간, //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뱉습니다.

#8 이제 당신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봅니다.  

#9 지난 1년, 당신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 수많은 기억이 머릿

속을 스쳐갑니다. // 즐거웠던 때도 슬픈 때도 있네요. 

#10 크고 작은 일들 중, // 당신의 마음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경험은 // 

   (2) 고통스러운 경험 회상

  회상에 앞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실험에 몰입할 수 있도록 30초

간의 심호흡 시간을 주었다. 이후 약 1분간 경험을 떠올리게 한 

다음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이때 서술하는 내

용을 두 단계로 나누었는데, 우선 구체적인 사실정보를 떠올려 언

제, 어디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쓰면서 그 상황에 몰입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그리고 경험에 대한 감정과, 생각, 신체감각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시간을 주었다. 느낌에 대한 서술은 ‘깡

통괴물 관찰하기’ 활동을 참조하여, 신체 감각과 생각, 감정이라는 

각 영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보도록 하였다. 이는 경험 당시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몰입하도록 하기 위한 설정이었다(Hayes & 

Smith, 2010). 경험 서술의 각 단계는 2분씩 실시하였으며, 회상

을 위한 시간을 합쳐 총 5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아래의 <표

6>, <표7>, <표8>은 실험에서 사용된 지시문으로, 표 안에 표

기된 #-는 실험에서 사용한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 번호이다. 

<표6> 명상 지시문

<표7> 경험 회상 지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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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었나요? // 잠시 눈을 감고 그 때의 경험을 떠올려봅니다.

#11 당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 그때 당신은 어디에

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누구와 함께였나요

#12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때까지 약 2분간, //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

해 기록지1에 // 최대한 자세히 적어보십시오. // 단, 생각이나 감정(예. 

이해를 할 수 없다, 화가 난다 등)이 아닌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만 적어

주세요.

#13 고통스럽던 그때로… // 다시 돌아가 있다고 상상해봅니다. 

#14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 기록지2에 가능한 구체적으로 당신의 느낌

에 대해 서술해보십시오. // 당신의 생각과 감정, 몸의 감각에 대해 써주

시면 됩니다. //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때까지(약 2분) 최대한 많이 써

주세요.

#15 이제 사전설문지를 작성해주십시오. // 설문지는 총 2장입니다. // 

다 작성하시면 마우스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 *참고. 이하 모든 설문지

에서 ‘현재’ 또는 ‘지금’은 설문지에 체크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표8> 기록지 작성 지시문

   (3) 사전측정

  경험을 회상하고 기록지에 적어본 다음, 설문지를 통해 처음 떠

올린 경험에 대한 고통의 정도와, 정서, 기꺼이 경험하기의 정도를 

측정한다. 고통의 정도와 정서경험은 다른 문항을 체크하면서 영

향을 받을 수 있기 먼저 측정하였다. 아래의 <표9>는 설문지 작

성 시 지시문으로 쓰인 화면의 내용이다.

<표9> 설문지 작성 지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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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계: 통제 파헤치기 본 단계: 기꺼이 경험하기

� 통제의 타당화

� 통제의 비효율성 설명

� 은유 사용 (괴물과의 줄다리기)

� 기꺼이 경험하기로 연결

� 피하려는 대상 찾아보기

� 바라보기, 알아차리기

� 머무르기

� 간직하기

� 고통의 자리 마련하기

   (4) 단계별 처치 

  수용전념치료 전반에서 처치의 종류는 크게 이론적인 설명, 은유의 

사용, 경험적인 활동으로 나뉜다(Levin et al., 2012). 설명만 사

용할 때보다 은유와 활동을 함께 사용할 때 그 효과가 더 크게 나

타났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각 단계에서의 대략적인 처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

제 사용된 지시문은 처치를 설명하면서 표로 제시할 것이다.

<표10> 수용 단계별 처치 내용

   4-1. 통제 파헤치기

  처음 처치를 구성할 때는 대처전략평가지(Hayes & Smith, 

2010)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파일럿 결과 대처전략에 통제가 아

닌 다른 것을 적는 경우도 많았으며, 통제의 단기적, 장기적 효과

라는 개념이 모호하다고 하여 평가지 사용을 제외하고 처치를 단

순화하였다. 실제로 회피나 통제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간단

한 설명만으로 통제 파헤치기를 시행하기도 한다(Harri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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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당신은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느껴지는 생각이나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17 고통을 피하거나 없애려는 반응은 거의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늘 효과적이지는 않지요. 

#18 고통을 피하거나 없애려는 노력은 //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비유를 하자면, 마치 괴물과의 줄다리기처럼요. 

#19 고통스런 경험 속에서, 당신은 슬픔, 우울, 불안, 분노…여러 이름으

로 불리는 괴물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 그 

괴물은 너무나 힘이 세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 같아 보입니다. // 당신

이 밧줄을 힘껏 잡아당길수록, 반대편의 괴물은 더 세게 잡아당기지요. 그

러면 당신은 이기기 위해 더 힘껏 줄을 잡아당길 테고요. // 그러나 어쩌

면.. 당신이 할 일은 이와 전혀 다른 것이지 않을까요. // 줄다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어쩌면 당신이 할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 당신이 할 일

은 아마도… // ‘밧줄을 내려놓는 일’일 것입니다.

  기존의 활동지가 파일럿 결과 적절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는 

점,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더불어 단회적 처치라는 실험

환경의 제약을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본 실험에서는 간단한 지시문과 

은유만을 사용하였다. 지시문의 내용은 먼저 통제를 사용하는 것

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이것이 늘 효과적이지는 않으며 오히

려 더 큰 고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설명으로 이루어졌다(Harris, 

2009). 그 다음, 설명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 괴물과의 줄다리기 

은유를 사용하였다(Stoddard & Afari, 2014). 은유의 사용은 수용

을 촉진시키고 감정적인 회피나 통제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괴물과의 줄다리기는 통제의 역설을 보여주는 대

표적인 은유 중 하나이다(Hayes et al., 1999; Eifert & Heffner, 

2003). 구체적인 지시문은 아래의 <표11>에 첨부하였다.

<표11> 통제 파헤치기 지시문 및 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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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 이제부터 밧줄을 내

려놓는 연습을 해볼게요.

#25(#18) 지금부터 나오는 문장들을 천천히 곱씹으며 읽어보시기 바랍니

다.

#26(#19) 고통스러운 경험 속에서 당신이 피하고 싶었던 느낌들이 있을 

겁니다. // 특히 어떤 느낌들을 당신은 피하고 싶은가요?

   4-2. 기꺼이 경험하기

  전체적인 과정과 지시문 내용은 ‘깡통괴물 관찰하기’(Hayes & 

Smith, 2010)와 수용에 대한 개념적 설명(Hayes et al., 1999; 

Hayes, 2005)을 참조하였다. 지시문은 수용의 핵심적인 개념을 

포괄하도록 제작하였다. 느낌을 바라보고, 그곳에 머무르고, 간직

하고, 고통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지

시문 제작 과정에서 상담 전공 교수 2인의 검토를 받았다. 

  실험에서 시행할 때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화면을 통해 지시문을 

보여주고, 명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화면은 약 20초 

간격으로 자동 넘김 설정을 하고, 화면 전환 시 작은 종소리가 울

려 이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하였다. 처치가 끝난 후 마음의 안정을 

위해 30초간 깊은 심호흡을 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지시문의 내

용은 <표12>에 있다. 표 안의 (#-)은 실험집단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번호이다.

<표12> 기꺼이 경험하기 지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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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 이제 당신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 가만히   바

라봅니다. 

#28(#21) 그리고 그 느낌들이 있는 곳에 가만히 머물러보겠습니다. 

#29(#22) 그저 그 자리에 느낌들을 간직합니다.

#30(#23) 더 이상 그러한 느낌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 한켠에 고통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31(#24) 다시 천천히, 심호흡을 합니다.

   (5) 사후설문

  처치가 끝난 후, 지시문에 대한 이해와 몰입도를 묻고 조작확인

과 함께 처음 떠올린 경험에 대해 현재 느끼는 고통의 정도, 정서

경험, 수용의 정도를 다시 측정하였다.

   (6) 디브리핑

  실험 종료를 알리고 간략한 디브리핑으로 마무리한다. 소정의 사례

로 문화상품권 5000권을 제공하였다.

5.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수용의 준비단계인 통제 파헤치기 실시 

여부에 따라 수용의 정도와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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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 분석에는 SPSS 24.0이 사용되었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작확인 문항에 대한 응답의 점수를 산출하

고, 실험집단에서 통제 파헤치기가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확인하는 

준비도 문항의 사전, 사후점수에 대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

다. 둘째,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을 위해 연령, 학년 및 종속변

인의 사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셋째, 각각의 

종속변인에 대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 사후점수를 독립표

본 t검정으로 비교하고,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통제하고 사후점수

를 대조하는 공분산분석(variate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종속변인 간 상관관계 및 그 방향성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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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사후 t

M SD M SD

준비도 8.24 2.260 8.96 2.111 -2.335*

Ⅳ. 결과

1. 조작확인

  인간 대상의 실험 연구이기에 실험 참여와 함께 실험집단의 경

우 통제 파헤치기가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우선 실험 참여에 대한 조작확인으로 지시문의 이해도와 몰입도

를 측정하였다. 총 2문항으로 7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4

점(보통이다) 미만의 점수를 체크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총 7개의 

사례는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 모든 참여자는 이해도에

서 평균 6.2점, 몰입도에서 평균 5.86점을 보이며 실험 지시문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실험에 몰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실험집단에서 준비단계인 통제 파헤치기가 의도한대로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해 7점 Likert 척

도로 응답하는 2개 문항의 총점을 산출하였다. 대응표본 t검정 결

과, 실험집단에서 사전준비도(M=8.29, SD=2.293)에 비해 사후준

비도(M=9.04, SD=2.111)의 평균값은 유의미한 정도로 증가하였

다고 나타났다. 이로써 실험집단에서 준비단계가 제대로 시행되었

음을 알 수 있었다.

<표13> 실험집단 준비도 대응표본 t검정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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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n=26) 비교(n=26) t

M(SD) M(SD)

나이 23.31(3.056) 22.58 (3.126) .852

학년 3.65(1.129) 3.50 (1.208) .474

경험 고통 5.00(1.309) 5.08(1.018) -.242

기꺼이 하기 27.38(7.223) 26.12(7.453) .624

부적정서 33.2310.734 37.087.662 -1.487

정적정서 16.886.009 18.547.532 -.875

2. 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두 집단이 동질적임이 전제되어야 연구 결과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므로 해석에 앞서 집단의 사전 동질

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다. 

  검정 결과, 두 집단은 인구 통계학적 측면(나이, 학년 등)에서 동질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속변인의 사전 점수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교집단에서 부적정서가 다소 높기는 하

였으나, 해석에 영향을 줄 정도로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전

반적으로 두 집단은 동질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표14> 집단 간 사전 동질성 확인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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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전 사후 차이 

(사후-사전)M SD M SD

고통
실험 5.00 1.309 3.65 1.468 -1.35
비교 5.08 1.018 3.92 1.197 -1.16

합계 5.04 1.154 3.79 1.333 -1.25

3. 종속변인의 점수 변화

   (1) 경험에 대한 고통 변화 

  사전 측정 이전에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떠올리게 하였는데, 이 

경험에 대한 고통의 정도를 처치의 사전과 사후에 7점 Likert척도

(1점: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 7점: 매우 고통스럽다)로 평정하게 

하였다. <표15>와 [그림1]은 각각 경험에 대한 주관적 고통 점수

의 기술통계량과 사전, 사후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표15> 집단별 경험에 대한 고통 점수의 기술통계

[그림1] 집단별 경험에 대한 고통 점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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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전 사후 차이 

(사후-사전)
M SD M SD

기꺼이 

경험하기

실험 27.38 7.223 33.73 5.532 6.35
비교 26.12 7.453 30.27 8.092 4.15

합계 26.75 7.295 32.00 7.082 5.25

   고통의 평균 점수가 실험집단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조금 더 많

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점수 차이는 1점 미만으

로 매우 작았다. 독립표본 t검증이나 사전고통의 점수를 공변량으

로 통제한 공분산분석도 시행해보았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2) 기꺼이 경험하기의 변화 

  기꺼이 경험하기, 즉 수용의 정도는 총 7개 문항, 7점 Likert 척도

로 응답하여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값이 49점이다. 아래의 <표16>는 

기꺼이 경험하기 점수의 기술통계이다. 사후점수는 두 집단에서 

모두 조금씩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폭은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사후점수에서 비교집단의 표준편차

가 실험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6> 집단별 기꺼이 경험하기 점수의 기술통계

  한편 기꺼이 경험하기 점수에 대해 사전 기꺼이 경험하기 점수

를 공변량으로 통제하여 공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두 집단 간 

사후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다음의 

<표17>를 통해 구체적인 값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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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분산
(사전 기꺼이하기) 1436.655 1 1436.655

4.205*
실험/비교 82.861 1 82.861

오차 965.576 49 19.706

합계 2558.000 51

*p < .05

집단
사전 사후 차이

(사후-사전)
M SD M SD

부적정서 실험 33.23 10.734 24.62 8.050 -8.61

비교 37.08 7.662 26.54 7.946 -10.54

합계 35.15 9.436 25.58 7.970 -9.57

정적정서 실험 16.88 6.009 23.62 7.161 6.74

비교 18.54 7.532 25.42 9.352 6.88

합계 17.71 6.798 24.52 8.297 6.81

<표17> 사후 기꺼이 하기 점수 공분산분석

   (3) 정서의 변화 

  정서의 변화는 부적정서와 정적정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두 정서는 각각 11개 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여 나올 수 있

는 가장 큰 값은 55점이다. 분석에는 각 정서에 대한 응답의 합계 점

수를 사용하였다. 아래의 <표18>은 간단한 기술통계량이다.

<표18> 집단별 부적정서 및 정적정서 점수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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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부적정서의 사전, 사후 점수를 두 집단에서 비교하였다. 아

래의 [그림2]에서 나타나듯이 부적정서는 두 집단에서 유사한 감

소폭을 보였다. 비교집단에서 사전 부적정서 점수가 더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부적정서는 오히려 비교집단에서 더 많이 감소하였다. 

[그림2] 집단별 부적정서 점수의 변화

  추가적으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t검정시 유의확률은 .390으로 나타났고, 

사전 부적정서 점수를 통제한 공분산분석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한편, 정적정서 또한 두 집단에서 증가폭이 유사하게 나타났으

며 오히려 비교집단에서 정적정서의 증가폭이 실험집단보다 큰 것

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의 [그림3]은 이와 같은 결과를 한눈에 보

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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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집단별 정적정서 점수의 변화

  정적정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독립표본 t검정과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찾을 수 없었으며, t검정의 

유의확률은 .438에 머물렀다. 

4. 변인 간 관련성

   (1) 수용과 준비도 

  실험 집단 내에서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후준비도 및 

준비도 증가율과 사후수용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

다. 아래의 <표19>를 참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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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수용

사후준비도 .657***

준비도증가율 .658***

***p < .001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표준화 t 유의확률

β 표준오차 β
부적정서

감소율

수용

증가율

.393 .149 .350 2.643 .011*

R=.350 R2=.123, 수정된 R2=.105

*p < .05

<표19> 수용과 준비도 상관분석

  상관계수의 값은 각각 .657과 .658로 0.7미만이기 때문에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으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사후준비도

가 증가하면 사후수용도 함께 증가하며, 준비도 증가율이 높아지

면 사후수용도 함께 높아짐을 알 수 있다.

   (2) 수용과 부적정서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수용의 정도가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은 부적정서가 더 많이 감소하는 것에 유의미

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수용증가율은 부적정서감소율에 유의

미한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결과는 아래의 <표20>를 통해 

제시한다.

<표20> 수용과 부적정서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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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값이 .40보다 낮은 .350으로, 두 변수 사이에 상관이 없이 독립적

인 것으로 밝혀져 해석이 가능하다. 회귀모형은 유의확률 p=.011에서 

F값이 6.983의 수치를 보였다. β값은 .393으로 나타났으며, 회귀

식에 대한 R2=.123으로 12.3%(수정된 R2값에 의하면 10.5%)의 

설명력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즉, 수용 증가는 부적정서의 감소

를 12.3%만큼 예측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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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수용전념치료에서의 수용 처치를 준비단계인 통

제 파헤치기를 실시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누어 그 효과를 

수용의 정도와 정서 및 경험에 대한 고통의 변화를 통해 비교하고

자 하였다. 이를 경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실험집단에는 준비단

계인 통제 파헤치기 실시 후 수용하도록 하였으며, 비교집단은 바

로 수용을 하도록 하는 분해설계를 사용하였다. 실험은 4년제 대

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으로 총 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과 실험참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사례를 제외

한 52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SPSS를 사용하였고, 조

작확인 및 통제 파헤치기 실시를 점검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각각의 종속변인에 대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대조하는 독립표

본 t검정 및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 간의 상관관계와 방향

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실험집단에서 비교집단보다 사후 수용의 정도가 유의미한 정

도로 증가하였다. 사전 수용의 정도를 공변량으로 통제한 공분산분석 

결과 수용의 증가가 두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더불

어 실험집단에서 준비도(통제 파헤치기가 실시된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의 증가 및 사후준비도는 사후 수용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수용의 준비단계로 통제 파헤치기가 실제로 수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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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준비도는 수용 외에 정서나 경험에 대한 고통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 혹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정적 및 부적정서, 고통의 정도가 변화

하는 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결

과에서도 준비도는 다른 어떤 변인과도 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 

한편,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용증가율은 부적정서감소율

을 12.3%로 예측하고 있었다. 이는 수용을 더 많이 할수록 부정

적인 정서 경험에 대한 부적정서가 줄어든다는 Shallcross 등

(2010)의 실험결과와 일치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통제 파헤치기는 수용을 촉진하는 준비단

계로서 효과를 보였으나, 수용이 부적정서에 영향을 준 것과 같이 

그 자체로 정서의 변화나 경험에 대한 고통에 영향을 주는 치료적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통제 파헤치기가 충분히 실시되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실제로 실험집단 내에서 준비도

의 사전, 사후 대응표본 t검정 결과는 유의확률 .05이내에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그쳤다. 이는 본 연구에서 통제 파헤치기를 

위해 실시한 처치가 다소 미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명상을 유도하며 화면에 간단한 지시문과 

괴물과의 줄다리기 은유를 띄워 눈으로 읽게 하는 것이었던 반면, 

기존 연구에서는 지시문을 음성으로 들려주는 경우가 많았으며

(Eifert & Heifner, 2003; Hofmann, Heering, Sawyer, & 

Asnaani, 2009), 괴물과의 줄다리기 은유와 함께 중국의 손가락 

그물1)을 주고 사용하도록 하여 경험의 통제가 얼마나 소용이 없고 

1) 양쪽에 손가락을 넣고 한쪽에서 잡아당기면 반대쪽이 점점 조여서 손가락을 

뺄 수 없게 됨 (Hayes & Smit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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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 하는지 참여자가 직접 체험하도록 한 

실험도 있었다(Eifert & Heifner, 2003). 지시문을 읽기만 하는 

것이 임팩트가 적었다는 연구참여자의 보고를 함께 고려할 때, 기

존 실험에서 사용한 처치에 비해 본 연구에서 실시한 통제 파헤치

기는 그 효과가 미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아울러 본 연구는 여러 제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수용의 정도

에 영향을 주는 개인 변인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였다. 전반적인 

수용의 정도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

만, 비교집단에서도 일부 사례는 수용의 점수가 크게 증가하거나 

반대로 실험집단에서 수용 점수가 큰 증가폭을 보이지 않는 경우

도 있었다. 이는 두 집단 간 사전동질성 검증에서 파악되지 않은, 

수용의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개인 요인의 영향일 가능

성이 보여준다. 예컨대 수용-행동 질문지-Ⅱ의 타당화 과정에서, 

본 척도가 성격 5요인의 세 변인(외향성, 성실성, 신경증)보다 

7-15% 추가로 설명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해보자(허재홍, 최

명식, & 진현정, 2009). 성격요인 및 불안, 우울 정도 등이 수용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려면 사전 조사 시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는 방법이 있다. 수집할 정보를 명확히 하

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격 특성 및 기능 상태와 같은 변인과 수용 

및 통제 파헤치기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41 -

  둘째, 실험환경의 제약에 따라 처치의 시간이 짧고 다소 파편적

인 측면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몇 분 단위의 상당히 단기적인 처

치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수용 및 통제 파헤치기 중에서도 단편

적인 부분만을 연구한 셈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처치 시간을 

연장하여 통제 파헤치기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대처전략

활동지(Hayes & Smith, 2010)와 같이 통제 전략을 이해하고 장, 

단기적 효과를 비교하거나, 손가락 그물과 같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보다 깊이 있고 다양한 통제 파헤치기 

처치를 시도하는 연구를 해봄직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수용이라는 요소를 더 면밀히 나누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을 시행 절차상의 구분을 통해 준비단계인 통제 파헤

치기와 본 단계인 수용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때문에 수용 안에 

포함된 여러 요소―예컨대 마음 챙김 혹은 알아차리기 등―을 면

밀하게 구분하여 각각의 효과를 살펴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앞으

로의 수용전념치료 및 수용에 대한 요소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수

용의 세부 요소 각각의 효과 및 영향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방향으

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그럼에도 본 연구는 수용을 시행 단계에 따라 준비단계와 본 단

계로 구분하고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비교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준비단계인 통제 파헤치기는 상담 및 심리치료 실제에서 생

략되거나 그 길이나 처치 방식에 있어 일관성 없는 형태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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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본 연구는 통제 파헤치기를 시행하는 것이 수용을 하도록 

촉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준비단계의 필요성

을 알리고, 동시에 그 동안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의 일부로 다소

간 의례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준비단계의 효과성을 경험적으로 뒷

받침하였다.

  또한 통제 파헤치기는 수용을 촉진하나 그 자체로 치료적 효과

가 없음을 밝혀낸 한편, 수용은 부적정서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는 수용을 이루는 구성 요소 중 

어떤 것이 부적정서를 완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불러오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단계적 구분에서 

나아가 수용의 어떤 요소가 정서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등을 살

펴보는 보다 세밀한 요소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수용전념

치료 및 수용의 구성요소를 나눔으로써 요소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국내 연구에서 실험을 통

해 수용전념치료나 수용의 세부적인 구성요소를 나누고 그 효과를 

비교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를 출발점으로 이론의 

발전과 상담 및 심리치료에의 효과적인 적용을 가능케 하는 수용

전념치료 및 수용처치에 대한 요소 연구가 보다 활발해지기를 기

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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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실험 안내문 및 인구통계학적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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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지1

언제/무엇이/어떤 상황이었는지

기록지2

(예) 신체감각-머리가 지끈거림, 손에 땀이 참/ 생각-나는 왜 이 모양일까, 망했다 등

감정-화가 남, 절망스러움, 불안함, 침울함, 외로움, 공허함, 우울함, 무기력함 등

부록2. 경험 회상 기록지

※본 양식은 기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실험이 끝난 즉시 연구자가 

파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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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고통스럽지 않다 매우 고통스럽다

1 2 3 4 5 6 7

문 항

전혀 

그 렇 지 

않다

조금 

그 렇 지 

않다

보 통 이

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분노한

2. 부아가 나는

3. 즐거운

4. 행복한

5. 신경질 나는

6. 편안한

7. 기가 막히는

8. 상실감 느끼는

9. 쾌감을 느끼는

10. 짜증나는

11. 홀가분한

12. 두려운

부록3. 경험에 대한 고통의 정도 및 한국 정서경험 척도

당신이 떠올린 경험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고통의 느끼십니까? 해당하

는 숫자에 O표 해주세요.

현재 당신이 다음의 감정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해당되는 칸에 O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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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겁나는

14. 만족스러운

15. 희망적인

16. 좋아하는

17. 속상한

18. 자랑스러운

19. 소외감 드는

20. 마음 끌리는

21. 억울한

22. 후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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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우울하거나 불안해도 괜찮다. 1 2 3 4 5 6 7

2.

원치 않는 생각이나 감정이 들면 이를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억제하려고 애쓴

다.

1 2 3 4 5 6 7

3. 내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4. 불안은 나쁘다. 1 2 3 4 5 6 7

5.
불안, 걱정 및 감정을 통제하는 것에 대

해 별로 염려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6. 우울하거나 불안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1 2 3 4 5 6 7

7.

내가 인생에서 겪은 모든 고통스런 경

험을 없앨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1 2 3 4 5 6 7

부록5. 기꺼이 경험하기 척도

당신이 현재 경험하는 것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판단하여 해당되는 숫

자에 O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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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아니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을 떨쳐버리

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불

러올 수 있다.

1 2 3 4 5 6 7

2.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은 가능한 

빨리 없애거나 피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6 7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지시문의 내용을 이해하였다. 1 2 3 4 5 6 7

2.
나는 경험을 떠올린 뒤 지시문의 지시

에 따라 몰입하였다.
1 2 3 4 5 6 7

부록6. 통제 파헤치기 점검문항 및 조작확인 문항

당신은 다음의 문장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해당되는 정도에 O표 

해주세요.

지시문을 보며 당신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가장 잘 나타내는 정도에 

O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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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Stepwise Acceptance 

on Psychological Acceptance 

and Emotion 

Halin Chung

Educational Counseling,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nalyzed components of acceptance, one of the 

six core processes of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Acceptance was divided into two procedures: a) 

undermining control as a preparation stage and b) acceptance. 

During the experiment, participants recalled their painful past 

experience and wrote down thoughts, emotions, and bodily 

sensations on it. According to dismantling model, the experimental 

group went through undermining control and acceptance, whe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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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group moved on to the acceptance stage without 

preparation. Fifty-two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showed the result as followings: 1. ANCOVA. Post acceptance 

score presen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wo groups; 

higher in the experimental group. 2. Correlation analysis. 

Post-score and rate of increase of undermining control were 

highly relevant to acceptance. 3. Regression analysis. The increase 

of acceptance predicted the decrease of negative emotion. The 

result suggests that preparation stage is helpful in encouraging 

acceptance, yet doesn’t have any distinctive effects unlike 

acceptance reducing negative emotion. As the first component 

study of ACT in Korea, this study may have great influence on 

encouraging future component study on ACT and acceptance.

Keywords :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acceptance/willingness, undermining control, component study, 

dismantling design

Student Number : 2015-2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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