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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상담의 목적은 사례마다 각기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내담자의 부적 정

서를 줄여 정서적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있고, 그동안의 상담연구 또한 부

적 정서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 한편,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심리적 어려움이나 장애가 소멸되더라도, 긍정적 정

서의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담자의 증상과 장애가 재발한다는 문제

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상담에서 내담자의 부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정적 정서를 증가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며, 기존 상담연

구가 미진했던 정적 정서를 높이는 개입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신에 대한 자비를 키우는 것이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행복에 효

과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정적 정서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개입 중에서도 자신에게 자비를 키울 수 있는 자기자비 개입에 초점

을 맞추었다. 자기자비란 자신이 겪는 마음의 고통을 피하거나 단절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고통을 경감시키고 치유하고자 자기 자신을 친절히 

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비 개입이 실제로 다른 개입 방법 보

다도 정적 정서를 높이는데 영향이 큰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자기자비 개입이 주의분산 개입에 비해 사회적 배제 경험 이

후 행복감이 증가하는 정도가 더 클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이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는 서울지역에 소재한 일반 대학생 9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

며, 이 중 파일럿 연구참여자 24명과 실험개입을 알아채는 등 결과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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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지 않은 연구참여자 8명을 제외하였다.

실험의 순서는 먼저 연구참여자의 특질 자기자비와 자존감 정도를 측정

하였다. 이후에 사이버볼 게임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동일한 부정적 사회

적 배제 상황을 경험하게 하였다. 사이버볼 게임은 인터넷을 통해 가상의 

사람들과 서른 번 정도 공을 주고받는 게임으로, 연구참여자들에게는 공이 

한 번 밖에 전달되지 않게 하여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자기자비 

개입의 효과성을 다른 개입 방법과 비교하기 위해, 게임에 참여한 연구참

여자들을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자기자비 개입과 주의분산 개입을 진행

하였다. 두 집단 모두 글을 쓰게 함으로써 각각의 개입을 진행하였는데, 자

기자비 개입 집단은 자기친절, 인간의 보편성, 마음챙김 요소에 맞춰 총 12

분동안 글을 쓰도록 하였고, 주의분산 개입 집단은 정서적 감정을 배제한 

채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글을 적게 하였다. 그 이후, 

개입 전과 후에 행복감 및 우울감을 측정하여 실험 집단 및 집단 간 차이

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는 공분산분석(ANCOVA)을 통해 분석하였고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2.0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 자기자비 개입 집단이 주의분산 개입 집단에 

비해 사회적 배제 경험 이후 행복감의 증가 정도는 더 컸으나, 우울감의 

감소 정도에서는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담자의 심리적 어려

움을 감소시키면서,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개입방법을 찾을 때, 자기자비 개

입이 행복감을 증가시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상담 시 자기자

비 개입을 권장할 수 있는 연구근거를 강화하였다. 둘째, 일반인을 대상으

로 실험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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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적 정서를 증가시키는데 자기자비 개입이 예방적 차원의 상담 접근

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사회적 배제 상황을 사이버볼 게임

을 통해 동일하게 통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에 비해 연구의 엄밀성을 

높였다. 넷째, 기존의 자기자비 연구들은 연구대상자들의 상태 자기자비 증

가여부를 밝히지 않은 반면, 본 연구는 실제로 상태 자기자비가 증가하는

지 여부를 밝혔다. 또한 상태 자기자비의 여섯 가지의 하위요소별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는지 하위요소별로 세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어 : 자기자비, 사회적 배제, 주의분산, 행복감, 우울감, 사이버볼 게임, 

긍정심리학

학  번 : 2015-2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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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심리, 진로 등 다양한 영역의 상담 사례들은 각각의 상담 목적을 가지

고 있다. 상담을 받는 이유와 목적은 각기 다르겠지만, 내담자의 심리적 어

려움을 줄이고, 행복감을 증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의

견을 보일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행복감

을 증가시키는 데에 적절한 상담방법과 개입을 적용하게 된다. 어떠한 상

담 방법이 내담자의 부적 정서를 줄이고 정적 정서를 증가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인지를 연구하는 것은 상담 연구에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것 뿐 아니라, 정적 정서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심리적 어려움이나 장애가 소멸되더라도, 긍정적 정서 경험

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증상과 장애가 재발되고 문제가 악화되어 반복

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Wood & Tarrier, 2010). 즉, 

심리적 안녕감이 없다면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 상황이나 역경의 대처에 취

약한 것이다. 내담자가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돕는 길은, 증상의 제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함양하고 고

양하는 데 있다(Ryff & Singer, 1996). 이러한 점에서 상담의 방향도 부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내담자가 어떤 출발선상에 있든지에 

상관없이 긍정적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의 국내 상담연구는 정적 정서를 증가시키는 방법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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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 정서를 줄이는 것과 관련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왔다. 국내의 주

요 상담학 학회지인『상담학 연구』에서 10회 이상 동시출현한 키워드를 

분석한 연구(조남옥, 2017)에 따르면, 우울감 등에 대한 연구는 2003~2007

년 사이에 25번 이상 언급되었고, 2008~2017년 사이에는 35번 언급되어 논

문의 주제어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긍정적 감정을 나타내는‘주

관적 안녕감’이라는 키워드는 2008년에 이르러서야 주요 키워드로 선정되

었고, 총 18회 언급으로 최근 2008~2017년 사이에 8위에 그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적 정서를 높이는 개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과연 어

떠한 개입이 정적 정서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선행 연구를 참

고할 필요가 있다. 수세기의 연구 결과, 자비를 키우는 것이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행복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고 보

았다(Ladner, 2013). Gilbert(2010)는 비합리적 신념과 부정적 사고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인지치료 등의 여러 치료방법이 기

여를 해왔지만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행동변

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원인으로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내적 목소리가 냉정하고 비난적인 어조라는 것에 착안하여 왜곡된 인지를 

바로잡는데‘따뜻한 목소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부적 정서를 줄이면서도 정적 정

서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Gilbert, 2010),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태도

를 유지하게 되면 인지적으로나, 체험적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누군가 자기 수용을 위해 자신에 대한 판단과 비난을 멈추면 부정적 

감정이 감소하고 생각과 감정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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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drickson, 2001). 그리고 자기 친절은 자의식을 약화시키고 다른 사람들

과 연결된 정서를 느끼도록 해준다(Fromm, 1963; Neff, 2003a 재인용). 반

대로, 나만 실패를 겪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비난과 판단하

는 정도를 줄여준다(Rubin, 1975; Neff, 2003a 재인용). Neff의(2003a) 자기

자비 개념은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Neff가 

정의한 개념을 따르고자 한다. 자기자비가 행복감과의 연관성이 높은 점

(Hollis-Walker & Colosimo, 2011; Neff, Rude, & Kirkpatrick, 2007)도 자기

자비 개입이 행복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개입임을 지지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자기자비(Self-compassion)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자기자비란,‘자신의 고통에 마음이 움직이고 열려있는 것으로, 고통을 

피하거나 단절하지 않으면서 고통을 경감시키고, 친절함으로 스스로를 치

유하려는 소망을 일으키는 것’이다(Neff 2003a; Gilbert, 2010). 또한 Neff

는 자기자비와 관련된 척도를 개발한 유일한 연구자인데, 이는 본 연구에

서 자기자비 척도를 통해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자비 변인을 통제

하고, 실제 자기자비가 증가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에 유용하다는 점에서 연

구의 변인과 개입의 일관성을 높여줄 것이라 기대된다. 

자기자비의 세 가지의 하위 요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소는‘자기친절’이다. 자기친절은 고통스런 감정, 또는 실패에 직

면할 경우에도 자기 자신에게 관용적인 것을 뜻한다. 두 번째 요소인 ‘보

편적 인간성’은 고통과 실패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기에 피하기 어렵고,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고독감에서 벗어나 인간들이 비슷한 경험과 정서를 

느낀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음챙김’ 요소는 자신의 

정서를 과장하거나 억지로 외면하지 않고, 순간 멈추어서 자신의 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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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는 것을 말하는데(Neff, 2003a, 2003b), 조용래와 노상선은(2011) 기존

의 마음챙김의 정의와 비슷하다고 보았다. 마음챙김의 반대되는 개념은 지

나치게 감정에 몰두되어 있는‘과동일시’이다. 자기자비는 세 가지 요소

로 구성되어 있지만, 세 가지 요소가 상호 독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기자비 개입이 행복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보는 데는 다음 두 가지 

근거에 기반한다. 첫째, 자기자비 개입이 부적 정서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행복감 등의 정적 정서를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그러하다(Leary et al., 

2007; 조용래, 노상선, 2011). 둘째, 자기자비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

감과 상관이 높다는 점이다. 자기자비는 긍정적 심리적 강점인 행복감, 낙

관성, 지혜, 호기심 등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완석 등 

2013; Hollis-Walker & Colosimo, 2011; Neff, Rude, & Kirkpatrick, 2007). 

이러한 점에서 자기자비 개입을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개입으로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비 개입이 행복감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해서 이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개입 이후에‘정

서’가 변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긍정적 정서 중에서 가장 대표적

인 정서는‘즐거운’, ‘행복한’등의 감정이고, 부적 정서의 경우는 우울

감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복한’, ‘쾌활한’, ‘기쁜’, 

‘즐거운’을 아울러‘행복감’이라는 변인으로 잡고, ‘우울한’, ‘슬

픈’, ‘의기소침한’,‘낙심한’을 아울러 우울감이라는 변인으로 연구하

고자 한다. 특히 우울감이라는 정서는 그동안 연구가 많이 되어 왔던 대표

적인 정서이고(조남옥, 2017),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때가 많고, 우울증으로 

증상이 확대되었을 경우, 재발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권석만, 2004).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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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대상이 대학생인데, 우울감이 20~30대 때에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

문이다(권석만, 2004). 따라서 본 연구는 여러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 중에

서도 행복감과 우울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연구대상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포함

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자기자비 개입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그 개입의 대상을 임상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

로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이는 자기자비 개입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자기자비 개입의 일부만을 다룬 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포함시킴으로써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연구 의의를 가지고자 한다. 첫째, 대부분의 일반적

인 사람들도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Diener, 2000), 행복감을 증가시키

는 개입이 적용된다면, 심리적 어려움을 예방하는 영역으로 상담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1) 둘째, 자기자비 개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

할 가치가 높은 개입임에 비해, 기존의 국내 자기자비 개입과 관련된 연구

는 주로 자기비난이 높거나, 수치심이 높은 사람 등 임상적인 어려움을 겪

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가 되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자

기자비 연구는 한 건(조용래, 노상선, 2011)에 그친다. 이는 자기자비 개입

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행복감을 증가시키고 예방적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

는 가능성에 비해 부분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인을 대상으

로 자기자비 개입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1) 한국, 미국, 그리스, 아르헨티나, 바레인 등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
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행복을 첫 번째로 꼽았다는 연구가

(Diener, 2000)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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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연구참여자들에게 일시적으

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사회

적 배제상황을 경험하게 하는데, 연구참여자들에게 사회적 배제 상황을 제

시하는 연구의 의의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사회적 배제가 일어날 경

우 행복감과 부적 상관이 있고(김연희 외 2012), 우울감과 부적 관계

(Marcus & Askari, 1999; Williams, et al., 2000; Buckley, Winkle, & Leary, 

2004; Williams & Sommer, 1997)가 있다는 연구에 근거해, 행복감의 증가 

정도와 우울감의 감소 정도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둘째, 자기자비 개입을 

통해 행복감이라는 정서를 체험이 가능하다면, 이는 자기자비 개입이 치료

적 차원과 예방적 차원 두 가지 접근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

는데, 치료와 예방적 접근이 꾸준히 시도되는 영역으로 집단따돌림 등의 

학교 폭력 등을 들 수 있고(김광수, 2013), 이때 핵심적인 갈등이 사회적 

배제라는 점이다. 셋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배

제는 일상적으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점이다. 사

회적 배제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감정과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집

단따돌림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을 

보고한 연구에서 연구참여자 중 8.7%가 교내에서 집단따돌림 피해를 받는

다고 답했다(김상희,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대상에게 집단 따돌림

과 관련된 사회적 배제 상황을 제시하였다. 사람마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경험들은 각기 다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 상황을 일정하

게 제시하고 실험 상황에서 바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사이버볼 게임’을 

사용하였다. 

사이버볼 게임은 대인관계의 수용 및 배제에 관한 연구 패러다임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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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연구참여자가 다른 두 세 명의 사람들과 온라인상에서 공을 주고받

는 게임을 한다고 믿도록 조작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Williams, Cheung, 

& Choi, 2000). 총 30번 정도로 서로 공을 던지는데, 실험자는 게임 초기에 

2번 정도 공을 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공을 받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조작

하여, 이 게임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는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느끼게 

된다. 사이버볼게임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존재감, 소속감, 통제감, 자존감 

등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Zadro, 2004). 국내에서도 사이

버볼을 사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볼 게

임에 참여한 이후에 우울감 등과 같은 부적감정, 분노, 공격성 등이 증가한

다고 연구되었다(김나영, 2014; 김은하, 2011; 용정순, 2007; 윤정순, 김창대, 

2010; 이정민 2012).

또한 자기자비 개입이 다른 방법에 비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

을 할 때,  실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비교군을 상정하고자 한다. 비교군

은 주의분산 개입으로 상정하였다. 주의분산 개입이란 부적 감정 상황에서 

벗어나 주의를 돌려 다른 활동으로 주의를 옮기는 것이다

(Nolen-Hoeksema, 1991). 주의분산 개입을 비교군으로 상정한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우울감을 종속변인으로 하는데, 그동안 상담연구

에서 우울과 관련하여 주의 분산 개입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꾸준히 되어

왔기 때문이다. 주의분산 개입은 Nolen-Hoeksema는 반응양식이론

(Response Style Theory)을 통해, 주의분산 반응양식이 우울로부터 외부로 

초점을 옮김으로 인해 우울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되어 왔고(Just & 

Alloy, 1997; Nolen-Hoeksema, 1987; Nolen-Hoeksema, 2000; 

Nolen-Hoeksema & Morrow, 1993; Nolen-Hoeksema, Morr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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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drickson, 1993), 국내에서도 주의분산방식이 우울감을 감소시키는데 효

과성을 입증하려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왔다(박윤아, 2004; 안선희, 김

은정, 2016). 주의 분산 개입이 꽤 적응적인 대처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행

복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주의분산 개입은 회피 대응적 방안이라는 점에서(Zeidner, 1995) 행복감을 

느끼게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자기자비 개입의 필요성을 더 

입증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주의분산 개입을 비교군으로 

상정하였다. 

본 연구는‘순간적으로 발생한 감정’을 조절하는 전략으로써 자기자비 

개입이 효과가 있다는 점을 연구하기 위해, 자기자비 개입 횟수를 1회로 

한정했다. Leary 등의 연구(2007), 조용래와 노상선의 연구(2011), 김유진의 

연구(2015)에 따르면 단회적 개입만으로도 낮은 시험 성적, 개인에게 발생

한 불쾌한 사건, 외상정서에서 발생한 부적 감정들을 완화하고 정적 정서

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경험을 겪은 이후에 자기자비 글쓰기 단

회 개입을 받은 집단이 주의분산 글쓰기 단회 개입을 한 집단에 비해 행복

감이 증가하는 정도와 우울감이 감소하는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2.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경험을 겪은 이후에 자기자

비 글쓰기 개입을 받은 집단이 주의분산 글쓰기 개입을 받은 집단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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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감이 증가하는 정도와 우울감이 감소하는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가?’이다.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따라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

과 같다.

가설 1. 자기자비 개입이 주의분산 개입에 비해 사회적 배제 경험 이

후 행복감이 증가하는 정도가 더 클 것이다. 

가설 2. 자기자비 개입이 주의분산 개입에 비해 사회적 배제 경험 이

후 우울감이 증가하는 정도가 더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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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행복감과 우울감

1) 행복감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고 싶어 하며 행복을 추구한다. 미국, 

그리스, 한국, 아르헨티나, 바레인 등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행복을 첫 번째로 꼽

았다(Diener & Seligman, 2002).

여러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보니, 행복과 관련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Nettle, 

2006). 기쁨이나 즐거움처럼 아주 직접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말과, 만족이

나 흡족과 같이 보다 지속적이고 심오한 것을 표현하는 말로 구분하고 있

으며, 행복과 관련된 어휘나 개념들은 일상적인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를 

의미한다. 본 이런 뜻에서 행복의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자면, 1단계 행복

은 순간적인 느낌들로 기쁨과 즐거움을, 2단계 행복은 기쁨과 즐거움 같은 

구체적인 느낌이 아니라, 느낌들의 전체적인 균형 상태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흡족함과 삶에 대한 만족을 의미한다. 3단계 행복은 삶

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스스로 선택한 자아실현의 삶을 구현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Nettl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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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순간적으로 발생한 부적 감정’을 조절하는 전략으로

서 자기자비 개입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1단계의 순간적인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정의에 기초한다. 자기자비 개입을 통해 행복감을 증

가시킴으로써, 그 순간에 연구참여자에게 행복한 정서를 체험하게 한다. 정

서를 체험하는 것은 정서적 변화과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Greenberg 

& Paivio, 1997)는 점에서 이러한 정서를 알아차리고 체험하는 것이 곧 변

화과정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2) 우울감

우울감은 우울한 기분, 죄책감, 무가치함, 절망감을 의미하며 우울감이 

지속됨에 따라 정신운동적인 지연, 식욕 감소, 수면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

나게 된다(Radloff, 1977). 이러한 우울감은 그 정도와 빈도에 따라 심할 경

우 우울증과 같은 기분 장애로 이어져 자살사고와 자살동기를 증가시킨다

(Harwood, Hawton, Hope & Jacoby, 2001; Hawton, Comabella, Haw & 

Saunders, 2013). 

우울감이 지속되면 심리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심리학 분야에서 우울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

져 왔다. 관련된 연구는 크게 주의분산 개입과 Beck의 인지치료(Beck et 

al., 1996) 등이 있다. 최근에는 자기자비 개입을 통해 우울감을 감소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조현주, 현명호, 2011; 유연화, 이신혜, 조용

래, 2010; 박혜린, 2015 등 다수). 관련된 연구는 자기자비 개입을 통해 우

울감이 감소되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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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여러 개입 중에서 자기자비 

개입을 위주로 우울감의 감소 정도를 보면서 비교군으로 주의분산 개입을 

상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의분산 개입을 비교군으로 상정한 이유는, 주

의분산 개입은 회피 대응적 방안이라는 점에서(Zeidner, 1995) 행복감을 느

끼게 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이 자기자비 개입의 필요성을 더 

입증시켜줄 수 있을 것이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2. 자기자비 개입과 주의분산 개입

1) 자기자비 개념 

자기자비의 개념과 관련하여서 이를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는 자기자비

의 개념에 국한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상적으로 쓰이는‘자비’라는 개

념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자비’라는 단어 앞에 ‘자기’라는 단어를 

붙이면 이 두 단어를 단순히 합한 개념이 아닌, 연구 분야에서 조작적 정

의로 사용되는 개념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연구 분야에서 자기자비를 우

리나라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비’의 티베트 원어인 ‘니잉-제

(nying-je)’를  원어의 뜻을 살리기 위해 자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

고, 이로써 자기자비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자비라는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자비의 티베트 원어인‘니

잉-제(nying-je)’는 마음의 모든 상태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것, 즉 사람

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정서 중에서도 자비가 최고라는 뜻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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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Ladner, 2013). ‘nying’은 가슴(heart)을 의미하고, ‘je’는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고귀하다는 의미로, 가슴으로 느끼는 인간에게 가장 고귀

한 감정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 보다 일반적인 뜻으로는 Dalai Lama는 

'자신과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깊게 헌신하는 것

'(Gilbert, 2010), 그리고 '어미가 자식을 사랑스런 존재로 여기고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같은 것으로 자기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

한 연민의 감정이 아니라, 자신보다 소중한 존재를 귀한 보물처럼 아끼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으로 보았다(Dalai Lama, 2008). 

티베트 원어와 비슷하다고 보는 우리나라말인 자비의 일반적인 의미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을 뜻한다(국립국어원). 불교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활용되고 있는 것인데,‘자(慈)’는 애념(愛念,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생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비(悲)’는 민념(愍念, 불쌍

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사랑이다(한국민족문화

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사랑과 연민의 뜻을 함께 포함한 것으로 중생

에게 행복을 베풀며, 고뇌를 제거해주는 것을 가리킨다. 

영어의‘compassion’ 또한 ‘가엾게 생각하여 동정한다’는 뜻을 가지

고 있으며, 티베트어와 우리나라말과 달리, 기독교적 원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원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라는 뜻으로, 죄 가운데

서 고통 받는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심정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었다(교

회용어사전).

그런데 영어 ‘compassion’과 우리나라 말인 ‘자비’를 자세히 보면, 

‘누군가를 가엾게 여긴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는 티베트 원어의 뜻인

‘연민의 감정이 아니라, 귀한 보물처럼 여기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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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라는 뜻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기자비 연구

와 관련해서, 연구에서 사용되는 조작적 정의의 뜻인 '보편적 관점과 균형 

잡힌 따뜻한 자기 수용'의 뜻을 담아서 새로운 단어로 번역되는 것이 바람

직해 보인다. 하지만 본 개념을 다루는 것은 본 연구에서 다루는 것은 연

구 범위를 벗어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험상황에서 자기자비 개입을 

통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데 주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자기자비 개입

이라는 범위에 한정해 자기자비 개념을 다루고자 한다. 

자기자비 개입은 다양한 심리 과학적 지식을 하나에 통합한 다중 모형

에 근거한 치료 이론이다(조현주, 박성현, 2014).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수백 가지의 심리치료 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 모든 것

을 배우고 익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상호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한 것이다.

 자기자비 개입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Neff, Gemer, Gilbert라

는 세 명의 학자를 들 수 있는데, 자기자비의 정의와 관련하여‘자신의 고

통에 마음이 움직이고 열려있는 것으로, 고통을 피하거나 단절하지 않으면

서 고통을 경감시키고, 친절함으로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소망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데는 공통적인 의견을 보인다. 그들이 강조하는 자기자비 개입

은 조금씩 다르다. Neff와 Germer는 최근에 마음챙김에 기반을 둔 방법

(Mindful Self-Compassion Program)을 강조하고 Gilbert는 심상을 중심으로 

개입하는 자비 중심 치료(Compassion Focused Therapy)를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Neff의 자기자비 개념과 자기자비 척도에 국한하였다. 

특질 자기자비 정도를 측정해 실제 실험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거

하고, 자기자비 개입을 통해 상태 자기자비가 증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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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경의 등이(2008) 대학

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자기자비 척도를 사용하였다

Neff에 따르면(2003a) 자기자비는 3가지의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요소는‘자기친절’이다. 자기친절은 고통스런 감정, 또는 실패에 

직면할 경우에도 자기 자신에게 관용적인 것을 뜻한다. 반대 개념은 자기

비판이다. 두 번째 요소인 ‘보편적 인간성’은 고통과 실패는 누구나 경

험할 수 있기에 피하기 어렵고,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고독감에서 벗어나 

인간들이 비슷한 경험과 정서를 느낀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나만’

이라는 ‘고립’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마음챙김’ 요소는 

자신의 정서를 과장하거나 억지로 외면하지 않고, 순간 멈추어서 자신의 

감정에 머무는 것을 말하는데(Neff, 2003a, 2003b), 조용래와 노상선은

(2011) 기존의 마음챙김의 정의와 비슷하다고 보았다. 마음챙김의 반대되는 

개념은 지나치게 감정에 몰두되어 있는 ‘과동일시’이다. 자기자비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세 가지 요소가 상호 독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Neff(2003a)는 자기자비라는 구성개념을 제안할 때 개념적으로 세 요소

로 구분하지만, 세 요소가 동시에 상호작용하여 서로를 증가시키거나 발현

되게 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마음챙김은 고정된 실

체가 없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자기중심성의 탈피를 도와 인간보편성을 증

진시키고, 인간의 보편적 취약성을 인정하면 과도한 자기비난을 멈추고 친

절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온화한 마음을 갖는 것은 마음챙

김을 수행할 심리적 여유를 준다는 것이다(박세란, 2015). 구체적으로 보면, 

누군가 자기 수용을 위해 자신에 대한 판단과 비난을 멈추면 부정적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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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소하고 생각과 감정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 준다

(Fredrickson, 2001). 그리고 자기 친절은 자의식을 약화시키고 연결된 정서

를 느끼도록 해준다(Fromm, 1963; Neff, 2003a 재인용). 반대로, 나만 실패

를 겪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비난과 판단하는 정도를 줄여준

다(Rubin, 1975; Neff, 2003a 재인용).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기 친절을 

가지게 함으로써 누구나 자신 뿐 아니라 고통을 받는 다는 것을 알게 해준

다. 자기자비의 마음챙김은 앞의 두 가지 개입 직후에 일어난다는 점에서 

마음챙김에 열려있고 유연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챙김에 임

하게 된다(Neff & Germer, 2013, Nicholas at al, 2011). 즉,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이면서도 순차적으로 개입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Neff가(2003b) 개발한 자기자비 척도를 사용한다는 점과 

세 가지 요소가 각각의 연구참여자들에게 빠짐없이 전달되기 위해 3가지 

요소를 나눠서 개입하되, 연속적으로 개입하는 Leary등의 연구(2007)에서 

활용한 개입을 사용할 것이다. 자세한 개입 법은 자기자비 개입과 관련된 

내용에 후술하였다.

2) 상태 자기자비와 특질 자기자비

자기자비 개념은 ‘특질’로서의 자기자비와 개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도되는 ‘상태’로서의 자기자비로 구분된다. 특질 자기자비가 여러 번

의 개입을 통해 개인에게 굳어진 성향을 의미한다면, 상태 자기자비는 개

입전략을 통해 일시적으로 유도된 것이다(Leary et al., 2007). 최근에 상태 

자기자비를 유도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노상선, 조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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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조용래, 노상선, 2011; Gilber & Procter, 2006; Leary, et al., 2007). 

특히, 자기자비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글쓰기가 자주 활용되고 있

는데(조용래, 노상선, 2011; Leary et al., 2007), 글쓰기를 통한 치료는 자신

의 경험과 고통을 객관적으로 자각할 수 있게 하며, 신체적 및 심리적 건

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하승수, 권석만, 2011; 

Greenberg & Stone, 1992; Greenberg, Wortman, & Stone,1996). Leary 등

(2007)은 자기자비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챙

김에 초점을 맞춘 글쓰기 개입을 하여, 일시적으로 자기자비적 상태를 유

도하였고, 그 결과, 글쓰기를 통한 자기자비 개입이 부적정서를 감소시킨다

는 것을 발견하였다. Johnson과 O' Brien(2010)은 수치심을 느꼈던 경험에 

대해서 글쓰기를 통한 자기자비 개입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표현적 글쓰

기 개입집단에 비해 자기자비 개입집단에서 수치심 수준이 더 감소하였고, 

1주일 추후 평가에서 무개입 집단에 비해 두 집단 모두 수치심이 더 낮았

다. 자기자비가 글쓰기와 명상만이 자기자비의 개입이 되지는 않는데, 이유

진(2013)은 자기자비적 심상을 통한 심상화 기법, Neff외(2007)가 직접대화 

방식의 게슈탈트 두 의자 대화 기법을 자기자비 개입으로 사용하기도 하였

다. 

상태 자기자비가 ‘순간’의 자기자비적 태도를 측정한다면, 특질 자기

자비는 일종의 ‘성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특질 자기자비는 개

인에게 존재하는 자기자비적 성향이라고 볼 수 있다. 특질 자기자비는 정

서, 인지적 패턴, 성취, 사회적 유대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결과와 정적상관이 있고 부정적인 결과와는 부적상관이 있다는 것이 지속

적으로 발견되어 왔다(Barnard & Curry, 201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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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비는 웰빙, 삶의 만족도, 행복감 등과 같은 긍정정서와 정적상관이 

있으며(Barnard & Curry, 2011; Leary et al., 2007; Neff & Vonk, 2009), 긍

정적 성취동기, 호기심, 성실성, 사회적 유대감, 호의성 등과도 정적상관이 

있다(Neff, 2003a; Neff et al., 2005; Neff et al., 2007). 또한 불안, 우울, 

수치심 등과 같은 부적정서와는 부적상관이 있고(Barnard & Curry, 2011; 

Mills, Gilbert, Bellew, McEwan, & Gale, 2007; Neff, 2003a; Neff et al., 

2007; Raes, 2010, 반추, 사고억제 및 회피와도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Neff et al.,2007; Neff & Vonk, 2009).

특질 자기자비에 대한 연구는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2)(이현주, 2009;  김한주, 2010; 이소라, 2010; 이신혜 

2010; 조용래, 노상선 2011; 조현주, 현명호, 2011 등). 정서를 조절할 수 있

는 것과 관련하여 부적 감정들과 부적 관계이다. 최근 수행된 해외 메타분

석 연구에서 자기자비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증상으로 측정한 정신병리는 

중간수준의 부적상관을(r=-.54) 나타냈다(MacBeth & Gumley, 2012). 국내연

구에서도 자기자비는 우울, 불안과 중간수준의 부적상관을 나타냈다(예: 김

경의 등, 2008). 자기자비는 우울, 불안 외에도 반추(Raes, 2010), 사고억제

(Neff et al., 2007), 폭식행동(박혜린, 2014; 이신혜, 조용래, 2014),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회피증상(Thompson & Waltz, 2008) 등의 병리 및 부적응

과 부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이처럼 특질 자기자비가 부적 감정을 해소하고 심리적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이래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형태로 특질 자기자비를 

2) 80여 편의 석사 논문과(김한주, 2010; 이소라, 2010; 이신혜 2010; 이현주, 2009 등 RISS 
검색, 2016-05-08 인출, http://me2.do/FYD4GS7W) 40여 편의 학술지 논문이 작성되었음
(조용래, 노상선 2011; 조현주, 현명호, 2011 등 http://me2.do/FPM374lZ  2016-05-08 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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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키기 위한 치료프로그램이 연구되고 있다(Barnard & Curry, 2011). 

그 예로는 자비심 훈련(compassionate mind training; CMT), 심상 작업

(imagery work), 게슈탈트 두 의자 기법(gestalt two-chair technique), 마음

챙김에 기초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MBSR), 변증법적 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 수용전념 치

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등이 있으며 이러한 치료적 

개입을 통해 특질자기자비 수준이 증가되었음이 보고되고 있다(Barnard & 

Curry, 2011).

본 연구는 1회적 개입으로 자기자비 개입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다는 점에서 시간적 성격이 비슷한 ‘상태’자기자비에 초점을 맞췄다. 

상태 자기자비를 통해 단회의 자기자비 개입으로 자기자비 정도가 증가하

는지를 알아보았다.

3) 자기자비 개입

자기자비 개입은 각 치료자마다 다르지만, Neff의 자기자비 개념 및 척

도에 근거하여 구성된 개입을 사용하였다. Leary 등이(2007) Neff의 개념에 

기반을 두어 개발한 글쓰기 개입으로, 국내외 연구에서 그동안 자기자비 

개입으로 많이 진행되었다(김유진, 2015; 조용래, 노상선 2010; 이유진, 

2013; Clark, 2012; Johnson & O' Brien, 2010). 

자기자비의 세 가지 요소인, 자기 친절적 요소, 보편성, 마음챙김의 요

소들에 대한 개입을 각각 진행하였다. 첫째, 자기 친절적 요소를 개입하기 

위해 방금 일어난 부정적인 사건을 당신이 아닌, 당신의 친한 친구가 겪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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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해 보고, 이 때, 당신이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무조건적이며 지

지적인 입장으로 대해줄 것을 요청한다. 지시사항은 1분 정도 안내한다. 지

시에 따라 이러한 태도를 떠올렸다면, 이제 이러한 태도의 대상을 친구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로 돌린 후, 자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3분 정도 적

게 하엿다.

둘째, 인간의 보편성 요소와 관련하여 고통이나 실패는 공통된 인간경

험으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경험의 일부분임을 알리고, 이러한 것들은 혼

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도 선택하거나 피할 수 없음을 알려주었

다. 지시사항은 1분 정도 안내하였다. 오늘 겪은 사건 역시 다른 사람들도 

겪을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해 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역시 어떤 식

으로 경험할지 3분 동안 글을 쓰도록 하였다. 

셋째, 마음챙김과 관련하여 3분 정도 호흡명상을 진행하였다. 지시사항

을 2분정도 알려준 후에, 3분 정도 방금 일어난 사건에 대한 당신의 생각

이나 감정을 과장하거나, 파헤치지 않으면서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생각

이나 감정을 피하지 않으면서 호흡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생각에 따라 기

분이 달라지거나 호흡 등 신체감각이 변화함을 느끼더라도 이를 그저 일어

나는 순간의 경험으로 관찰하도록 하였다. 자기친절 요소와 인간의 보편성 

요소 개입에서 각 3분, 마음챙김 요소와 관련해서는 3분으로 총 9분 정도 

진행하였다.

마음챙김 지시문은 본 연구자가 기존의 Leary 등의 연구(2007)를 김유

진이 번역하여 사용한 연구(2015)와 Segal 등(2002)의 연구에 근거하여 직

접 작성하였다. 또한 조용래와 노상선(2011)이 기존의 Leary 등의 연구

(2007)가 마음챙김적 요소가 빈약하다고 판단하여 호흡공간명상(Segal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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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2)을 통해 마음챙김 요소를 보강한 개입을 참고하였다.

4) 주의분산 개입

주의분산 반응 양식(Distraction Response Style)은 부적 감정 상황에서 벗

어나 주의를 돌려 다른 활동으로 주의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Nolen-Hoeksema, S. 1991). 주의분산개입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울이나 

부정적인 기분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Hunt, 1998; 

Nolen-Hoeksema & Morrow, 1991; Singer &  Dobson, 2007). 주의분산 반

응 양식은 적응적인 반응하지만 우울이나 부적 감정을 감소시킨다는 주장

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설명량이 적고 일관적이지 못한 결과를 보이기

도 한다(Butler & Nolen- Hoeksema, 1994; Just & Alloy, 1997; Morrow & 

Nolen-Hoeksema, 1990; Nolen-Hoeksema & Morrow, 1991).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점을 보강하여 반응비율을 통해 보려고 하며,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개입으로서 국내외에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Nolen-Hoeksema, 2000; 박윤

아, 2004; 안선희, 김은정, 2016).  

3. 사회적 배제

1) 사회적 배제 

본 연구는 부정적인 경험을 주기 위해 사회적 배제 상황을 연구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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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경험하게 할 것이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정의를 보면, 사회적 배제

(Social exclusion) 또는 거절(rejection)되는 경험은 한 개인이 혼자가 되거

나 개인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에서 거절되고 소외되는 모든 상황을 가

리킨다(Blackhart et al., 2009). 사회적 배제는 유대를 갖기 위한 노력을 포

함하고 지 않다. 상담학 연구와 관련해서는 배척(ostracism)을 많이 사용하

는데, 이는 개인이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에 상대가 의도적이며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Williams, K. D. 2002). 여기에서는 사회적 배제라

는 말을 사용하고자 한다. 사회적 배제는 행복감과 부적 관계를 보이며, 우

울감과는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연구되었다(Marcus & Askari, 1999;

Williams, et al. 2000). 

2) 사회적 배제와 사이버볼 게임

사이버볼 게임을 통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한다. 사이버볼 게임은 

Williams, 등이 개발한(2000)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대인관계의 수용 및 배

제에 관한 연구 패러다임이다. 사이버볼 게임은 실험실에서 진행된 초기 

면대면 공던지기 패러다임(Williams & Sommer, 1997)이 참여자들에게 상당

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착안하여 그 핵심요소를 컴퓨터로 옮겨와 설계되

었다(Williams & Jarvis, 2006). 연구참여자가 다른 두세 명의 사람들과 온

라인상에서 공을 주고받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믿도록 조작하는 컴퓨터 프

로그램이다(Williams, Cheung, & Chio, 2000; 김은하, 2012). 연구참여자에게

는 시각적 심상화 훈련 도구라고 소개되지만, 실제로는 게임의 속도, 연구

참여자가 공을 받게 되는 횟수, 게임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의 수, 게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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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사람의 정보 등이 연구자에 의하여 통제되어 수용되거나 배제되

는 효과를 주게 된다. 여러 연구들(Warburton, Williams, & Caims, 2006; 

Zadro, Boland, & Richardson, 2006; Williams, et al., 2000)에서 사이버볼 

게임을 활용하였으며, 최근 국내의 연구에서도 이 패러다임을 활용한 연구

들(윤정순, 김창대, 2010; 김은하, 2011, 이정민, 2012, 김나영, 2014)이 진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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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남녀 대학생과 대학원생 

중 만 30세 미만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연구참여자 모집과 관련

한 홍보는 소속 학교의 온라인 게시판, 학부생이 주로 수강하는 수업, 기숙

사 학생 공지란 등을 통해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해 자발적으로 지원

받은 후, 무선 배정을 통해 자기자비 개입 집단과 주의분산 개입 집단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총 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파일럿 실험을 진행하였고, 여기에 참여한 24명의(각 집단별 12명) 결과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파일럿 실험을 통해 사이버볼 게임을 정교화하고, 주

의분산 개입을 일부 수정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자기자비 개입 집단과 주의분산 개입 집단에 각각 36명

씩 배정하였다. 이 중에서 디브리핑 시에 실험의 의도를 알아채거나 이전

에 비슷한 실험도구로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7명은 분석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라, 특질 자기자비 점수가 실험결과인 

정서나 상태자기자비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질 자기자비 점수가 

48점으로 너무 높은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참고로 이 실험대상

을 제외하기 전의 65명의 특질 자기자비 평균은 2.80, 최소점은 –31점이었

고, 제외한 후에는 평균 2.09점, 최댓값은 26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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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위구분 사례수 백분위(%)

성별
남 27 42.2%
여 37 57.8%

학년

1학년 16 25%
2학년 7 11%
3학년 17 27%
4학년 이상 24 38%

혼인여부
미혼 63 98.4%
기혼 1 1.6%

표 1. 연구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최종적으로 각 집단별로 32명으로 구성된 집단 결과를 분석하였다. 집

단별 사전/사후의 개입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했

다. 각 집단별 30명 이상으로,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원이 만족되었

다(Simmons et al., 2010). 또한 공분산분석을 통해 집단간 효과 차이를 확

인할 예정인데, 표본크기는 Cohen(1988)의 power analysis로 유의수준

(a)=0.05, 그룹의 수=2(U=1), power=0.8, 효과크기 0.4로 정한 경우, 표본의 

크기는 각 집단 당 26명으로 나왔다(Cohen, 1988) 그리고 R “pwr” 패키

지를 활용하여, 유의수준(a)=0.05, 그룹의 수=2(U=1), power=0.8, 효과크기 

0.8으로 집단별 필요한 연구대상수를 알아본 결과, 26.7명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각 집단별 32명은 통계에 유의미한 해석을 위한 표본 수를 만족한

다고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남자 27명, 여자 37명으

로 구성되었고, 4학년 이상이 38%, 3학년이 17%를 차지했고, 각 전공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총 64명의 연구참여자들의 자세한 인구통계학적 특

성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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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인문계
열 10 15.6%

사회과
학계열 13 20.3%

자연과
학계열 3 4.7%

예체능
계열 1 1.6%

공과대
학 7 10.9%

사범대
계열 19 29.7%

상경계
계열 2 3.1%

의약과
계열 2 3.1%

기타 7 10.9%

 

2. 측정 도구 

1) 자존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기저선을 측정하고 연구참여자의 사전 동질성을 측정하

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자존감 정도를 측정하였다. 사회적 배제 상황에서 

자존감의 수준에 따라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Leary, 1990; 

Leary, Tambor,  & Downs, 1995). 따라서 자존감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존감의 영향이 있을 경우 통제하고자 사전 질문지로 측정하였

다.

자존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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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steem Scale; SES)가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병제(1974)가 번

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인데, 긍정적 자존감 5문항과 

부정적 자존감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

며, 예를 들어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등

의 문항이 있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이미 타당도가 인정된 도구로, 기존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5로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

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435로 나타났다.

2) 사회적 배제 환경 조작확인

사이버볼 게임이 연구참여자에게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하였는지 확

인하기 위해 사이버볼 게임 이후에 2개의 항목의 질문에 응답하게 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이정민(2012)의 연구에 근거하여 “전체 공의 몇 퍼센트 정

도를 받은 것 같습니까?”이고, 다른 질문은 “나는 게임 도중 다른 참여

자들로부터 배제되었다/수용되었다”에 대해 7점 척도(1=“배제되었다”, 

7=“수용되었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또한 각 집단에 개입을 진행하기 전에, 이전에 행해진 사이버볼 게임 

경험을 떠올리도록 하였다. 누가 함께 있었고, 그들과 구체적으로 무슨 일

이 있었는지를 1분 정도 적게 하였다.

3) 자기자비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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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질 자기자비 정도를 측정해 실제 실험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

거하고, 자기자비 개입을 통해 상태 자기자비가 증가하는지를 척도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 Neff의 자기자비의 정의에 근거한 개입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개입을 통해 마음챙김의 요소가 연구참여자 개인에게 

모두 일어나도록 개입하기 위해 세 가지 사항을 모두 개입하고자 한다. 외

국에서는 Leary et al.(2007)가, 국내 연구에서는 조용래와 노상선(2011)이 

효과성 연구에 사용한 개입을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자기 친

절적 요소, 보편성, 마음챙김의 요소들에 대한 글쓰기 개입을  진행하였다. 

개입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친절적 요소를 개입하기 위해 방금 일어난 부정적인 사건을 

당신이 아닌, 당신의 친한 친구가 겪었다고 생각해 보고, 이 때, 당신이 친

구를 위해 할 수 있는 무조건적이며 지지적인 입장으로 대해줄 것을 요청

하였다. 지시에 따라 이러한 태도를 떠올렸다면, 이제 이러한 태도의 대상

을 친구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로 돌린 후, 자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3

분 동안 적게 하였다. 지시사항은 1분 정도 안내했다

둘째, 인간의 보편성 요소와 관련하여 고통이나 실패는 공통된 인간경

험으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경험의 일부분임을 알리고, 이러한 것들은 혼

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도 선택하거나 피할 수 없음을 알려준다. 

오늘 겪은 사건 역시 다른 사람들도 겪을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해 보려

고 하고, 다른 사람들 역시 어떤 식으로 경험할지 3분 동안 글을 쓰도록 

했다. 지시사항은 1분 정도 안내했다. 

셋째, 마음챙김과 관련하여 3분 정도 호흡명상을 진행하였다. 지시사항

을 2분정도 알려준 후에, 3분 정도 방금 일어난 사건에 대한 당신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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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감정을 과장하거나, 파헤치지 않으면서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생각

이나 감정을 피하지 않으면서 호흡에 집중하도록 했다. 생각에 따라 기분

이 달라지거나 호흡 등 신체감각이 변화함을 느끼더라도 이를 그저 일어나

는 순간의 경험으로 관찰하도록 했다. 연구자가 명상 앱을 통해 시작음과 

끝음을 알려주었다. 각 개입의 시간을 종합하면, 자기친절 개입에서 3분과 

인간의 보편성 요소 개입에서는 3분, 마음챙김 요소와 관련해서는 3분, 지

시 사항을 주는 시간 각 1분씩으로 총 12분 정도 진행하였다. 

마음챙김 지시문은 본 연구자가 기존의 Leary 등의 연구(2007)를 김유

진이 번역하여 사용한 내용(2015)과 Segal 등(2002)의 연구에 근거하여 직

접 작성하였다. 또한 조용래와 노상선(2011)이 기존의 Leary 등의 연구

(2007)가 마음챙김적 요소가 빈약하다고 판단하여 호흡공간명상(Segal et 

al., 2002)를 통해 마음챙김 요소를 보강한 개입을 참고하였다.

4) 주의분산 개입 

주의분산 개입 조건의 경우, 자기자비 개입 집단과 비교하여 개입 내용

만 다를 뿐 개입 시간과 형식을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주의분산 개입에서 

사용하는 행동적 치료 방법 또한 자기자비 개입과 동일하게 글쓰기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신이 경험한 사건에 대해 감정을 배제한 채, 단순히 지난 일

주일 동안의 일과를 30분 단위로 10분 동안 적게 했다. 언제, 어디서, 무엇

을,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내일 

계획 등을 써주도록 요청하였다. 단, 글을 쓰는 대상의 감정, 의견 또는 생

각은 포함할 수 없고, 오직 객관적인 입장으로 기술하고 기억할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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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지시사항은 2분 정도 안내하였다.

5) 특질 자기자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특질 자기자비 정도가 실험에 미칠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특질 자기자비를 측정하였다. 특질 자기자비 척도(State 

Self-Compassion Scale, SSCS)는 Neff(2003b)가 개발하고, 김경의 등(200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원래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6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김미선, 

홍혜영, 2015; 이성준, 유연재, 김완석, 2013) 자기친절, 보편적인 인간성, 

마음챙김 세 하위요인 13문항만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세 가지 요인은 신

뢰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성준, 유연재, 김완석(2013)도 Neff(2003a)가 최초 

가정한 3요인만을 사용하였다. Neff(2003b)는 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

음챙김의 신뢰도를 각각 .78, .80, .75로 보고 하였고, 김완석, 이성준, 유연

재(2013)은 .80, .79, .79로 보고하였고, 김미선과 홍혜영(2015)은 .75, .76, 

.73로 보고했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서, 자기친절적 요소와 관련한 

문항으로는 ‘나는 정말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내게 필요한 돌봄과 부드

러움으로 나를 대한다.’는 문항이 있고, 인간의 보편성 요소와 관련해서는 

‘나는 중요한 어떤 일에 실패하면, 나 혼자만 실패한 기분이 든다.’는 문

항이 있다. 마음챙김 요소와 관련해서는 ‘나는 기분이 처질 때면 호기심

과 열린 마음을 갖고 내 감정에 다가가려고 노력한다.’는 문항 등으로 이

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3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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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태 자기자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비 개입을 통해 상태 자기자비가 실제로 증가하는

지를 측정하기 위해 상태 자기자비 척도(State Self-Compassion Scale-Short 

Form, SSCS-SF)를 사용하였다. Raes(2011)가 실험 연구상 실험 시간을 효

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단축형 상태 자기자비 척도(State 

Self-Compassion Scale-Short Form, SSCS-SF)를 상태 자기자비 측정에 적합

하게 수정한 것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였다(김경

의 등 2008). 자기자비의 3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문장 앞에 

“지금 나는”이라는 문구가 더해져 현재의 상태가 자기자비적인지를 측정

하고 있다. 이 척도를 사용한 연구에서, 자기자비 개입 집단은 무개입 집단

에 비해 상태 자기자비가 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박일, 2014). 본 연구에

서의 내적 합치도는 .863이었다.

7) 정서 반응 척도

본 연구는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서가 변화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 Leary et al.(2007)이 개발한 정서 반응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정서 

반응 척도는 행복감, 우울감, 불안감, 분노감의 네 가지 정서를 측정하는

데, 특히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과 우울감에 초점이 있으므로 두 가지 정서

만 사용하였다. 고은정(2014)이 번안 및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하

위 영역은 4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행복감 척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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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쾌활한’, ‘기쁜’, ‘즐거운’이 있고, 우울감 척도에는 

‘의기소침한’, ‘우울한’, ‘슬픈’, ‘낙심한’이 있고, 7점 Likert 척

도이다. 

기존의 사이버볼 연구에서는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ale; PANAS)를 많이 사용하였다. Watson 

Clark와 Tellegen(1988)이 개발한 이 검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감정에 대한 ‘형용사’로 질문이 구성되어 있고 Likert 척도를 통해서 

감정 정도를 확인한다. Leary et al.(2007)가 개발한 정서 반응 척도에서 형

용사 리스트만을 사용한다면  PANAS 척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각 정서별 Cronbach’s α는 행복감은 .66, 우울감은 .87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행복이 .905, 우울감이 .895

로 보고되었다. 

8) 실제 공을 받은 정도와 실험의 난이도 측정

집단간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의 변인을 추가적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사이버볼 게임이 사회적 배제 상황을 만들어 주도록 제

대로 조작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공을 

받은 비율을 측정한다. 또한 집단별로 치료적 개입을 실제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치료적 

개입의 난이도를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여 집단간의 동질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김지영(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질문을 제작하고자 한다. 명료성과 

순응성의 정확한 평정을 위해 참가자들이 개입 글쓰기를 수행한 직후에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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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내용 자료

소요
시간
(총

36분)

표 2. 실험 절차 요약

성하도록 하였다. 지시를 명료하게 이해한 정도는 ‘귀하는 지시문을 어느 

정도로 분명히 이해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개입에서 요구되는 상태를 

따른 정도는 ‘귀하는 지시문에 나타난 내용에 얼마나 집중하여 지시의 내

용을 따랐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0점 ‘매우 약

한’에서 5점 ‘매우’에 이르는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

치도(Cronbach’s α)는 .861로 보고되었다. 

3. 연구 절차

실험절차는 자기자비 개입을 사용한 Leary 등(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조용래와 노상선(2011), 김유진(2015)이 사용한 방법을 연구목적과 실험개입

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연구의 큰 흐름은 기저선을 먼저 측정하고, 

그 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사아버볼 게임을 통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도

록 하였다. 사이버볼 게임에 참여한 직후, 연구참여자들의 사전 변인을 측

정하였다. 그 후에 연구책임자가 각 집단별로 개입을 하였다. 참고로 연구

책임자는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2급 자격증을(자격증 번호 : 제

2016-2-0206호) 소지하였다. 개입이 진행된 직후에 사후 변인을 측정하였

는데, 전체적인 실험 진행순서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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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 안내 및 동
의서, 사전질문지 
작성

실험 참여 동의서
실험 안내
자존감 질문지(10 문항)
특질 자기자비 질문지(26 문항)

5

2
사이버볼 게임 실
시

사이버볼 게임 프로그램 3

3 사전 측정
사이버볼 조작 확인 질문지(2 문항)
정서 반응 측정 질문지(16 문항)
상태 자기자비 질문지(12 문항)

5

4
집단별 치료적 개
입

각 집단별 자기자비 개입과 주의분산 개입
공통 -사이버볼 게임 회상 글쓰기(1분) + 안내(1분)

자기자비 개입
(1) 무조건적인 자기친절 태도 글쓰기(3분)+안내(1분)
(2) 인간의 보편성 인식 및 글쓰기(3분)+안내(1분)
(3) 호흡공간 명상을 통한 마음챙김(3분)+안내(1분)

주의분산 개입
(1) 감정을 배제한 하루 일과 글쓰기(10분)+안내(2분)

14

5 사후측정
정서 반응 측정 질문지(16문항)
난이도 측정 질문지(2문항)  
상태 자기자비 질문지(12문항)

7

6 디브리핑 실험 문의 답변 및 디브리핑 2

1) 실험 안내 및 동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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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가 실험실에 도착하기 전, 노트북을 미리 준비하여 사이버볼 

게임 세팅을 마치고 실험 순서 안내를 화면에 준비해 둔다. 참여자가 도착

하면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를 주며 작성을 부탁한다. 설명서에는 

연구자 정보와 연구 주제, 실험 진행 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연구 주

제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행연구

(이정민, 2012)를 참고하여 연구의 가제인 '시각화의 연습효과가 정서에 미

치는 영향'이라고 알려주고자 한다. 본 실험의 진짜 연구주제는 이후 사후 

설문을 다 마친 후에 디브리핑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가 

동의서를 작성한 후, 연구참여자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작성하게 하였다. 

2) 기저선 측정

연구참여자가 동의를 한 이후에 웹을 통해 사전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다. 사전 설문지를 통해 기저선을 측정하였다. 종속변인인 상태 자기자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존감 정도와 특질 자기자비 정도를 측정하여, 각 

그룹의 사전 동질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사전 동일성을 검증한 후에 두 개

의 그룹으로 무선 할당했다. 

3) 사이버볼 게임 참여

두 개의 그룹을 무선 할당 받은 이후에 연구참여자는 사이버볼 게임에 

참여하게 된다. 연구참여자에게는 시각화 연습을 위한 게임으로 소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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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게임을 하는 상황을 마음속으로 상상하며 게임을 하는 것이라 

강조하였다. 실제 실험에서는 연구참여자 1인이 사이버볼 게임에 참여했지

만, 사이버볼 게임 상황에서는 다른 참여자와 실험 도우미도 함께 진행하

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다른 연구참여자가 사이버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를 모집할 때,‘다른 실험 참

여자와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서면으로 알렸고, 실제로 다른 참여자와 2

명이상씩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사이버볼 게임을 진행하기 전

에,‘옆 실험실도 준비되었는지 체크하고 올게요.’라고 이야기하고, 옆에 

잠깐 다녀온 후에 연구참여자에게 사인을 보낸 후에 사이버볼 게임을 진행

하도록 하였다.

4) 사전 측정

사이버볼 게임을 한 직후에 사이버볼 게임의 조작을 확인하기 위해 개

인마다 공을 받은 비율을 측정하였다. 또한 정서 반응 정도와 상태 자기자

비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두 가지 척도는 각 집단별로 개입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한 번 측정하였다.

5) 집단별 개입

사전측정 이후에, 각 집단마다 개입을 진행하였다. 두 집단 모두 개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분산 개입을 진행하기 전에, 이전에 행해진 사이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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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경험을 떠올리도록 하였다. 누가 함께 있었고, 그들과 구체적으로 무

슨 일이 있었는지를 1분간 적도록 하였다. 또한 진행된 글의 내용에 대해

서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오로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알렸다. 

자기자비 글쓰기 개입 집단에게는 자기친절, 인간의 보편성, 마음챙김의 요

소로 구성된 글쓰기 유도문을 주고, 명상의 시작음과 끝음을 알려주었다. 

주의 분산 개입 집단에게는 지난 일주일간의 일과를 자세하게 적되, 감정

을 배제하여 적도록 했다. 개입은 각 집단마다 약 14분 정도씩 소요되었다. 

6) 사후 측정

각 집단별로 개입을 한 직후 정서 반응 정도와 상태 자기자비 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집단별로 치료적 개입의 난이도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치료적 개입의 난이도를 측정하여 집단간 동질성을 확

인하였다. 사후 측정을 한 후에 실험에 대해 간단히 디브리핑을 하고 추후 

반추 등의 부작용이 있음을 설명하고, 관련되어 부정적인 감정이 오래 지

속되거나 상담 등이 필요할 경우, 연구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거나, 교내에서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하였다. 그 후에 소정의 사례비를 모바

일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였다.

4. 분석 방법

먼저, 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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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기자비 개입 이후에 상태 자기자비 증가가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기자비와 주의분산 개입 각각

의 집단에서 행복감이 증가하고 우울감이 감소하는데 사전/사후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

제인 자기자비 개입에서의 증가 정도가 주의분산 개입의 증가 정도에 비해 

유의함을 알아보기 위해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통계 프로그

램은 SPSS 22.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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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N=64) 평균 표준편차

공을 받은 빈도(%) 9.37 3.12

배제(1)/수용(7) 1.09 0.7

표 3. 사이버볼 게임 조작 확인(빈도 및 배제/수용정도)

Ⅳ. 연구 결과

1. 기초분석

1) 사이버볼 게임에 대한 조작 확인

자료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에게 제시했던 

사회적 배제 자극인 사이버볼 게임이 연구자의 의도대로 조작이 잘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가 공을 받은 빈도와 배제/수용된 정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2) 집단의 동질성 검증

연구참여자들을 무선 배정하였으나 실제로 자기자비 개입 집단과 주의

분산 개입 집단간에 사전 동질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먼저 집단별로 연구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성별

(t=-0.75)과 연령(t=-0.99)은 두 집단간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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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유무
전체실험집단

(n=32)
실험집단
(n=32)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 p 평균 표준
편차

성별 1.53 0.51 1.63 0.49 -0.7
5 .47 1.58 0.50

연령 21.3
8 2.81 22.0

6 2.75 -0.9
9 .33 21.7

2 2.78

특질 자기자비 0.50 15.5
9 3.69 16.5

3
-0.7
9 .43 2.09 16.0

2

자존감 5.03 8.31 6.00 7.02 -0.5
0 .62 5.52 7.64

지시문 난이도 3.41 0.76 3.41 0.76 0.00 1.00 3.41 0.75

지시문수용정도 3.50 0.72 3.50 0.62 0.00 1.00 3.50 0.67

표 4. 집단의 동질성 검증

또한 정서 변화 정도나 상태 자기자비 정도에 자존감이나 특질 자기자

비 정도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자존감정

도와 특질 자기자비를 측정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두 집단 사이에 

자존감 정도(t=-0.50)나 특질 자기자비정도(t=-0.79)에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실험의 지시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지시문을 따라서 

잘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지시 난이도(t=0.00)나 

지시문 수용 정도(t=0.00) 또한 두 집단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자세한 내

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¹성별은 남자 = 1, 여자 = 2

3) 집단별/집단간‘상태 자기자비’효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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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검사 사후검사 사전-사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확률

자기자비 
개입 집단

상태
자기자비 3.28 7.36 8.66 6.35 -5.22 .000

주의분산 
개입 집단

상태
자기자비 6.09 7.78 7.47 5.4 -1.14 .263  

표 5. 집단별 ‘상태 자기자비’ 효과 차이

　 평균 표준 편차

자기자비 개입 집단(n=32) 8.66 6.35

주의분산 개입 집단(n=32) 7.40 5.40

총계 8.03 5.88

표 6. 집단별 ‘상태 자기자비’의 평균과 표준편차

본 연구를 통해 자기자비 개입이 직접적으로 상태자기자비 정도를 높이

는데 효과적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t-대응표본 분석결과, 자기자비 개

입에서만 상태 자기자비 정도가 유의했다(t=-5.22, p=0.000). 

또한 자기자비 개입 집단이 주의분산 개입에 비해 상태자기자비 정도의 

증가가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태 자기자비로 공분산분석을 한 결과, 

집단별 차이가 유의했다. 즉, 자기자비 개입이 상태 자기자비를 증가시키는

데 주의분산 개입보다 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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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검사 사후검사 사전-사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자기
자비 
개입 
집단

자기친절 1.52 1.48 2.09 1.69 2.914 .007

자기비난 1.16 1.02 0.84 0.88 2.265 .031

보편성 3.05 1.55 3.77 1.38 -3.125 .004

고립 2.67 1.54 1.67 1.54 3.578 .001

마음챙김 2.98 1.57 3.64 1.38 -2.697 .011

과동일시 1.20 1.18 1.08 1.21 .538 .594

표 8. ‘상태 자기자비’의 하위요소별 공분산 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공분산

(사전 상태 자기자비)
731.109 1 731.109

4.204

　

.45

　

자기자비 개입 98.272 1 98.272

오차 1425.828 61 23.374

합계 6310 64

수정 합계 2181.938 63 　

표 7. 집단간‘상태 자기자비’공분산분석 결과

또한 자기자비가 세 가지의 하위 요소로 구성되고, 세 가지의 구성 요

소는 다시 각각의 반대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총 여섯 개의 하위 요소별로 

대응표본을 분석하였다. 먼저 자기자비 개입 집단의 경우는 총 여섯 가지 

하위 요소 중 다섯 가지 요소에서 상태 자기자비 증가 및 감소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의분산 개입집단에서는 여섯 가지 요소 모

두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기자비의 요소들 중에서도 1회의 자기자비 

개입만으로 다섯 가지 하위요소가 각기 유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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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검사 사후검사 사전-사후

　 　 평균 표준편
차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자기자비  
개입 
집단

행복감 1.71 1.11 3.31 1.13 -7.34 .000

우울감 3.07 1.10 1.53 1.21 6.89 .000

주의분산 
개입 
집단

행복감 2.10 1.26 2.87 1.27 -3.35 .002

우울감 2.23 1.44 1.39 1.23 3.75 .001

표 9. 집단별 행복감/우울감 사전/사후 차이 검증

주의
분산 
개입 
집단

자기친절 1.42 1.12 1.48 1.58 .245 .808

자기비난 1.25 1.02 1.16 0.95 .501 .620

보편성 3.48 1.30 3.44 1.20 .194 .848

고립 2.00 1.56 1.78 1.20 .917 .366

마음챙김 3.25 1.43 3.34 1.15 -.381 .706

과동일시 0.88 1.18 0.91 1.06 -.150 .882

4) 집단별 행복감/우울감 사전/사후 차이 검증  

자기자비와 주의분산 개입 각각의 집단에서 행복감이 증가하고 우울감

이 감소하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

였다. 자기자비 개입 집단과 주의분산 개입 집단 모두 행복감이 증가하고 

우울감이 감소하는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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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표준 편차

자기자비 개입 집단(n=32) 3.31 1.09

주의분산 개입 집단(n=32) 2.82 1.24

총계 3.07 1.18

표 10. 집단별 ‘행복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2. 행복감 및 우울감의 집단간 차이 확인

연구문제‘사회적 배제 경험 이후에 자기자비 개입과 주의분산 개입이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

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자비 개입과 주의분산 개입을 비교하기 

위해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1) 행복감

행복감으로 공분산분석을 한 결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집단 중 자기

자비 개입을 받은 집단의 경우, 주의분산 개입 집단과 비교하여 행복감의 

증가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5.04, p=.028). 효과크기(cohen’s d)는 

.35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즉, 연구가설 1이 확인되었다. 

2) 우울감

우울감으로 공분산분석을 한 결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집단에게 자

기자비 개입을 한 집단과 주의분산 개입 집단의 우울감 감소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즉, 본 연구의 연구가설 2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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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공분산(사전우울) 22.786 1 22.786 　 　

자기자비 개입 .927 1 .927 .819 .369

오차 69.050 61 1.132

합계 228.750 64

수정 합계 92.152 63 　 　 　

표 13.  집단간 ‘우울감’의 공분산분석 결과

　 평균 표준 편차

자기자비 개입 집단(n=32) 1.53 1.21

주의분산 개입 집단(n=32) 1.39 1.23

총계 1.46 1.21

표 12. 집단별 ‘우울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공분산 (사전행복) 15.925 1 15.925 　 　

자기자비 개입 6.546 1 6.546 5.78 .019

오차 69.129 61 1.133

합계 692.125 64

수정 합계 88.809 63 　 　 　

표 11. 집단간 ‘행복감’의 공분산분석 결과

정서별로 보면 행복감의 경우는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사전/사후 검사에서 두 개입 모두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데에 유의했지만, 

공분산분석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집단간 차이는 유의했다. 우울감의 경우,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사전/사후 검사에서 두 개입 모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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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감을 감소시키는 데는 유의했지만, 공분산분석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집

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집단별로는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각기 개입이 효과 있었지

만, 집단간에 비교했을 때는 우울감을 감소시키는데 에는 두 집단 간 차이

가 유의하지 않았다.



- 47 -

Ⅴ. 논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경험을 겪은 이

후에 자기자비 글쓰기 개입을 한 집단이 주의분산 글쓰기 개입을 한 집단

에 비해 행복감이 증가하는 정도와 우울감이 감소하는 정도에 유의한 차이

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사회적 배제 상황으로는 연구참여자들에게 비슷한 상황을 제시하기 위

해 사이버볼 게임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하였고, 그 이후에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자기자비 개입과 주의분산 개입을 하였다. 두 개입 

모두 글쓰기 개입을 하였는데, 자기자비 개입은 자기친절, 인간의 보편성, 

마음챙김 요소에 맞추어 안내와 함께 총 12분 동안 글을 쓰도록 했고, 주

의분산 개입은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안내와 함께 12분 동안 적게 했

다. 개입 전과 후에 행복감 및 우울감의 변화를 측정하여 집단별 및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를 연구문제와 연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자비 개입 집단이 주의분산 개입 집단에 비해 행복감의 증가 

정도는 유의했으나, 우울감의 감소 정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와 비

교하여, 행복감 등의 정적 정서를 높이는데 자기자비 개입이 주의분산 개

입보다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일치하나, 우울감 등의 부적 정서

를 낮추는데 자기자비 글쓰기 개입과 주의분산 글쓰기 개입 사이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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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김유진, 

2015; 이유진, 2013; Johnson & O' Brien, 2010). 이는 본 연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기존 연구는 주로 자기비판 성향이 있거나, 수치심이 

높은 사람 등 임상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의 경우, 

사이버볼 게임을 통해 사회적 배제를 느꼈을 때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가 

임상집단에 비해 낮을 수 있고, 따라서 중립적인 정서로 돌아가는 폭이 낮

아 우울감이 감소하는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와 

비슷하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한 건 있었으나, 다른 실험 조건이 

달라서 단일 비교가 어렵다. 관련하여 앞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기자비 

개입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구결과에서 자기자비 개입이 우울감을 감소하는데 효과가 없

었던 것은 아니다. 집단별로 사전/사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각 집단 모

두 행복감은 증가하고 우울감은 감소하였다. 따라서 상담 실제에 우울감을 

감소시키면서도 행복감을 증가시키는데 자기자비 개입을 적용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임상군에게 자기자비 개입을 통해 정

적 정서를 느끼게 하고, 정적 정서를 통해 심각한 증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적 배제 상황과 관련되어 스트레스 상황을 제시했는데, 학교 

폭력 등의 영역으로 적용을 확장하여 부정적인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

을 뿐 아니라, 행복감을 통해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김광수, 2013). 관련되어 자기자비 개입을 하고 있는 움직임은 이러한 가

능성을 반영하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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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기자비 글쓰기가 단회 개입만으로 주의분산 글쓰기 개입에 비

해‘상태 자기자비’의 증가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상태 자기자비의 하위 요소들 중 다섯 가지가 변화했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기자비 글쓰기 개입이 상태 자기자비를 높이는데 영향

을 주었다는 점을 뜻한다. 그리고 하위 요소면에서도 여섯 가지 중 다섯 

가지의 요소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밝혔다. 관련하여 상태 자기자비와 

관련하여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음챙김 요소 중 반대되는 개

념인 과동일시와는 만족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요소의 증가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기자비에서의 마음챙김과 호흡

명상을 통해서 증가시킬 수 있는 마음챙김 태도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는 점을 시사한다.3) 조용래, 노상선(2011)은 Leary et al.의 연구(2007)에서 

Segal et al.의 호흡명상 내용을 통해 개입을 수정하였는데, 이러한 시도가 

적절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용래 노상선의 연구에서는 하위 요소별

로 자기자비개입의 효과성이 나오지 않아 바로 확인할 수 없지만 후속 연

구에서 자기자비 척도의 요소별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특질 자기자비의 증가로 이어지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

요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최근에 자기 자비를 1일 

단회만 개입한 집단과 7일간 연속적으로 개입한 집단을 비교한 후에 특질 

자기자비 정도를 측정한 연구(박연경, 2017)가 있으나, 며칠 이상 진행해야 

추후검사에도 특질 자기자비가 유지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확답을 주지 못

3) 관련된 척도는 ‘1번 ‘지금 나는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있
다’, ‘9번 지금 나는 내가 실패한 것을 강박적으로 떠올리며 집착하고 있
다.’, 라는 문항으로 어떠한 부정적인 행동이나 느낌에 집착하거나 사로잡혀 
있어 과동일시된 상태임(김경의 등, 2008,‘상태 자기자비’ 척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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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자비 개입을 통해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것을 일시

적인 정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특질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집단을 나눠 여러 번 개입을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가 상담 연구와 실제에 주는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어려움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개입

방법으로서 자기자비 개입을 권장할 수 있는 연구근거를 강화했다. 특히 

자기자비 개입이 주의분산 개입에 비해 사회적 배제 경험 이후 행복감이 

증가하는 정도가 더 큼을 밝히었다. 정적 정서를 증가시키는 것은 심리적 

어려움이 재발되는 것을 막는 적극적인 개입방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연

구 결과를 근거로 실제 상담 장면에서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내담자 

등에게 자기 친절함과 인간의 보편성, 마음챙김 등의 개입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의 자기자비 개입 연구는 거의 대부분 임상군을 대상으로 진

행하였는데, 본 연구는 자기자비 개입의 효과를 일반인으로 확대하여 연구

하였다. 자기자비 개입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있으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는 조용래와 노상선(2011)의 연구 이외에 거의 없는데, 본 연구

를 통해 자기자비 개입이 임상군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장면에서 치료적으

로 유용할 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예방적 차원의 개입으로도 유

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강화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Diener, 2000)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상담 장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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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기자비 개입 연구 중에서도, 사이버볼 게임을 통해 연구참여자

에게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을 주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엄밀성을 높였다. 

자기자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는 자신에게 있었던 개인적인 부정적인 경험

들을 주로 서술하게 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을 유도했는데, 이는 불쾌한 

경험의 해결 상태, 차원이나 경험의 종류, 원인이 다를 수 있고, 기억 속의 

경험은 연구참여자마다 재현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사이버볼 게임을 사용하여 자기자비 개입이 효과 있는지를 확인한 연구

(Clark, 2012)가 있지만, 이 연구는 자기자비 개입을 미리 알려준 후에, 앞

으로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즉, 먼저 

자기자비라는 개입방법이 있음을 연구 참가자들에게 알려준 후에, 연구참

여자들에게 사이버볼 게임을 하게 했다는 점에서 자기자비 연구의 실험 설

계 방식이나 연구 목적이 다르다. 또한 Clark의 연구는 자기자비 개입의 

마음챙김적 요소가 반영되지 못했으며, 글쓰기나 명상 등을 통해 연구참여

자가 직접 표현해보는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기자비의 효과

를 검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넷째, 자기자비 개입을 통해 실제로 ‘상태 자기자비’가 증가했는지를 

밝혔다. 기존 연구들은 개입 이전과 이후에 상태 자기자비를 측정하지 않

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김미선, 홍혜영, 2015; 김완석, 이성준, 유연재, 

2013; 조용래, 노상선 2011; Clark, 2012). 하지만 본 연구는 자기자비의 개

입 효과를 본다는 점에서 상태 자기자비가 개입 전후로 증가하는지를 검증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상태 자기자비를 측정한 연구는 박일(2014)의 연구

로, 영화를 통한 자기자비 프로그램을 개입한 직후에 상태 자기자비 정도



- 52 -

를 측정하였고, 상태 자기자비 증가가 비교집단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영화를 통해 자기자비 개입을 개입해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자기자비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상태 자기자비의 

여섯 가지 하위 요소 중 다섯 가지의 요소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밝혔

다. 

특히, 상태 자기자비의 하위요소별로 개입의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였

다. 기존 연구 중에 자기자비의 하위요소별로 개입의 효과가 있는지를 알

아보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박연경의 연구가(2017) 자기자비의 하위 요소

별로 개입의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이는 ‘특질 자기자비’의 하

위요소라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상태 자기자비’의 하위요

소들과 구별된다.

하위요소별 개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음챙김의 반대개념

인 ‘과동일시’의 경우 자기자비 글쓰기 개입을 통해 증가한 정도가 유의

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마음챙김은 호흡명상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자기

자비에서의 마음챙김과 호흡명상을 통해서 증가시킬 수 있는 마음챙김 태

도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관련된 연구

로 자기자비 척도의 마음챙김 하위 척도는 마음챙김 척도와 낮은 상관을 

보인다는 점에서(Nicholas et al., 2011) 조용래, 노상선(2011)은 Leary et al.

의 연구(2007)에서 Segal et al.의 호흡명상 내용을 통해 개입을 수정하였는

데, 이러한 시도가 적절했는지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을 가지고, 자기자비 개입

이 주의분산 개입에 비해 행복감을 높이는데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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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 제언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의의와 시사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분석하고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자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Neff가(2003b) 개발한 

척도인 특질 및 상태자기자비를 사용하고, Neff(2003a)의 3가지 하위 요소

별로 각기 개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각각의 개입이 실제로 자기친절, 인

간의 보편성, 마음챙김 정도를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결과로는 

확인이 어렵다. 따라서 자기자비의 세 가지 요소를 각각 개입한 후에 자기

자비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각기 유의미한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혹은 세 가지로 나눠서 접근하지 않는 방식인 Gilbert의 심상에 중심

을 둔 개입을 활용함으로써 단 한 번의 개입만으로도 자기자비의 여섯 가

지 하위 요소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 근거해 자기자비 개입을 글쓰기를 통

해 진행하였다. 글쓰기 개입 또한 유의미한 개입이 되지만(이은경, 2014), 

상담자와 내담자가 긴밀하게 만나서 진행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자비 개입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Greenberg 등(1998)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와 치료적인 변화개입을 강조하는데, 인간중심, 게슈탈

트, 실존주의적 기법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고 최근까지도 관련된 연구가 

국내에서도 보고되고 있다(이지영, 권석만, 2010; 이정민, 2012). 관련하여 

기존 자기자비 개입 연구 중에, 체험치료로써 명상개입을 글쓰기 개입과 

비교한 연구(이은경 2014)가 있으나, 연구결과, 명상 개입의 글쓰기 개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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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상연구와의 비교보다는, 실제적

인 행동 개입을 통해서 자기자비 개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Neff 등

이(2007) 게슈탈트의‘두 의자 기법’을 활용하여 자기자비 개입을 진행했

는데, 비슷한 연구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기친절의 경

우, 게슈탈트의‘빈 의자 기법’을 활용하여 타인이 되어 자신에게 위로해

주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보편성의 경우는 집단상담의 보편성과 연

결지어, 연구참여자들끼리 즉석에서 이야기를 해보게 하거나, 집단 상담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집단 상담을 하는 장면을 녹화하여 보여주는 

등으로 체험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 대상이 다양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 상황과 관련해 서울 소재 대학의 일반 학부생을 대상으로 실

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특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

다. 집단 따돌림이 대학교 집단 내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연구에 근거해 

진행하기는 했지만, 자기자비 개입을 여러 다양한 집단에 적용하는데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 집단을 나이, 직업 등 다양하게 함으로써 연구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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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시각화의 연습효과가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4

년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서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

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유애영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

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

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시각화의 연습효과가 정서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4년제 대학생 및 대학원생 약 70여명이 참여합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귀하는 연구자가 제시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실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귀하는 기숙사 상담센터 심리검사실(919A동 식당 옆)나 사범대에서 먼저 5분 정

도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사전설문지를 풀게 됩니다. 이후 컴퓨터를 통해 

약 5분 정도 과제수행에 대한 시각화(mental visualization)의 연습효과를 테스트한 

후,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20여분 동안 지시문이 제시하는 특정한 경험에 

대하여 생각하고 생각한 바를 적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어서 5분 정도 사후

설문지를 풀게 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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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40분이 소요됩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

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

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 참여를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불이익은 전혀 없

으며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실험 참여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서 실험 도중 불편했던 점을 연구자에게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으며 연구자에

게 연구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그만 두는 시점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사후 설문까지 마치셨지만, 실험 결과를 분석하지 않기를 원하실 경우

에는 분석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나, 모바일 상품권은 지급될 예정입니다. 중도

탈락을 원할 경우, 이미 참여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례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특정 지시문에 따라 생각을 하게 될 경우 경미한 불쾌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

습니다. 그 과정에서 귀하는 언제든지 실험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구 참

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담당 연구원

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특정 사고 처리 기법이 정서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

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유애영(T: 010-2339-0676)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

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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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

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대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5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이 지급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

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유애영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

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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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

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

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

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

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본 실험에 대해서 연구수행이 끝나는 날까지(2017년 6월 30일) 실험이 차질 없

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유애영                       유 애 영              17.04.15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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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사이버볼 전 질문지

(1) 설문지 안내

사전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

니다. 

본 연구는 시각화의 연습효과가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본 연구의 소중한 자료가 되오

니, 부디 꼼꼼히 읽으시고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편안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

면 됩니다.

수집된 자료는 작성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무기명으로 작성되고 통계

처리 되어 사용됩니다. 또한 순수 연구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용도로

도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연구 이후에 일주일 후에 온라인 설문에 응답해주시면 

모든 연구 참여가 마무리됩니다.(온라인 설문지는 핸드폰 문자로 링크

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 전공

지도교수: 김 동 일

연 구 자: 유 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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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정보 문항 

1. 성     별 ① 남       ② 여

2. 나     이 만 (              ) 세

3. 학     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이상

4. 혼인 여부 ① 미혼     ② 기혼

5. 전공 계열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과학계열 ③ 자연과학계열

④ 예체능계열 ⑤ 공과대학 ⑥ 사범대계열 ⑦ 

상경계열 ⑧ 의약과계열 ⑨ 기타(           )

6.
ID

※ ID는 귀하의 영문 이니셜과 특정숫자 네자리를 조합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이니셜(소문자)+숫자 4자리

 ž일주일 뒤에 추후설문시 다시 한번 입력이 필요하오니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yay0809   ID :                        



- 75 -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 자신이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
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나는 나 자신이 많은 장점을 지닌 사람이라
고 생각한다

1 2 3 4 5

3. 대체로 나는 실패자라는 느낌이 드는 편이다 1 2 3 4 5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5.
나 자신에 대해 별로 자랑할 게 없다고 느낀
다

1 2 3 4 5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1 2 3 4 5

7.
내가 나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8.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9.
가끔 나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5

10.가끔 나는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 1 2 3 4 5

(3) 자존감 질문지

Ⅰ 다음은 귀하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질문입니다. 

ž 각각의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고, 자신의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동그라미(O) 표시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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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내 자신의 결점과 부족한 부분을 못마
땅하게 여기고 비난하는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기분이 처질 때 잘못된 모든 일들을 
강박적으로 떠올리며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3.
나는 상황이 나에게 좋지 않게 돌아갈 때, 
그러한 어려움은 모든 사람이 겪는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여긴다

1 2 3 4 5

4.
나는 내 부족한 점을 생각하면, 세상과 단절
되고 동떨어진 기분이 든다

1 2 3 4 5

5.
나는 마음이 아플 때, 내 자신을 사랑하려고 
애를 쓴다

1 2 3 4 5

6.
나는 나에게 중요한 어떤 일에서 실패를 하
면,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힌
다

1 2 3 4 5

7.
나는 기분이 축 처지고 마음이 갈팡질팡할 
때, 세상에는 나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고 생각한다

1 2 3 4 5

8.
나는 정말로 힘들 때는, 내 자신을 더욱 모
질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4) 특질 자기자비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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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는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화가 
날 때는, 감정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다

1 2 3 4 5

10.
나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면, 대부분의 다
른 사람들도 그러한 부족감을 느낄 거라는 
생각을 떠올리려고 애를 쓴다

1 2 3 4 5

11.
나는 내 성격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
을 견디거나 참기 어렵다

1 2 3 4 5

12.
나는 정말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내게 필
요한 돌봄과 부드러움으로 나를 대한다

1 2 3 4 5

13.
나는 기분이 쳐져 있을 때,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행복할 거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14.
나는 뭔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상황
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한
다

1 2 3 4 5

15.
나는 내가 겪은 실패들에 대해서 사람이라
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로 보려고 노력
한다

1 2 3 4 5

16.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나 자신의 어떤 면
들을 보면, 스스로를 비난한다

1 2 3 4 5

17.
나는 나에게 중요한 어떤 일에서 실패하면, 
그 상황을 가급적 균형잡힌 시각으로 보려
고 노력한다

1 2 3 4 5

18.
내가 정말로 힘들게 애를 쓰고 있을 때, 다
른 사람들은 틀림없이 나보다 더 마음 편하
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19.
나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나 자신에게 친
절하게 대한다

1 2 3 4 5

20.
나는 어떤 일로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 날 
때, 내 감정에 휩싸이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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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나는 고통을 겪을 때는 나 자신에게 약간 
냉담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22.
나는 기분이 처질 때면 호기심과 열린 마음
을 갖고 내 감정에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3.
나는 내 자신의 결정과 부족함에 대해 관대
하다

1 2 3 4 5

24.
나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크게 
부풀려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25.
나는 중요한 어떤 일에서 실패하면, 나 혼자
만 실패한 기분이 든다

1 2 3 4 5

26.
내 성격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견디어내려고 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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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사이버볼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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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일치
하지 

않는다

매우 
일치
하지 

않는다

약간 
일치
하지 

않는다

중간이
다

약간 
일치
한다

매우 
일치
한다

전적
으로 
일치
한다

1. 행복한 1 2 3 4 5 6 7

2. 쾌활한 1 2 3 4 5 6 7

부록 4. 사전 측정 질문지

 

(1) 조작 확인 질문지

Ⅰ 다음은 방금 참여했던 게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ž 다음 질문에 답해 주세요.   

문      항

1.
전체 공의 몇 퍼센트 정도를 받은 
것 같습니까?

(           )%

문      항 배제되었다 수용되었다

2.
나는 게임 도중 다른 참여자들로
부터..

1 2 3 4 5 6 7

(2) 정서 반응 측정 질문지

Ⅱ  다음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ž 다음 단어들을 읽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느끼고 있는 자신의 상태에 비

추어, 지금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곳에 O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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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쁜 1 2 3 4 5 6 7

4. 즐거운 1 2 3 4 5 6 7

5. 의기소침한 1 2 3 4 5 6 7

6. 우울한 1 2 3 4 5 6 7

7. 슬픈 1 2 3 4 5 6 7

8. 낙심한 1 2 3 4 5 6 7

9. 짜증나는 1 2 3 4 5 6 7

10. 화가나는 1 2 3 4 5 6 7

11 격분한 1 2 3 4 5 6 7

12 분노한 1 2 3 4 5 6 7

13 걱정하는 1 2 3 4 5 6 7

14. 긴장한 1 2 3 4 5 6 7

15 불편한 1 2 3 4 5 6 7

16. 초조한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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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거의 
아니
다

조금 
그렇
다

웬만
큼 

그렇
다

상당
히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지금 나는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에 사로
잡혀 있다

1 2 3 4 5

2.
지금 나는 내 성격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이해하고 견디어 내고자 한다

1 2 3 4 5

3.
지금 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1 2 3 4 5

4.
지금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더 행복
할 거라고 느끼고 있다

1 2 3 4 5

5.
지금 나는 내가 겪은 실패들에 대해서 사람이
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로 보려고 노력
하고 있다

1 2 3 4 5

6.
지금 나는 내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고 이해하
려 하고 있다

1 2 3 4 5

7.
지금 나는 마음이 상하거나 화가 난 것에 대
해 감정의 평정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1 2 3 4 5

8.
지금 나는 중요한 일에서 실패한 것에 대해 
나 혼자만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1 2 3 4 5

9.
지금 나는 내가 실패한 것을 강박적으로 떠올
리며 집착하고 있다

1 2 3 4 5

10.
지금 나는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대부분
의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부족감을 느낄 거라

1 2 3 4 5

(3) 상태 자기자비 질문지

Ⅲ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묻는 질문입니다.

ž 다음 문항을 읽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느끼고 있는 자신의 상태에 비추

어, 아래 다섯 가지 대답 가운데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곳에 O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83 -

는 생각을 떠올리려고 애쓰고 있다

11.
지금 나는 내 자신의 결점과 부족한 부분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난하고 있다

1 2 3 4 5

12.
지금 나는 내 성격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견디거나 참기 어렵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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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전에 참여한 공던지기 게임에서 있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누구가 함께 있었고, 그들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

신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십시

오.

사건을 떠올린 후, 사건의 세부사항에 대해 글을 써 주십시오.(약 1분

간)

※ 천천히 여유 있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꽉 채워서 하실 필요가 없으

며, 최소한의 여유로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을 정한 것입니다 컴퓨터 화

면의 시간을 보시면서 적절히 시간을 재시면 됩니다.

※ 작성하신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오로지 연구목

부록 5. 집단별 치료적 개입 

(1) 자기자비 개입

 ① 사회적 배제 상황(사이버볼 게임) 회상 지시문(1분)

ž 이전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험 절차가 정해졌습니

다. 다음의 지시문을 읽고 따라 주십시오.



- 85 -

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상상을 해봅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당신이 아닌, 당신의 친한 친구가 겪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친구에게 친절하며, 수용적인, 그리고 애정이 있고 자비적인 친구

가 되어줍니다. 상상 속의 이 친구는 나의 좋은 점도, 못난 점도 잘 아

는 친구입니다. 당신이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무조건적이며 지지적인 

입장이 되어 줍니다.

이제 이러한 태도의 대상을 친구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했듯이 친절한 태도와 자비로운 마음을 담아서 자기 자

신에게 방금 일어났던 일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을 글로 써 주십시오.(약 

3분간)

② 무조건적인 자기친절 태도 글쓰기(3분)

③ 인간의 보편성 인식 및 글쓰기(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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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험으로부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겪을 수 있

는 경험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신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도 선택하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겪은 부정적인 사건 역시 다른 사람들도 겪을 수 있는 경험이라

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였다면 이제, 방금 사이버볼 게임에서 있었던 비

슷한 부정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들 역시 어떤 식으로 경험할 지에 대해 

글을 써주십시오.(약 3분간)

방금 전에 참여한 공던지기 게임 이후에, 어떤 감정이 떠오릅니까?

불편하거나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피하려거나 바

꾸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느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음 글을 읽고 기억해 두었다가, 읽은 대로 3분간 호흡을 가다듬어 봅

④ 호흡공간 명상을 통한 마음챙김(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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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의도적으로 호흡을 조절하거나 통제

하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도록 합니다. 내 호흡이 어떻

게 이루어지는지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의 길이가 긴지 짧은지, 호흡의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 호흡의 모양

이 부드러운지 거친지, 호흡의 깊이가 깊은지 얕은지, 호흡하고 있는 상

태가 편한지 불편한지를 있는지를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마음을 계속해

서 들숨, 멈춤, 날숨에 주의 집중합니다.

호흡 명상을 마치신 후에는, 다음 글을 적어주십시오. 

지금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기분이 어떤지를 가능하면 

자세히 아래 글로 써주십시오.

위의 글을 모두 숙지했다면, 연구자를 불러주세요. 연구자의 설명을 듣

고, 명상 알람을 들려주면, 3분간 호흡 명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참여한 공던지기 게임에서 있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2) 주의분산 개입

 ① 사회적 배제 상황(사이버볼 게임) 회상 지시문(1분) 

    *자기자비 개입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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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누구가 함께 있었고, 그들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사건을 떠올린 후, 사건의 세부사항에 대해 글을 써 주십시오.(약 

1분간)

*천천히 여유 있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꽉 채워서 하실 필요가 없으며, 

최소한의 여유로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을 정한 것입니다 컴퓨터 화면의 시간을 

보시면서 적절히 시간을 재시면 됩니다.

※ 작성하신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오로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짧게 글 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30분 단위로 적어 주십시오. 오

늘이 수요일이라면 지난 주 수요일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있었던 일들

을 적으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배제한 채 사실대로 적어 주십시오.

② 감정을 배제한 하루 일과 글쓰기(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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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감정, 의견 또는 생각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객관적인 입장이 되어 기술

해 주십시오.

이제 10분 동안 글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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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거의 
아니
다

주로 
그렇
다

웬만
큼 

그렇
다

상당
히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지시문을 분명히 이해했다 1 2 3 4 5

2.
나는 지시문에 나타난 내용에 집중하여 
지시의 하는 내용을 따랐다.

1 2 3 4 5

부록 6. 사후 측정시 추가되는 질문지

(1) 난이도 측정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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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디브리핑 

(1) 연구의 목적에 대한 재안내 및 실험 내용에 대한 안내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을 모두 읽으신 후, 본 설문에 응답한 자료

를 연구에 사용해도 될 것인지를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

을 알려드리고, 공던지기 게임과 설문지의 일부 문구에서 사용된 눈가림법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러한 내용을 모두 이해하게 된 후에

도 지속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신 내용을 계속해서 연구에 활용되는 것이 괜찮으시다면 동의한다고 표시해주

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언제든 동의하지 않고 중도에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사고기법이 정서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진

행되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자비롭게 보는 것(자기 자신에게 친절

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나 역시 실패를 할 수 있고, 내 감정을 잠시 멈추

어 바라보는 것)이 사회적 배제 상황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주의를 분산하는 개입보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공던지기 게임의 경우, 다른 연구참여자가 배제를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배제된 상황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려

드리면, 실험 결과에 편견(바이어스)이 작용할 수 있어서 미리 알려드리지 못했습

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연출되었음을 실험 

상황에서 미리 알아채고 있었을 경우에, 서울대학교 소속의 유애영(T: 

010-2339-0676)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의 설문에 대한 답의 내용을 따라 다음의 실험 절차가 정해졌다’고 

적은 후에, ‘자기 자신에게 친절히 대하거나’, 혹은 ‘오늘 있었던 일을 차례대

로 떠올리라’는 내용의 지시문을 드렸습니다. ‘앞의 설문에 대한 답의 내용을 

따라 다음의 실험 절차가 정해졌다’는 문구 또한 실험 진행을 위해 적은 것으로, 

사회적 배제 상황을 의도적으로 경험하게 한 후에, ‘자기자비’ 개입과 ‘주의분

산’개입 중 임의적으로 실험 지시문을 드린 것입니다. 

  실험과 관련하여 위 사항을 숙지한 뒤에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

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 참여를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불이

익은 전혀 없으며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실험 참여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

다. 이 과정에서 실험 도중 불편했던 점을 연구자에게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으

며 연구자에게 연구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중도탈락을 원할 경우, 모든 과정이 즉시 중지됩니다. 이때의 경우, 이미 참여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례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

해 드릴 예정입니다.  

  실험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감정이 오래 지속되거나 상담 등이 필요할 경우, 유

애영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내의 상담센터로는 서울대학교 대학생활

문화원(학생회관 5층 02-880-5501)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본 실험의 내용에 대하여 2017년 6월 말까지 공개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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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 연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유애영(T: 010-2339-06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연구책임자 유애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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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브리핑 후 재동의서

동  의  서

 위 사항을 읽고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이 연구에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실 경우, 응답하신 내용을 

연구에 사용됩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응답하신 내용이 폐

기 됩니다.

o 예, 동의합니다. 

o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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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Self-Compassion
Intervention on Happiness and
Depression after Social Exclusion

Ae-Young Yu

A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Educational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s of counseling differ from each case, but many people

are in the same line that its purpose is to help reduce psychological difficulties

and increase happiness.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increase static emotions

as well as to reduce negative emotions. Recent studies bring strength to these

claims. Recent study showed that although psychological difficulties or

obstacles were eradicated, symptoms and problems were repeated due to a

lack of positive experience. Even with such trends, the focus of counseling

study has largely been focused on lowering negative emotions. Given the

importance of increasing positive emotions, this suggests that there was

insufficient research in the field. It highlights the need for further studies on

how to increase positive emotions in counseling.

Especi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at suggested fostering

mercy to have an effective effect on individual psychological health and

happiness, we need to look into the self-compassion therapy, which is being

studied as a major intervention to increase positive emotions. Self-compassion

is the desire to heal and be open to pain, to alleviate pain, and to heal one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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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kindness. Self-compassion entails being kind toward oneself in instances

of pain or failure; perceiving one’s experiences as part of the larger human

experience; and holding painful thoughts and feelings in balanced awareness.

This study employed an experimental design, to examine the effects of

self-compassion therapy on emotional reactions to social exclusion through a

Cyberball game. 64 university students completed Korean versions of the Trait

Self-Compassion Scale and the Self-Esteem Scale prior to participating in

Cyberball game. After the game, they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wo

conditions: self-compassion therapy (n=32) or distraction therapy (n=32). Their

emotions(happiness and depression) were measured after game and immediately

after the therapy.

Differences of therapeutic efficacy were analyzed using ANCOVA.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self-compassion therapy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happiness mood immediately after the therapy, whereas the

decrease in depression was insignificant as compared with the distraction

therapy.

In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self-compassion therapy may

be a useful intervention for improving positive emotional reactions to social

exclusion events in non-clinical people. According to the results,

self-compassion intervention can not only reduce negative emotions but also

increase positive emotions, thereby helping to ensure continued recovery of the

client. It further implies the potential of self-compassion therapy to be applied

in a preventive level of intervention.

keywords : self-compassion, social exclusion, happiness, depression, positive

psychology, cyber ball game

Student Number : 2015-2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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