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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신체를 특정하여 대상으로 하는 자기초점적 주의

(self-focused attention)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신체화(somatization)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기초점적 주의의 기존 측정도구가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 주의 성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 하에, 신체적 변화가 발생했을 때 신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반적

인 성향과 신체에 몰두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부적응적인 성향을 측정하

는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였다.

연구 1에서는 신체를 특정하여 대상으로 하는 자기초점적 주의를 측정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1-1에서는 신체

특정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과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을

측정하는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18세 이상 성인 300명을 대상으

로 자료를 수집하여 예비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

석의 결과, 본 척도가 신체특정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과 신체특

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22

문항을 설정하여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연구 1-2에서는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18세 이상 성인 137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사

용하였다.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는 높은 내적 합치도와 2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보여, 신체특정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과 신

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을 측정하는 신뢰로운 도구임이 밝혀졌다. 또

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와 다

른 심리적 변인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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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인분석 결과,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는 2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관분석 결과,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의

두 하위 요인은 각각 일반적인 주의 변인, 부적응적 심리적 변인과 유의미

한 상관이 나타나 본 척도가 타당하게 두 유형의 주의를 구분하면서 측정

하는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본 척도의 하위 요인의 총점을 활

용하여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이 심리적 적응 및 부적응 변인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였다. 차이검정 결과,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

이 높은 집단은 비-몰두적 주의 성향 집단에 비해 심리적 부적응 수준은

높았으며, 심리적 적응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표현하는 것의 곤란을 의미하는

감정표현 불능증, 질병에 대한 역기능적 신념을 의미하는 질병태도가 신체

화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18세 이상 성인 294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

한 결과,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의 수준이 높을수록 감정표현 불

능증과 질병태도가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여 유의미한 조절효과

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가 신체를 특정하여

대상으로 하는 주의 성향의 두 유형을 타당하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

는 신뢰로운 도구임을 보여준다. 또한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이

감정표현 불능증, 질병태도와 각각 상호작용하여 신체화에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이 시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의 시사점 및 한계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기초점적 주의, 신체화,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 감

정표현 불능증, 질병태도

학 번 : 2017-2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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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내가 주의를 기울이기로 마음먹은 것이 바로 나의 경험이다

(My experience is what I agree to attend to)

- William James -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의 말처럼, 인간의 경험에 있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주의는 외부나 내부에서 주어

지는 수많은 정보와 자극을 선택하는 인지 과정이라는 점에서 경험의 시

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Styles, 2006).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지각, 해

석, 귀인 등 다른 인지 과정이 가능해지고 우리는 이를 통해 경험을 구

성해나간다. 만약 주의를 기울이는데 있어 특정 정보나 자극에 지나치게

몰두할 경우, 다른 정보와 자극을 선택하거나 폭넓은 경험을 얻는 데 실

패하게 된다.

신체적 변화나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의 주의는 신체 내부로 향하고,

신체적 변화 그 자체를 주의의 대상으로 삼거나 변화가 나타난 신체부위

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적당한 수준으로 자신의 신체에 신경을 쓴다

면 치료를 받으러가는 등의 적응적 대처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자신의 몸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일 경우 개인은 의학적으로 원인을 알

기 어려운 신체적 불편감과 증상을 경험하고 자신에게 질병이 있다고 생

각하여 이를 호소하며 치료를 받으려는 경향, 즉 신체화를 경험하기 쉽

다(권석만, 2013; 신현균, 2016).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기초점적 주의의 유

형들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그 중에서 신체특정

몰두적 주의가 신체화 증상의 인지적 특성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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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감정을 자각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특성인 감정표현 불능

증, 질병에 대한 역기능적 신념인 질병태도와 신체화의 관계에서 신체특

정 몰두적 주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신체화

신체화(somatization)는 신체적 불편감과 증상을 경험 및 호소하고, 실

제 의학적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질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보

다 더 증상을 호소하고 곤란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Kellner, 1991;

Lipowski, 1988). 신체화는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된다. Lipowski(1988)에

따르면, 신체화는 신체화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불편감과 통

증을 느끼는 경험적 측면, 이와 같은 불편감과 고통에 대해 주관적으로

원인을 해석해보고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는 인지적 측면, 자신의 신

체 증상을 주변에 알리고 의사를 찾아가는 행동적 측면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측면들은 DSM-5(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의

신체증상장애(Somatic Symptom Disorder) 진단기준 B의 내용(“신체 증

상 혹은 건강염려와 관련된 과도한 생각, 느낌, 또는 행동”)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신체화는 임상 장면에서 흔히 관찰되는 증상 중 하나이며, 실제 원인

이 밝혀지지 않는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10 - 40%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Escobar, Burnam, Karno, Forsythe, & Golding, 1987). 비

임상군의 역학 조사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체 증상은 높은 비율로 나

타났고(Kelly, Molcho, Doyle, & Gabhainn, 2010; Wool & Barsky,

1994), 이는 상당한 직접적ž간접적인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De

Gucht & Fischler, 2002; Shaw & Creed, 1991). 신체화에서 나타나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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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는 주로 흉통, 호흡곤란, 심계항진, 빈맥, 두통, 어지러움, 구역질,

구토, 복통, 소화 장애, 설사, 변비, 성기능장애, 관절통증과 같은 다양한

신체증상이 있으며, 특히 신경계 증상, 위장, 심폐, 여성생식기계 기능장

애, 전신통증이 흔하다(민성길, 2015). 신체화 증상을 가진 사람들 36 -

83%가 실업상태이다(Allen, Woolfolk., Escobar, Gara, & Hamer, 2006;

Smith, Monson, & Ray, 1986; Yutzy et al., 1995). 뿐만 아니라 한 달에

2 - 7일 정도는 앓아눕는다는 보고가 있듯 이들의 기능적 손상도 심각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Katon & Lin, 1991; Smith, Monson & Ray,

1986).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화 장애는 매우 치료하기 어려운 장애라고 알

려져 있으며 치료효과가 잘 입증된 치료방법도 없는 실정이다(권석만,

2013; Allen et al., 2006). 이와 같은 신체화에 대한 연구는 신체에 대한

주의, 신체 증상증폭 지각, 증상해석 및 귀인, 역기능적 신념 등의 인지

적 특성과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 감정억압, 감정표현 불능증

등의 정서적 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권석만, 2013; 서성민, 2014;

신현균, 2016; 신현균, 원호택, 1998a).

신체화의 인지적 특성

앞서 Lipowski(1988)가 제시한 신체화의 구성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

듯이 인지적 요인은 신체화를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

이다. 신체화와 관련된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신체 감각의

증폭 지각과 귀인, 증상 해석, 신체에 대한 주의 등에 대해서 이루어져

왔다. Barsky, Goodson, Lane과 Cleary(1988)는 신체감각증폭

(somato-sensory amplifi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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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을 증폭하여 지각하고 이를 더 강렬하고 해로운 것으로 경험하는 경

향성을 의미한다. 유해한 감각에 선택적으로 초점을 맞춤으로써, 불특정

적인 불편감이 신체 증상을 통해 표출된다는 것이다. 원호택과 신현균

(1998a)의 연구에서도 신체감각증폭 경향성이 신체 증상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한편, 신체 감각에 대한 귀인과 해석 과정에 대

한 연구들에 따르면, 신체화는 사소한 신체 감각을 심각한 질병으로 잘

못 귀인하여 생길 수 있다(Robbins & Kirmayer, 1991). 신현균(1998)의

연구에서도 신체화 환자들은 사소한 신체 증상을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

고 신체적 원인에 귀인하였으며, 쉽게 질병을 추론하는 경향을 보였다.

신체에 대한 주의는 신체화와 관련된 주요 인지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체 감각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고 집착하면, 신체 증상의 지

각이 증가하게 되며 신체증상에 대한 잘못된 귀인이 나타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신현균, 원호택, 1998b; Kirmayer, Robbins, &

Paris, 1994). 신체에 대한 주의와 관련하여 만성통증에 대한 정보처리

모델에 따르면, 신체적인 측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경우 신체 감각에

대해 증폭된 지각을 보이게 된다(Barsky & Klerman, 1983; Ingram,

1990; Leventhal & Everhart, 1979). 외부 자극이 없는 환경에서 신체화

증상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도 존재한다(Fillingim & Fine, 1986;

Pennebaker & Lightner, 1980). 이 결과는 외부 자극이 없는 환경에서

주의가 외부가 아닌 신체 내부로 향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신체화 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신체로 향하는 주의가 증가하면 신체

화 증상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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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화와 자기초점적 주의

신체화의 인지적 특성 중 신체에 대한 주의는 자기초점적 주의

(self-focused attention)라고 할 수 있다. 자기초점적 주의는 내부 지향

적인 주의로서 자기와 관련된 내적으로 생성된 정보를 알아차리고 자신

의 생각, 느낌, 행동이나 외모 등에 초점이 맞추어 지는 주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Duval & Wicklund, 1972; Fenigstein, Scheier, & Buss, 1975;

Ingram, 1990). 이러한 자기초점적 주의는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 강박

증 등 다양한 정신병리 및 부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신체화와의 관련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이지영, 2010; Farber,

1989; Silvia, Eichstaedt, & Phillips, 2005).

신체화 증상을 설명하는 인지-행동적 모델들(Brown, 2004; Looper, &

Kirmayer, 2002)에 따르면, 신체에서의 생리적 변화와 고통이 직접적으

로 신체화와 관련된 부적응적인 내현적ž외현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한 주의’ 라는 인지적 과정을 거쳐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모델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또한 DSM-5(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서도 신체증상장애의 부수적인 인지적

특징으로 ‘신체 증상에 대한 집중’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체화와

관련 있는 인지적 특징으로서 신체에 대한 자기초점적 주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신체를 그 대상으로 하는 자기초점적 주의와 관련된 설명모델

과 이론들이 있지만 관련된 연구는 다른 인지적 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그 결과가 명확하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 편이다(신현균, 2006; 윤

학미, 오수성, 2016; Deary, Chalder, & Sharpe, 2007). 신체에 대한 주의

가 신체증상을 경험하는 것, 증상의 빈도와 정적 상관이 있고 따라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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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분산시키는 개입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Martin,

Ahles, & Jeffery, 1991; Moss-Morris, Sharon, Tobin, & Baldi, 2005),

신체화 증상과 관련이 적거나 오히려 주의에 대한 억압보다 신체에 주의

를 두는 것이 통증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Burns, 2006;

Flor, Denke, Schaefer, & Grüsser, 2001).

이와 같은 혼재된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Mehling, Gopisetty,

Daubenmier, Price, Hecht 및 Stewart(2009)는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된

척도들의 한계를 지적한다. 우선, 측정대상인 신체감각 또는 변화에 대한

주의라는 측정대상에 대해 합의된 단일 정의가 부재한다. Ingram(1990)

이 자기초점적 주의를 적응적, 병리적인 성향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과

같이 자기초점적 주의에 존재할 수 있는 여러 차원들을 포함할 수 있는

명확한 정의가 없이 척도가 제작되고 사용된 것이다. 다음으로, 신체에

대한 주의가 불안, 건강염려 등과 같은 부적응적 결과로만 이어질 것이

라는 가정 하에 제작되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신체에 대한

주의를 측정하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척도 문항들에서 가령, 사적 자의

식 척도(Private Self-Consciousness Scale; Fenigstein, Scheier, &

Buss, 1975)의 경우와 같이 측정하는 주의의 대상이 신체와 관련된 것

외에 개인의식, 감정, 동기 등을 측정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한계점들로 인해 신체화와 관련된 자기초점적 주의에 대한 이해

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한계점

을 보완하고자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여 신체화의 인지적 특성으로서 자

기초점적 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신체에 대

한 자기초점적 주의를 신체특정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과 신체특

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으로 구분하여 정의를 내리고자 하였다. 신체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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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은 신체적 변화나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변화(증상), 변화로 인한 불편감, 증상이 발생한 신체부위 등에 주의

를 기울이는 일반적인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

의 성향은 동일한 상황에서 신체적 변화(증상), 변화로 인한 불편감, 증상

이 발생한 신체부위 등에 주의를 기울이되 그 주의가 지속시간, 융통성

측면에서 부적응적인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즉 지나치게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신체에 주의를 기울이고, 특정 신체적 부위나 변화에만 몰두

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다른 신체부위나 외부로 주의를 전환시키지 못하

는 부적응적인 주의 성향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하위 유형이 신체

화와 관련된 인지적 특성이라는 것을 밝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

을 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신체화 증상의 인지행동 모델(Brow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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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표현 불능증과 질병태도

신체화와 관련된 기제들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점에서 신체화를 포괄

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의 관련 변인의 개별적인 역할보다

는 여러 인지, 정서 변인 등의 중다 원인을 상정하여 그 변인들 간의 관

련성, 매개와 상호 영향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신현균, 2000;

조은이, 2011). 따라서 신체에 대한 자기초점적 주의뿐만 아니라 신체화

와 관련된 성격, 취약성 요인을 추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신체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신체화의 인지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서적 특성과 관련한

이론과 연구도 존재한다. 정서 중에서 특히 우울, 불안, 분노, 두려움 등

과 같이 그 감정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불쾌한 것으로 경험되는 것을 의

미하는 부정적 정서와 신체화의 관련성이 주로 탐색되었는데, 부정적 정

서와 신체증상이나 건강불평간의 상관은 .30 - .50으로 나타나고 있다

(Beiser, 1974; Bradburn, 1969; De Gucht, Fischler, & Heiser, 2004;

Greenberg & Paivio, 2003; Harding, 1982; Jellesma, 2008; Watson &

Pennebaker, 1989). 부정적 정서 중 특히 우울, 불안, 분노가 신체증상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혜자, 2000; 신현균, 2016;

최성일, 김중술, 신민섭, 조맹제, 2001; Garber, Walker, & Zeman, 1991).

이런 부정적 정서 그 자체보다는 이런 정서를 억압하는 등 제대로 표현

하지 못하는 특성이자 성격특징인 감정표현 불능증(alexithymia)이 있다.

이는 Sifneos(1972)가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감정을 언어로 나타내지 못

한다’라는 뜻이다(신현균, 2016). 감정표현 불능증은 주로 정신분석적 관

점에서 다루어져왔으며 구체적으로 감정을 인지하고 표상하는 것에 어려

움을 겪는 특성을 의미한다(신현균, 원호택, 1997). 감정을 알아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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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상징적으로 다루는 것에 있어 곤란을 겪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가

진 개인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감정을 기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겉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쉽고, 감정적 각성에 따른 신체적 변화나 증

상을 자신의 감정과 연관 짓지 못하고 신체적 질병의 신호라고 잘못 해

석하게 될 수 있다(신현균, 2016; 신현균, 원호택, 1997; Barsky &

Klerman, 1983; Taylor, Bagby, & Parker, 1991; Wise, Mann, &

Randell, 1995). 따라서 사소한 신체적 변화나 증상만 있어도 건강에 대

해 염려하고 모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기 어려운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신체화가 나타날 수 있다(신현균, 2016; 신현균, 원호택, 1997). 실제 신

체화 증상과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신현균, 2000; 신현

균, 원호택, 1997; De Gucht & Heiser, 2003; Porcelli, Guidi, Sirri,

Grandi, Grassi, Ottolini et al., 2013).

그러나 모든 연구 결과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감정표현

불능증이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체 증상의 위험요인인지에 대한

Kooiman, Bolk, Brand, Trijsburg, 및 Rooijmans(2000)의 연구 결과, 의

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증상을 지닌 환자들의 감정표현 불능증 점수가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증상을 지닌 환자들보다 조금 더 높긴 했지만

유의미하진 않았다. 또한 감정표현 불능증이 어떤 정신 병리를 예측하는

지 경로 분석을 한 연구에서도 감정표현 불능증과 신체화 사이의 유의미

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Modestin, Furrer, & Malti, 2004). 즉, 감정표

현 불능증과 신체화의 관계가 긴밀하다고 보통 알려져 있지만 항상 일관

된 결과만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두 관계를 어떤 변인이 조절하

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감정표현 불능증은 신체적 증

상이나 변화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신체화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부적응적인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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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이 조절 변인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권석

만, 2013; Barsky & Klerman, 1983; Taylor, Bagby, & Parker, 1991;

Wise & Mann, 1994).

앞에서 살펴본 신체화와 관련된 인지적 특성 외에도 완벽주의, 비합리

적 신념 등과 같은 인지적 취약성 요인에 대한 연구들도 있다(이혜진,

2000; 정상희, 이정윤, 2012; Organista & Miranda, 1991; Sumi &

Kanda, 2002). 신체화와 관련된 비합리적 신념으로 질병태도(illness

attitude)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건강염려와 관련 있는 건강에 대한 과

도한 수준의 공포, 경직된 신념과 태도를 의미한다(Kellner, 1987). 질병

태도는 건강과 질병에 대한 공포 및 경직된 신념, 죽음에 대한 공포 등

을 포함하는 특징이다(이준석, 2004; Kellner, 1987). 실제로 질병태도척

도(Illness Attitude Scale: IAS)의 문항들을 활용하여 신체화와 관련된

건강 불안(health anxiety)의 인지적 구조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도구가 개발된 바 있는데, 이는 질병태도가 신체화와 관련된 부적응적인

인지적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Hwang, Jang, Lee,

& Lee, 2018). 또한 이와 같은 질병, 신체 증상에 대한 역기능적 신념은

신체화에 영향을 주며 신체증상 장애의 한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권석

만, 2013; 신현균, 2016;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이는

인지 행동적 접근에서 사건 그 자체보다는 개인 내면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역기능적 신념 또는 인지도식이 개인의 행동을 유발함을 강조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Beck, Emery, & Greenberg, 1985). 실

제로 건강에 대한 역기능적 신념이 신체화 증상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

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Kellner, Hernandez, & Pathak, 1992;

Kellner, Samet, & Pathak, 1987).

그러나 모든 연구 결과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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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y(1993)의 연구의 결과는 건강에 대한 개인의 경직된 기준과 신체

화 증상 사이의 유의미하게 큰 관련성을 지지하지 못했다. 이는 사소한

신체적 증상을 병리적으로 여기는 성향이 신체화 경향과 반드시 일치하

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준다(Cleary, 1993). 따라서 신체화의 관계가 긴

밀하다고 보통 알려져 있지만 항상 일관된 결과만을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관계를 어떤 변인이 조절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건강과 질병에 대한 경직된 신념은 사소한 신체적 증상에도 쉽게 주의를

집중하고 신체적 통증에 대한 주의 편향이 나타나는데 영향을 줄 수 있

다는 점에서 부적응적인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이 조절 변인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권석만, 2013; Pauli,

Schwenzer, Brody, Rau, & Birbaumer, 1993; Warwick & Salkovskis,

1990).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신체화 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기초점적 주의, 감정표현 불능증

과 질병태도의 관계를 더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기초점적 주의는 선행연구들에서 신체화와 관

련된 인지적 변인으로 설명되었지만 신체화와의 관계는 비일관적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신체화와 관련된 자기초점적 주의를 살펴본 선행연

구에 따르면 신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신체증상의 경험과 신체

증상의 빈도와 정적 상관이 있으며, 주의를 분산시키는 개입이 효과적이

라는 결과가 있는 반면(Martin, Ahles, & Jeffery, 1991; Moss-Morris et

al., 2005), 신체화 증상과 관련이 적거나 오히려 주의에 대한 억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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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통증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Burns, 2006; Flor et al., 2001).

이와 같은 상반되는 연구결과는 신체에 대한 주의가 단일한 구성개념

이 아니라 Ingram(1990)이 제시한 자기초점적 주의의 한 유형인 자기몰

두(self-absorption)와 같이 이질적인 특성을 지닌 유형들로 구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시사점을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기존

척도들은 반영하지 못해왔고, 추가적으로 척도 문항 내용이 신체적 변화

나 신체부위와 같이 신체화와 관련된 것을 주의의 대상으로 설정하지 못

한 한계점도 있다(Mehling et al., 2009). 이러한 이유에서 신체화와 신체

에 대한 주의에 대한 연구에서 비일관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와 기존 척도의 한계점들로 인해 신체에 대한 자기

초점적 주의와 그 하위 유형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요구된

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체화와 관련된 인지적 특성에 대한 연구

가 지속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인지행동치료 뿐만 아니라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MBSR(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과 같은 치료적

접근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챙김을 통한 적응적 주의조절의 치료적 기제와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이유경, 장문선,

윤병수, 2013; 장현갑, 2011).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신체를 특정하여

대상으로 하는 자기초점적 주의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

화하고자 한다. 또한 개발 및 타당화한 척도를 활용하여 신체화와 신체

화의 취약성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감정표현 불능증, 질병태도의 관계에

서 신체에 대한 부적응적인 자기초점적 주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

색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는 앞서 제기된 기존 척도의 한계점들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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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신체화와 관련된 자기초점적 주의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자기초점적 주의를 많고 적음의 ‘양’의

차원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차원도 고려하였다. 이지영과 권석만의

연구(2005)와 유사하게, 신체적 변화나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향해

주의를 기울이는 일반적인 성향을 ‘신체특정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

향’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주의가 지속되는 시간과 주의의 융통성 측면에

서 몰두적인 주의 성향을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로 정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의 성향을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체

에 대한 자기초점적 주의를 측정하는 문항구성에 있어 개인의 다른 영역

이 아닌 신체부위, 신체감각, 신체증상 및 변화 등을 특정하여 주의의 대

상으로 삼는 것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항을 구성하는데 있어 자기

초점적 주의를 일시적인 인지과정이나 상태가 아닌 성향으로서 측정할

필요성을 기반으로 하였다(정승아, 오경자, 2004). 이와 같은 보완점을 바

탕으로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고 다른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타

당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개발 및 타당화한 척

도를 근거로 신체화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진 감정표현 불능증과

질병태도가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이

조절하는 효과를 갖는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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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1의 목적은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을 측정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타당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변

화나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변화 자체나 증상으로 인한 불편감, 변화가

발생한 신체 부위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두 유형의 성향을 측정할 수 있

는 도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관련 이론들을 바탕으로 앞에

서 검토하였던 기존 척도들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

고 타당화함으로써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의 개념

을 충실히 반영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1-1.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 개발

연구 1-1의 목적은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을 두 유형으로 구

분하고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 동안 자기초점적 주

의는 자기와 관련된 내적으로 생성된 정보를 알아차리고 자신의 생각,

느낌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주의라고 정의되었으며 우울, 불안 등 다

양한 정신병리와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오기도 했지만, 심리치료 분

야에서는 적응적이고 건강한 측면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이지영, 권석만, 2005; Fenigstein, Scheier, & Buss, 1975; Ingram,

1990). 이와 같은 자기초점적 주의의 이중성을 설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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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am(1990)은 정신병리에 기여하는 자기초점적 주의를 주의의 정도,

지속시간, 융통성의 차원에서 정의하고 자기몰두(self-absorption)라고 명

명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개념과 논리에 근거하여 자기초점적 주의를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와 자기몰입으로 구분하거나(이지영, 권석만,

2005), 자기초점적 주의의 역기능적 속성을 초점조절 능력 부족, 낮은 명

료성, 그리고 부정편향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도구가 새로이 개발되

고 있는 실정이다(김환, 2010).

본 연구에서는 신체화와 관련된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의 유형을 구분

하는 새로운 측정도구를 개발하려고 한다. 기존 신체화와 관련된 자기초

점적 주의의 연구에서도 신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한다는 결과(Martin, Ahles, & Jeffery, 1991; Moss-Morris

et al., 2005)와 신체화 증상과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 통증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Burns, 2006; Flor et al., 2001)

같이 혼재된 양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Mehling과 동료들(2009)은 기

존 연구들과 연구들에서 사용된 척도가 자기초점적 주의의 여러 차원을

고려하지 못했고, 병리적인 특성만을 가정한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또

한 신체화 증상과 관련하여 자기초점적 주의를 살펴본 연구들에서 사용

된 척도들은 주의의 대상이 신체 증상이나 증상이 발생한 신체 부위가

아닌 개인의 감정, 동기라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연구 1-1에서는 신체

적 변화나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변화 그 자체나 증상이 발생한 신체부위

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반적인 성향을 ‘신체특정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신체적 증상, 변화로 인한 불편감, 증상이 발

생한 신체부위 등에 주의를 기울이되 그 주의가 지속시간, 융통성 측면

에서 부적응적인 성향을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으로 정의하여

두 유형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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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여자

연구 1-1은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과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모집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을 포함한 총 3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실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연령은 만 23.23세(표준편차=3.96)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114명(38.0%), 여성이 186명(62.0%)이었다. 본 연구의 모

든 절차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뒤 진행되었

다(IRB No. 1805/001-017).

측정도구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예비척도. 신체적 변화나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변화 자체나 증상으로 인한 불편감, 변화가 발생한 신체 부위 등

에 주의를 기울이는 두 유형의 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신체적 변화나 증상이 발생했을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을 반영하는 문항 42개를 선정하였

으며, 이 중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관련

문항은 20개,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 관련 문항은

22개였다. 신체적 변화나 증상의 경우 흉통, 호흡곤란, 심계항진, 빈맥,

두통, 어지러움, 구역질, 구토, 복통, 소화 장애, 설사, 변비, 성기능장애,

관절통증과 같이 신체화에서 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신체증상을 포함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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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했다(민성길, 2015). 각 문항이 신체적 변화 또는 증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를 1점(전혀 아니다)에서 7점(매

우 그렇다)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척도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예비척도

구성 과정은 아래의 절차에 제시하였다.

절차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의 개발은 다음의 3 단계로 진행되었

다. 1 단계에서 1차 예비문항을 구성하고, 2 단계에서 전문가 평정 및 개

념적 대표성에 대한 판단을 통해 예비문항을 수정하고 재구성하였다. 3

단계에서 예비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1 단계: 1차 예비문항 구성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우선 두 유형의 신체

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신체특정 일

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Somatic General Self-focused Attention,

이하 SGSA)은 신체적 변화나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변화(증상), 변화

로 인한 불편감, 증상이 발생한 신체부위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반적

인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Somatic

Self-absorbed Attention, 이하 SSA)은 동일한 상황에서 신체적 변화(증상),

변화로 인한 불편감, 증상이 발생한 신체부위 등에 주의를 기울이되 그

주의가 지속시간, 융통성 측면에서 부적응적인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이

와 같은 두 성향의 개념은 기존의 ‘자기초점적 주의’의 개념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미 개발되고 타당화된 관련 척도들을 참고하여 문항을 만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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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신체적 변화나 신체 부위 등을 특정적으로 주의의 대상으로 하는

문항 내용으로 척도를 구성했다. 결과적으로 총 65문항으로 이루어진 1

차 예비척도를 구성하였다.

2 단계: 예비문항 수정 및 재구성

임상 상담심리학 박사과정 이상의 전문가 7명이 1 단계에서 구성된 예

비문항을 검토하고 각 문항들이 구성개념을 얼마나 적절하게 측정하는지

에 대한 문항의 적절성 정도를 평가하였다. 적절성 정도 평가를 위해 각

문항을 1점(적절하지 않음)에서 4점(매우 적절함)사이의 점수로 평가한

결과를 합산하여 총점과 평가 점수에서 3, 4점이 차지하는 비율(I-CVI)

을 바탕으로 적절성 정도가 낮은 문항을 제거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검

토를 통해 내용중복 및 부적합 문항을 수정하거나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는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관련 문항은 20

개, 신체에 대한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 관련 문항은 22개, 총 42개의 문

항으로 이루어진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예비척도를 구성하였다.

3 단계: 탐색적 요인분석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예비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

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통계적 분석

연구 1-1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SPSS 25.0를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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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분석,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예비척도의 총점과의 상관이 .30

이하인 문항과, 문항 간 상관이 .30 이하이거나 .80 이상인 문항은 제거

하였다. 요인추출 방식으로는 주축요인추출(principle-axis factoring)을

사용하였으며,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 rotation)을 요인회전방식으

로 삼았다. 고유치, scree plot, 평행분석(percentile = 95, data sets

number = 1,000) 결과, CEFA 프로그램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서 요인 수를 지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한 요인에

대한 요인 부하량이 최소한 .40 이상이어야 좋은 문항으로 간주하였고,

하나의 문항이 다른 요인에 대해서도 .30 이상의 부하량을 가지거나 요

인 부하량의 차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교차 부하(cross loading) 되었다

고 간주하고 제거하였다. 또한 Costello와 Osborne(2005)가 제안한 기준

을 고려하여, 적어도 한 요인에 속하는 문항이 4개 이상일 경우에 안정

적인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결 과 및 논 의

연구 1-1의 참여자 3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

의 예비척도 42개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는 –1.274 에서 0.588 사이로, 첨도는 –0.929

에서 1.835 사이로 이질성이 크지 않았다. 예비척도 42문항을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총점과의 상관이 .30 이하인 문항(10, 22, 27, 30,

39, 41번)과 문항 간 상관이 .30 이하이거나 .80 이상인 경우가 21회 이

상인 문항(5, 20, 28, 32, 34, 37번)을 제외하였다. 더불어 기존 전문가 집

단의 예비문항에 대한 내용적절성 평가결과와 기존 문항의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구성개념을 명확하고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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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고 여겨지는 문항에 대해 임상 상담심리학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하여 추가적으로 제외하였다. 그 결과 42개 문항에서 14개 문항을 제외

한 28개 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참여자

300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28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3번 문항이 공통성(communality)이 .40 이하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다른 문항들과 상관이 적은 것이라는 Costello와 Osborne(2005)

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문항을 제외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으로 요인회전을 한 결과 교차 부하되

었거나 안면타당도를 고려했을 때 잘못 적재된 문항들(1, 4, 7, 17, 18번)

을 제외하고 다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2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Kaiser-Meyer-Olkin) 적합성 지수와 Bartlett 구형성 검증 결과

모두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적절한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주축요인추출 방식으로 고유치가 1.0 이상인 요인을 추출

한 결과, 2개의 요인이 나왔으며, 그 값은 다음과 같았다: 10.268, 4.498

(이하 생략). scree plot을 참고하여 고유치의 감소 정도를 고려한 결과,

2∼3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평행분석을 실시하여 원

자료 고유치와 95 percentile 고유치를 비교한 결과, 2개의 요인이 적절

하다고 여겨졌다. 다음으로 CEF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1요인에서 3요

인까지의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결

과를 살펴보면, RMSEA 값이 2요인 모형에서 .056 [.047 - .064], 3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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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서 .047 [.037 - .05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2요인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요인 수를 2개로 지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KMO(Kaiser-Meyer-Olkin) 적합성 지수는 .958로 문항 간

상관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증 결과도 요

인분석을 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모든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40 이상이었고, 다른 요인과 교차 부하된 문항이 없었다. 요인 1의 고유

치는 10.268이었고 총 변량의 46.672%를 설명하였으며, 요인 2의 고유치

는 4.498이었고 총 변량의 20.446%를 설명하였다. 2개 요인의 총 설명

변량은 63.908%이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산출된 요인 간 상

관은 표 2에, 최종 결과와 문항 내용을 함께 표 3에 제시하였다.

연구 1-1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특정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과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을 구분하는 신

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를 개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이 측

정도구의 요인구조를 살펴보았다. 예비문항 42개 중에서 총점과의 상관

이 낮거나 다른 문항과의 상관이 너무 높거나 낮은 문항 14개를 제외하

였고 이 문항들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요

인 부하량과 공통성이 낮거나 교차 부하된 문항들을 총 6개 제거하였다.

그 결과, 척도가 신체특정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SGSA)과 신체

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SSA)의 2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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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EFA 프로그램를 사용한 요인 모형 적합도 결과(N = 300)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산출된 요인 간 상관(N = 300)

요인 1 요인 2

요인 1. SGSA 1 .332

요인 2. SSA .332 1

주. SGSA = Somatic General Self-focused Attention, SSA = Somatic
Self-absorbed Attention

RMSEA 90% 신뢰구간

1요인 모형 .166 .159 - .172

2요인 모형 .056 .047 - .064

3요인 모형 .047 .037 -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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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 최종 문항의 탐색적 요인 결과(N = 300)

문항 문항내용
요인 부하량
1 2

요인 1. 신체특정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14 증상이나 변화가 나타난 나의 신체 부위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 .865 -.003

13 신체적 불편감에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다. .839 .010

38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는 신체 감각에 예민한 주의를 기울인다. .835 -.013

42 불편한 감각이 느껴지면 주의를 기울여 살피는 경향이 있다. .828 -.139

35 증상으로 인한 불편한 느낌을 향해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인다. .827 -.020

9 불편감이 느껴지는 부위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 .801 .012

33 평소와 다른 신체적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곤 한다. .801 -.031

12 그 변화나 증상이 나타난 신체 부위에 주의를 집중하곤 한다. .801 .045

6
증상이 나타난 신체 부위에 주의를 기울여 파악해보려는 경
향이 있다.

.790 -.024

29 신체적 증상에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는 경향이 있다. .789 .069

24 몸의 변화 또는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788 .112

16 내가 느끼는 불편감에 주의를 집중하는 편이다. .775 .039

2 불편한 감각이 느껴지면 그 감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곤 한다. .759 .010

요인 2.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

31
그 불편감에 몰두해 신경을 쓰느라 평소 하던 일에 집중을

거의 하지 못한다.
-.082 .895

11
원래 하고 있던 나의 생각에는 신경을 쓰지 못할 정도로 특

정 신체부위에만 주의를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편이다.
-.070 .842

36
신체적 증상에 몰입하여 계획된 일에는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092 .837

40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어려울 만큼 신
체적 불편감에 자꾸 신경을 쓴다.

.003 .831

25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는 신체적 감각에 신경을 쓰느라 다른
일을 해야 할 시간까지 할애하곤 한다.

-.030 .828

19 변화가 나타난 특정 신체부위에만 모든 신경을 쏟는 편이다. .024 .709

15
그 불편한 감각만 몰입해서 다른 신체 부위에는 평소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031 .698

26
그 신체적 통증이나 변화로 인한 불편감에 나의 모든 주의

를 끊임없이 기울인다.
.177 .691

8 그 신체적 변화 또는 증상에 모든 신경을 쏟는 경향이 있다. .287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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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2.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의

타당화

연구 1-2의 목적은 연구 1-1에서 개발한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Somatic Self-focused Attention Scale, 이하 SSAS)의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우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검증한 후, 내

적 합치도와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수렴

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른 측정도구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가 두 가지 유형

의 주의 성향을 타당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들의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의 두 하위 척도 총점을 활용하여

주의 성향 집단을 구성하였다(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 집단, 신

체특정 비-몰두적 주의 성향 집단,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이 낮

은 집단). 이 세 집단 간에 심리적 적응 및 부적응 변인들에 있어 차이

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연구 1-2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신체특정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은 사적 자의식,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감각자각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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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은 심리적 적응 및 부적응 특성

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2-1.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은 자기몰입적 주의 성향,

신체화, 불안민감성, 신체감각증폭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을 보일 것이다.

가설 2-2.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은 주의조절, 자존감, 자기통

제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3.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 집단은 신체특정 비-몰두적 주

의 성향 집단 및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이 낮은 집단

에 비해 신체화, 불안민감성, 신체감각증폭지각 수준이 유의미

하게 높을 것이다.

가설 4. 신체특정 비-몰두적 주의 성향 집단은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 집단 및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이 낮은 집

단에 비해 주의조절과 자존감, 자기통제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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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여자

연구 1-2는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과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모집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을 포함한 총 13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실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연령은 만 22.40세(표준편차=5.12)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80명(58.4%), 여성이 57명(41.6%)이었다. 본 연구의 모든

절차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뒤 진행되었다

(IRB No. 1805/001-017).

측정도구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Somatic Self-focused Attention

Scale: SSAS). 연구 1-1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22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적 자의식 척도(Private Self-Consciousness Scale: PSCS). 자

기 자신에게 기울이는 일반적인 주의라고 할 수 있는 사적 자의식을 측

정하기 위해 Fenigstein, Scheier 와 Buss(1975)가 개발하고 이훈진과 원

호택(1995)가 번안한 자의식 척도(Self-Consciousness Scale; SCS)의 하

위척도인 사적 자의식 척도를 사용한다. Cronbach's 는 .88로 보고되었

으며 본 연구에서는 .827로 나타났다. 사적 자의식 척도는 5점 척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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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척도(Scale for Dispositional Self-focused

Attention in Social situation: SDSAS).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초

점적 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이지영과 권석만(2005)이 개발한 척도

로,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과 자기몰입적 주의 성향을 측정하는

하위 척도로 구성된다. 자기몰입적 하위 요인의 Cronbach's 는 .94, 일

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하위 요인의 Cronbach's 는 .79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940와 .861로 나타났다. 5점 척도이며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판 내부감각자각 척도(Korean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Interoceptive Awareness: KMAIA). 내부감각자각 수준을 측정하

기 위해 Mehling, Price, Daubenmier, Acree, Bartmess, 및 Stewart(2012)

가 개발한 내부감각자각 척도이다. 내부감각자각 척도는 7점 척도의 3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완석, 심교린, 조옥경(2016)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 요인인 감각자

각(6문항), 주의조절(7문항)을 사용한다. 감각자각의 Cronbach's 는 .80,

주의조절의 Cronbach's 는 .90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각각

Cronbach's 가 .875와 .895로 나타났다.

  간이 정신진단 검사 수정판(Symptom Checklist-90-Revised:

SCL-90-R).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신체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

해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제작한 간이 정신진단 검사 수정판

(SCL-90R)의 하위 척도인 신체화 척도를 사용한다. 신체화 척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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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는 .72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69로 나타났다. 5

점 척도이며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감각증폭 척도(Somatosensory Amplification Scale: SAS).

신체화와 관련된 인지적 특징이라고 알려진 신체감각증폭 수준을 측정하

기 위한 척도로 Barsky, Wyshak 와 Klerman(1990)이 개발하였다. 신체

감각증폭 척도는 5점 척도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현균, 원호택(1998a)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한다. 해당 연구

에서 Cronbach's 는 .78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50으로 나타

났다.

한국판 불안민감성 지수 척도-3(Korean Anxiety Sensitivity

Index-3: KASI-3). 심리적 부적응이라고 할 수 있는 불안민감성 수준

을 측정하기 위해 Taylor, Zvolensky, Cox, Deacon, Heimberg 및

Ledley 등(2007)이 개발하고 임영진, 김지혜(2012)가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불안민감성 지수-3 척도를 활용한다. 본 척도는 5 점 척도이며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척도의 Cronbach's 는 .87로 보고되었

으며 신체적 염려(6문항), 사회적 염려(6문항), 인지적 염려(6문항)의 하

위 요인은 각각 .73, .83과 .86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

의 Cronbach's 는 .927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은 순서대로 .860,

.845와 .86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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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 적응수준으로 여겨지는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

가 개발한 척도이다. 자존감 척도는 5점 척도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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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이훈진, 원호택(199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한다.

Cronbach's 는 .89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70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단축형 자기통제 척도(Brief-Self Control Scale: BSCS).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의와 구별될 수 있는 개념인 자기통제 수준을 측

정하기 위해 Tangney, Baumeister와 Boone(2004)가 개발하고 홍현기,

김희송, 김진하, 김종한(2012)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단축형 자기통

제 척도를 사용한다. 자제력(7문항)과 집중력(4문항)으로 구성된다. 전체

문항의 Cronbach's 는 .78로 보고되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가

.868로 나타났다. 본 척도는 5점 척도이며 11문항으로 구성된다.

절차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의 타당화는 다음의 4 단계로 진행되었

다. 1 단계에서 연구 1-1에서 개발한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2 단계에서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

의 척도의 내적 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3 단계에서

다른 측정도구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확인하고, 4 단계에서는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의 두 하위 척도의 총점을 활용하여 집단

을 구성한 뒤 각 집단 별로 심리적 적응과 부적응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

인하였다.

1 단계: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 1-1에서 2요인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 확인된 신체특정 자기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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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주의 척도에 대해 2요인 모형을 만들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2 단계: 내적 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 확인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의 최종 문항들에 대한 내적 합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를 산출하였고, 이에 더해 2주 간격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3 단계: 상관분석을 통한 타당도 확인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의 각 하위 척도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

라고 가정되는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통

해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4 단계: 척도 점수를 활용한 집단 구분 및 차이검정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의 두 하위 요인의 총점을 활용하여 세

집단을 구성한 뒤 각 집단 별로 심리적 적응과 부적응에서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였다.

통계적 분석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137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는 A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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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을 사용하였고, 신뢰도 분석 및 상관분석에는 SPSS 25.0을 사용하였

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and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CFI와 TLI가 .90 이

상이면 합당한 모형으로 보며, RMSEA의 경우 .05 보다 작으면 좋은 모

형, .05 에서 .08 사이이면 합당한 모형, .10 보다 크면 받아들일 수 없는

모형으로 간주한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3).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내적 합치도 계수로 Cronbach's 를 사용하

였으며,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다른 측정

도구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가 주의 성향을 타당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과정에서 확

인할 수 있는 연구 참여자의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의 두 하위

척도 총점을 활용하여 주의 성향 집단을 구분하였다(신체특정 자기몰두

적 주의 성향 집단, 신체특정 비몰두적 주의 성향 집단, 신체특정 자기초

점적 주의 성향이 낮은 집단).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의 두 하

위 척도 총점을 활용한 집단 구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체특정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SGSA)의 총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이 낮은 집단(이하 Low SSAS

집단)으로 포함시켰다. SGSA의 총점 상에서 상위 30%에 해당하는 사람

들 가운데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 척도(SSA)의 총점이 상위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 집단(이하

SSA 집단)으로, SSA의 총점이 하위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신체특

정 비-몰두적 주의 성향 집단(이하 non-SSA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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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집단이 심리적 적응 및 부적응 특성들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

기 위해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고,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나

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Turkey test(=.05)를 사용하여 사후검정을 수

행하였다.

결 과

확인적 요인분석

AMOS 21.0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1-1에서 신체특

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를 탐색적 요인분석 한 결과 나타난 2요인 모형

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 = .897,

TLI = .886, RMSEA = .091로 CFI와 TLI가 만족스러운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앞서 가정한 2요인 모형을 수정하기에 앞서 먼저 다중 상관치

(Square Multiple Correlation)를 검토한 결과, 모든 문항들이 .20 이상을

나타내어 수정과정에서 제외할 문항들은 없었다(Hooper, Coughlan &

Mullen, 2008). 도출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와 함께 문항 내용을

확인한 결과 13번, 35번 문항(‘신체적 불편감에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

다.’, ‘증상으로 인한 불편한 느낌을 향해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인다.’)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Brown(2015)에 따르면 확인적 요인분석에

있어 유사한 단어들로 구성된 문항들이 있는 경우 오차항 간의 상관을

설정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문항의 오차항 간의 상관

을 가정한 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 = .906, TLI = .895, RMSEA = .087로 수정된 2요인 모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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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합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형 수정 전후의 모형 적합도 지

수는 표 4에 정리하였다. 이로써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가 신체

특정 일반적 주의 성향,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의 수정된 2요인 모

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의 신뢰도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합치

도 계수인 Cronbach's 를 계산하였다.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40

이었으며, 신체특정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과 관련된 13문항은

.961, 그리고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과 관련된 9문항은 .928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내적 합치도를 보여주었다.

표 4.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의 확인적 요인모형 적합도 지수(N = 137)

모형 수정 전

모형 수정 후

 df p CFI TLI RMSEA

420.816 207 <.001 .906 .895 .087

 df p CFI TLI RMSEA

441.305 208 <.001 .897 .886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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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의 수정된 2요인 구조 모형

주. SGSA = 신체특정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SSA = 신체특정 자

기몰두적 주의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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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 참여자 중 70명에 대해 2주

간격으로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를 재실시한 결과 2주 간격 검

사-재검사 신뢰도가 전체 척도는 .801이었으며 신체특정 일반적 자기초

점적 주의 성향과 관련된 13문항은 .790, 그리고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

의 성향과 관련된 9문항은 .807로 나타나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

도가 시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측정에 있어 안정성이 있는 신뢰로운 도

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와 다른 척도의 관계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와 다른 척도의 상관분석을 통해 척도

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연구 1-2에서 사용된 척도들의 평균 및 표준편

차는 표 5에,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와 다른 척도들 간의 상관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의 두

하위 요인의 각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체특정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SGSA)은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GSA, r=.536, p<.01), 사적 자의식(PSCS, r=.499, p<.01), 감각

자각(r=.641, p<.01), 주의조절(r=.462, p<.01), 신체감각증폭(SAS, r=.369,

p<.01), 자존감(RSES, r=.168, p<.05)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

다. 반면 자기몰입적 주의 성향, 신체화, 불안민감성, 자기통제와는 유의

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가설에서 설정하지 않은 주의조절, 신체감

각증폭, 자존감과의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므로 가설 1은 부분적

으로 지지되었다.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SSA)은 자기몰입적 주의 성향(SA,

r=.465, p<.01),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GSA, r=.179, p<.05),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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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r=.208, p<.05), 신체감각증폭(SAS, r=.311, p<.01), 신체적 염려(

r=.343, p<.01), 사회적 염려(r=.255, p<.01), 인지적 염려(r=.410 p<.01)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

향은 자존감(RSES, r=-.269, p<.01), 자기통제(BSCS, r=-.387, p<.01)와

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사적 자의식, 감각자각, 주의조절

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가설에서 설정한 주의조절과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

다.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에 따른 심리적 적응, 부적응의 차이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에 근거해 구분된 두 가지 신체특정 자

기초점적 주의 성향이 심리적 적응, 부적응 측정치 상에서 타당하게 구

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이 낮은 집단

(Low SSAS 집단),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 집단(SSA 집단), 신

체특정 비-몰두적 주의 성향 집단(non-SSA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설정

하였다. 또한 타당도 분석을 위해 살펴본 심리적 적응 및 부적응 척도들

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다변량분석(MANOVA)를 실시하였으며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Turkey의 사후검정을 실시

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에서와 같이, 신체화를 제외한 심리적 적응 및 부적응 척도의 점

수에서 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비교검정 결과,

SSA 집단과 non-SSA 집단은 Low SSAS 집단에 비해 사적 자의식

(PSCS, p<.001),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GSA, p<.01), 감각자각

(Noticing, p<.001)의 점수에 있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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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SSAS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사적 자의식, 일반적 자기초점

적 주의, 감각자각과 같이 자신의 신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반적인 성

향의 수준이 낮음을 보여준다.

SSA 집단은 non-SSA 집단에 비해 자기몰입(SA, p<.05), 불안민감성

의 하위 요인 중 신체적 염려(p<.05)와 인지적 염려(p<.01)의 점수에 있

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SSA 집단은 Low SSAS 집

단과 비교하여 신체감각증폭(SAS, p<.05)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

타났다. 가설에서와 같이 SSA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신체화 점수에

있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non-SAS 집단은 자기통제(BSCS, p<.01)의 수준에 있어 SSA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자존감(RSES, p<.01)의 점수는

SSA 집단과 Low SSAS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주의조절(Attention Regulation, p<.001)에 있어서도 다른 두 집단에 비

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로써 가설 4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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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각 척도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N = 137)

척도 평균 표준편차

SSAS(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95.12 18.23

SGSA 64.53 12.05

SSA 30.60 9.91

PSCS(사적 자의식) 25.78 5.70

SDSAS(자기초점적 주의)

GSA(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52.45 15.70

SA(자기몰두적 주의) 30.23 5.92

KMAIA(내부감각자각)

Noticing 21.07 6.37

Attention Regulation 24.31 6.88

SCL-90R; Somatization 8.80 7.46

SAS(신체감각증폭) 19.15 5.95

KASI-3(불안민감성) 17.94 12.99

Physical Concern 4.38 4.50

Social Concern 8.54 5.45

Cognitive Concern 5.02 4.76

RSES(자존감) 38.02 6.78

BSCS(자기통제) 33.05 7.52

주. SSAS = Somatic Self-focused Attention Scale, SGSA = Somatic General
Self-focused Attention, SSA = Somatic Self-absorbed Attention, PSCS =
Private Self-Consciousness Scale, SDSAS = Scale for Dispositional
Self-focused Attention Scale, GSA = General Self-focused Attention, SA =
Self-Absorption, KMAIA = Korean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Interoceptive Awareness, SCL-90R = Symptom Checklist-90-Revised, SAS =
Somatosensory Amplification Scale, KASI-3= Korean Anxiety Sensitivity
Index-3, RSES = Rosenberg Self-Esteem Scale, BSCS = Brief-Self Control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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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와 관련 척도들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N = 137)
척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SGSA

2. SSA .373**

3. PSCS .499** .101

4. GSA .536** .179* .636**

5. SA .164 .465** .131 .453**

6. Noticing .641** .166 .489** .605** .292**

7. Attention
Regulation .462** -.094 .372** .416** -.116 .590**

8. Somatization -.161 .208* -.143 .003 .305** -.128 -.320**

9. SAS .369** .311** .179* .228** .335** .336** .071 .379**

10. Physical
Concern

-.053 .343** .017 .152 .529** .035 -.265** .497** .300**

11. SocialConcern -.030 .255** .074 .229** .611** .160 -.180* .353** .343** .583**

12. CognitiveConcern -.016 .410** .072 .246** .596** .055 -.204* .472** .235** .750** .682**

13. RSES .168* -.269** .236** .161 -.301** .220** .403** -.381** -.063 -.266** -.323** -.344**

14. BSCS -.036 -.387** .058 .037 -.177* .040 .251** -.249** -.164 -.119 -.219* -.281** .501**

주. SGSA = Somatic General Self-focused Attention, SSA = Somatic Self-absorbed Attention, PSCS = Private
Self-Consciousness Scale, GSA = General Self-focused Attention, SA = Self-Absorption, RSES = Rosenberg Self-Esteem
Scale, BSCS = Brief-Self Control Scale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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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집단 별 심리적 적응 및 부적응의 평균과 집단 간 차이검정 결과

척도
Low SSAS(14명) SSA(14명) non-SSA(13명)

F 값
사후

검정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PSCS 21.14(5.66) 29.64(3.92) 27.92(5.60) 10.777*** 2, 3 >1

SDSAS

GSA 26.79(15.02) 34.14(5.95) 45.38(9.86) 7.119** 2, 3 >1

SA 51.86(15.02) 64.29(19.53) 32.69(6.07) 5.266* 2 >3

KMAIA

Noticing 14.29(6.76) 24.79(6.18) 25.92(4.80) 15.748*** 2, 3 >1

Attention
Regulation 18.79(3.36) 25.00(6.05) 31.69(4.91) 23.416*** 3 >2 >1

SCL-90R;

Somatization
9.93(8.60) 9.43(8.98) 6.00(5.08) .999

SAS 14.57(7.29) 21.14(6.60) 19.77(4.53) 4.230* 2 >1

KASI-3 21.21(11.16) 26.21(17.31) 9.62(6.25) 6.159** 2 >3

Physical
Concern 5.00(3.92) 7.71(6.06) 2.23(3.24) 4.796* 2 >3

Social
Concern 10.43(4.64) 10.79(6.60) 5.54(3.73) 4.295* 1, 2 >3

Cognitive
Concern 5.79(4.12) 7.71(6.31) 1.87(2.15) 5.740** 2 >3

RSES 36.00(5.94) 37.29(6.55) 43.00(5.02) 5.344** 3 >1, 2

BSCS 32.21(6.87) 28.71(8.40) 38.77(6.76) 6.378** 3 >2

주. PSCS = Private Self-Consciousness Scale, SDSAS = Scale for Dispositional

Self-focused Attention Scale, GSA = General Self-focused Attention, SA =

Self-Absorption, KMAIA = Korean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Interoceptive Awareness, SCL-90R = Symptom Checklist-90-Revised, SAS =

Somatosensory Amplification Scale, KASI-3= Korean Anxiety Sensitivity

Index-3, RSES = Rosenberg Self-Esteem Scale, BSCS = Brief-Self Control
Scale. 사후검정에서 1은 Low SSAS 집단, 2는 SSA 집단, 3은 non-SSA 집단임.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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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연구 1-2에서는 연구 1-1에서 개발한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

(SSAS)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내적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

도, 타당도, 그리고 하위 척도의 총점을 활용한 집단 간 심리적 적응 및

부적응의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요인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수준

을 보여, 연구 1-1에서와 같은 2요인 구조가 적합함이 교차 타당화 되었

다.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를 산출하고 신뢰도를 파

악하기 위해 2주 간격으로 검사를 재실시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

인하였다. 그 결과,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개발된 척도가 일시적

인 인지과정이나 상태가 아닌 시간적 안정성을 지닌 주의 성향을 신뢰롭

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

SSAS와 다른 척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특정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SGSA)

은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사적 자의식, 감각자각, 주의조절, 신체

감각증폭, 자존감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반적 경향을 보여주는 사적 자의식(이지영, 권석만,

2005; Fenigstein, Scheier, & Buss, 1975)과 중립적인 신체감각에 대한

자각능력 그 자체를 의미하는 감각자각(김완석, 심교린, 조옥경, 2016)과

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신체특정 일반적 자기초점

적 주의 성향은 신체적 변화(증상)가 나타났을 때 그 변화나 증상이 발

생한 부위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병리적인 측면과 무관한 일반적인 특

성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의조절은 신체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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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점에서 신체를 향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김완석, 심교린, 조옥경, 2016). 병리적이지 않은 신체감각을 증

폭하여 지각하는 경향성인 신체감각증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체감각

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특징이 포함되기 때문에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과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신현균, 원호택, 1998a; Barsky, Wyshak, & Klerman, 1990).

반면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SSA)은 자기몰입적 주의 성향,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신체화, 신체감각증폭, 불안민감성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자존감, 자기통제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

관을 보였다. 선행연구의 결과(이지영, 권석만, 2005)와 마찬가지로 신체

특정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과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은 두 하위

척도가 공통적으로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성향과 관련된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신체화, 불안민감성과의 유의미한 정적 상

관, 자존감과 자기통제와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은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이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된 구성개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

히 신체특정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과는 달리, 신체화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는 점은 단순하게 신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

자체보다는 주의의 융통성, 지속시간 등에서의 부적응적 양상이 신체화

증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자기몰입적 주의 성향, 신체

감각증폭과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은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이

구체적으로 주의의 측면에 있어 부적응적인 특성을 지닌 개념이라는 점

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은 신체특정 일

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과는 다르게 사적 자의식, 감각자각, 주의조절

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SSAS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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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척도가 각각 신체특정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과 신체특정 자

기몰두적 주의 성향을 타당하게 구분하며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SSAS가 두 가지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을 타당하게 구분해

낼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SAS에 근거해 Low SSAS

집단, SSA 집단, non-SSA 집단을 구성하고 집단 간에 심리적 적응, 부

적응 수준이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검정결과, 신체화를 제외한 심리

적 적응 및 부적응 수준에 있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SSA 집단과 non-SSA 집단은 Low SSAS 집단에 비해 사적 자의식,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감각자각의 점수에 있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

를 보였다. 이는 Low SSAS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자신의 신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반적인 성향의 수준이 낮음을 보여준다. 주의조절의

경우, Low SSAS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그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

았는데 이는 주의조절이 신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특성을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SSA 집단이 non-SSA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

은 수준을 보인 것은 주의조절이 신체감각에 기울인 주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SSA 집단이 특정 신체감각에 몰두하여

다른 곳으로 주의를 전환하는 등의 주의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시사한다. 또한 SSA 집단은 non-SSA 집단에 비해 자기몰입, 불안민감

성의 하위 요인 중 신체적 염려와 인지적 염려의 점수에 있어 유의미하

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반면 non-SAS 집단은 자기통제의 수준에 있

어 SSA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자존감의 점수는

SSA 집단, Low SSAS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Mehling과 동료들(2009)이 제안한 바 있듯이 신체감

각에 대한 주의는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SSAS

에 근거한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집단의 구분이 타당함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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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이다. 또한 기존 신체에 대한 주의의 적응적, 부적응적 특성에 대

한 연구결과(Burns, 2006; Flor et al., 2001; Martin, Ahles, & Jeffery,

1991; Moss-Morris et al., 2005)가 비일관적이었던 것도 본 척도와 같이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집단 간 신체화 증상의 차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신현균, 원호택,

1998a)에 따르면, 정신과 환자집단의 경우 신체귀인이나 신체감각증폭과

같은 인지과정이 신체화 증상을 가장 강력하게 설명했지만 대학생 집단

의 경우 부정 정서성과 같은 성격특성이 인지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체화

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인지과정 중에 하나인 주의 성

향에 있어 차이가 있는 집단 사이에서는 신체화 수준의 차이가 유의미하

지 않았음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구 1-2에서는 SSAS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양호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각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과 심리적

적응 및 부적응의 관계를 탐색하고, 하위척도의 총점을 활용한 집단구분

에서 심리적 적응 및 부적응의 차이검정을 통해 두 유형의 신체특정 자

기초점적 주의 성향 구분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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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이

감정표현 불능증 및 질병태도와 신체화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1의 결과,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SSA)이 심리적 부적

응 변인들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성향이 신체화와 같은 부적응적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었다. 특히 신체특정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과는 다르게 신체화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난 점은 이를 뒷받침한

다. 이를 토대로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개발하고 타당화된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SSAS)의 하위 요인인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이 신체화의 발현에 있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신체화의 주요한 취약성 요인이라고 알려진 감정표현 불능증과 질병태도

가 신체화 증상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이

조절 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연구 2의 목적은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이 감정표현 불능증 및 질병태도와 신체화의 관계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감정표현 불능증 및 질병태도와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이 상호작용하여 신체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신체적 증상이 나타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부적응적인 자기초점적 주

의를 측정하는 도구가 한계점이 있거나 부재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일

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를 개발하게 된 배경을 고려하면 하위 요인인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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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부적응적인 주의는 신체화 증상의 주요 인지적 특징 중에 하나

로 신체화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특징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 요인이다

(권석만, 2013; 신현균, 2016;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Brown, 2004; Looper, & Kirmayer, 2002). 따라서 신체화와 관련된 부적

응적 주의 성향에 대한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신뢰롭고 타당

한 측정도구를 통한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감정표현 불능증과 질병에 대한 역기능적 신념(질병태도)은 신체화의

취약성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두 변인은

각각 신체화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신현균, 2000; 신현균, 원호택,

1997; De Gucht & Heiser, 2003; Kellner, Hernandez, & Pathak, 1992;

Kellner, Samet, & Pathak, 1987; Porcelli et al., 2013).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감정표현 불능증, 질병태도와 신체화의 관계가 유의미

하지 않게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다(Cleary, 1993; Kooiman et al., 2000;

Modestin, Furrer, & Malti, 2004). 이와 같이 예측 변인과 준거 변인 간

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비일관적인 결과를 나타낼 경우, 비일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제 3의 변수를 설정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조

영일, 김지현, 한우리, 조유정, 2015). 즉 제 3의 변수인 조절 변인의 수

준에 따라 예측 변인과 준거 변인 간의 관련성이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감정표현 불능증, 질병태도는 각각 신체화의 취약성 요

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관련성에 대한 비일관적인 연구 결과로 인해 조절

변인을 설정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감정표현 불능증과 질병에 대한 경직된 신념이 신체화로 발전하는 과

정에서 사소한 신체적 감각에도 지나치고 편향되게 주의를 기울이게 하

여 신체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권석만, 2013; 신현균, 2016;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Barsky & Klerman, 1983; Paul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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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Taylor, Bagby, & Parker, 1991; Warwick & Salkovskis, 1990;

Wise & Mann, 1994)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

향을 조절 변인으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표현 불능증과 질병태

도가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의 역할

을 탐색함으로써 취약성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입이 가능한 몰두적

주의 성향의 역할을 확인하여 치료적 시사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감정표현 불능증, 질병태도와 함께 SSAS의 하위 요

인인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SSA)과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감정표현 불능증, 질병태도와 신

체화의 관계에 대한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은 감정표현 불능증, 질병태도,

신체화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2.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은 감정표현 불능증과 신체화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3.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은 질병태도와 신체화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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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여자

연구 2는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학

생과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모집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포함한 총 294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실시되었다. 연

구 참여자들의 평균연령은 만 23.53세(표준편차=4.16)였다. 응답자의 성

별은 남성이 122명(41.5%), 여성이 172명(58.5%)이었다. 본 연구의 모든

절차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뒤 진행되었다

(IRB No. E1808/003-001)

측정도구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Somatic Self-focused Attention

Scale: SSAS). 연구 1에서 개발 및 타당화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하위 척도인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SSA)척도만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는 .923로 나타났다.

한국판 감정표현 불능증 척도(Korean Alexithymia Scale: KAS).

감정표현 불능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Bagby, Parker 및

Taylor(1994)가 제작한 20문항 감정표현 불능증 척도(20-Item

Alexithymia Scale)의 문항을 기초로 구성되고 신현균(1996, 미발표)이

기존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작하였으며 신현균, 원호택(1997)이 타당화

연구를 한 바 있다. 5점 척도로 총 23문항이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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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도가 양호하다고 알려진 ‘정서 각성과 신체 감각 간을 구별하는 데

서의 곤란’(정서자각 곤란), ‘정서를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는 데서의 곤

란’(정서표현 곤란) 두 하위 요인을 측정하는 14문항을 사용한다. 정서자

각 곤란의 Cronbach's 는 .83, 정서표현 곤란의 Cronbach's 는 .85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71, .810로 나타났다.

질병태도 척도(Illness Attitude Scale: IAS). 건강염려증과 관련된

개인의 공포, 신념, 태도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다(Kellner,

1986). 본 연구에서는 이준석(2004)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한

다. 질병태도 척도는 5점 척도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s 는 .90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9로 나타났다.

  간이 정신진단 검사 수정판(Symptom Checklist-90-Revised:

SCL-90-R). 연구 1-2에서 사용된 척도와 동일함. 신체화 척도의

Cronbach's 는 .72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8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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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본 연구에서는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과 신체화, 감정표현 불

능증, 질병태도의 심리적 특성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기술통계

와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

해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통계적 분석

연구 2에서는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상관 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SPSS 25.0를 사용하였다. 연구 2에서 살펴볼 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고 감정표현 불능증, 질병태도가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

에서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이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위계

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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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기술통계

연구 2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각 척도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N = 294)

척도 평균 표준편차

SSA 30.71 9.94

KAS

정서자각 곤란 6.53 5.24

정서표현 곤란 10.53 5.39

IAS

질병에 대한 공포와 믿음 15.04 10.70

질병으로 인한 적응 장해 2.23 3.21

안전추구 행동 9.06 4.27

죽음에 대한 공포 3.47 3.20

SCL-90R; Somatization 8.84 7.66

주. SSA = Somatic Self-absorbed Attention, KAS = Korean Alexithymia Scale,
IAS = Illness Attitude Scale, SCL-90R = Symptom Checklist-90-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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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과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척도와 다른 척도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SSA)은 신체화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을 나타내었다(r=.328, p<.01). 또한 신체화의 취약성 요인인 감정표현

불능증(r=.298, p<.01), 질병태도(r=.535, p<.01)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

을 나타내었다. 감정표현 불능증의 두 하위 요인인 정서자각 곤란

(r=.388, p<.01), 정서표현 곤란(r=.141, p<.05)과도 역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질병태도의 하위 요인인 질병에 대한 공포와 믿음

(r=.296, p<.01), 질병으로 인한 적응 장해(r=.507, p<.01), 안전추구 행동

(r=.328, p<.01), 죽음에 대한 공포(r=.347, p<.01)와도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 감정표현 불능증과 신체화의 관계

감정표현 불능증과 신체화의 관계에서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

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표 10에 제시하였다.

단계 1에서 예측 변인인 감정표현 불능증을 투입한 결과, 신체화 변량

의 19%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단계 2에서 신체특정 자

기몰두적 주의 성향을 투입한 결과, 이전 모형에 비해 신체화의 4.3%를

추가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면서 전체 설명력은 23.3%가 나타났다. 단

계 3에서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과 감정표현 불능증의 상호작용

을 투입한 결과, 모형 전체의 신체화에 대한 설명력은 24.7%이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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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척도와 관련 척도들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N = 294)

척도 1 2 3 4 5 6 7 8

1. SSA

2. KAS .298**

3. 정서자각 곤란 .388** .879**

4. 정서표현 곤란 .141* .886** .556**

5. IAS .535** .398** .510** .197**

6.
질병에 대한

공포와 믿음
.552** .414** .523** .211** .969**

7.
질병으로 인한

적응 장해
.507** .374** .472** .193** .762** .687**

8. 안전추구 행동 .296** .138* .240** .006 .760** .641** .491**

9. 죽음에 대한 공포 .347** .360** .406** .232** .758** .715** .439** .410**

10. Somatization .328** .436** .564** .210** .473** .481** .535** .201**

주. SSA = Somatic Self-absorbed Attention, KAS = Korean Alexithymia Scale, IAS = Illness Attitude Scale, SCL-90R =
Symptom Checklist-90-Revised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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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감정표현 불능증과 신체화의 관계에서 SSA의 조절효과 검증(N = 294)

모형에 비해 신체화를 2.2%를 추가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 .022, p<.01). 감정표현 불능증(β = .360, p<.001)과 신체특정 자기몰두

적 주의 성향(β = .194, p<.001)이 각각 독립적으로 신체화에 영향을 미

칠 뿐만 아니라, 감정표현 불능증과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이

상호작용하여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51,

p<.01). 이로써 가설 2가 지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시각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 감정표현 불능증과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의 점수를

각각 평균(mean)을 기준으로 상, 하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들의 신

체화 점수 평균을 구하여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예언변인 B β   ∆  

단계 1 .190 68.391***

KAS .356 .436***

단계 2 .233 .043*** 44.230***

KAS .303 .371***

SSA .168 .218***

단계 3 .247 .022** 33.092***

KAS .294 .360***

SSA .149 .194***

KAS×SSA .011 .151**

주. SSA = Somatic Self-absorbed Attention, KAS = Korean Alexithymia Scale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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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감정표현 불능증과 신체화의 관계에서 SSA의 조절효과

주. SSA =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 KAS = 감정표현 불능증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 질병태도와 신체화의 관계

질병태도와 신체화의 관계에서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표 11에

제시하였다.

단계 1에서 예측 변인인 질병태도를 투입한 결과, 신체화 변량의

22.4%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단계 2에서 투입된 신체특

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은 신체화의 변량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

명하지 못했다. 반면 단계 3에서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과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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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의 상호작용을 투입한 결과, 모형 전체의 신체화에 대한 설명력은

25.3%이고 이전 모형에 비해 신체화를 2.1%를 추가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 .021, p<.01). 질병태도(β = .327, p<.001)와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β = .120, p<.05)이 각각 독립적으로 신체화에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질병태도와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이

상호작용하여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67,

p<.01). 이로써 가설 3이 지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시각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 질병태도와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의 점수를 각각 평

균(mean)을 기준으로 상, 하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들의 신체화 점

수 평균을 구하여 그림 4에 제시하였다.

그림 4. 질병태도와 신체화의 관계에서 SSA의 조절효과

주. SSA =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 IAS = 질병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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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질병태도와 신체화의 관계에서 SSA의 조절효과 검증(N = 294)

예언변인 B β   ∆  

단계 1 .224 84.223***

IAS .199 .473***

단계 2 .232 .008 43.897***

IAS .175 .417***

SSA .081 .105

단계 3 .253 .021** 32.707***

IAS .137 .327***

SSA .092 .120*

IAS×SSA .006 .167**

주. SSA = Somatic Self-absorbed Attention, IAS = Illness Attitude Scale
*p<.05, **p<.01, ***p<.001.



- 58 -

논 의

연구 2에서는 감정표현 불능증, 질병태도와 신체화의 관계에서 신체특

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신체

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존 연구에서 신체화와 관련된 중요 변인으로 제안되었던 감정

표현 불능증, 질병태도와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의 상관관계를

탐색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은 신체화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연구 1-2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신체

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은 신체화와 관련된 인지적 특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은 감정표현 불능증과 그 하

위요인인 정서자각 곤란, 정서표현 곤란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

으며, 질병태도와 그 하위요인인 질병에 대한 공포와 믿음, 질병으로 인

한 적응 장해, 안전추구 행동, 죽음에 대한 공포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

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감정표현 불능증과 신체화의 관계에서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 그리고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과 감정표현 불능증의 상호작용은 신체화를 유의미

하게 예측하였다. 즉, 감정표현 불능증과 신체화의 관계는 신체특정 자기

몰두적 주의 성향의 수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질병태도와 신체화의 관계에서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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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과 질병태도의 상호작용은 신체화를 유의미하

게 예측하였다. 즉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의 수준에 따라 질병

태도와 신체화의 관련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연구 2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감정표현 불능증과 질병태도

는 신체화와 관련하여 신체화를 예측해주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비일관적이었다(Cleary, 1993; Kooiman et al.,

2000; Modestin, Furrer, & Malti, 2004). 이에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을 조절 변인으로 설정하여 두 변인과 신체화의 관계를 탐색한 결

과, 감정표현 불능증과 질병태도가 신체화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신체특

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에 의해 조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신체화와 관련된 인지적 특성인 신체특정 자기몰두

적 주의 성향의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감정표현 불능증

및 질병태도의 영향력도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연구 2의 조

절효과 검증 결과는 신체화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 있어 신체를 대상으로

한 부적응적인 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실제 MBSR과 같은

치료기법에서는 신체로의 주의를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기

제를 통해 신체화 증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이유경, 장문선, 윤병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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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신체화 증상과 관련한 자기초점적 주의 측정도구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에 대한 정의와

두 유형의 주의 성향의 분류기준을 제안하였다. 신체특정 일반적 자기초

점적 주의 성향과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

여 이들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이 감정표현 불능증과 질병태

도가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하고자 하

였다.

연구 1-1에서는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SSAS)를 개발하였다.

예비척도를 제작하였고 이 척도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체특정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SGSA) 요인과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SSA) 요인의 2요인 구

조가 도출되었다.

연구 1-2에서는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 두 주의 유형이 심리적 적응 및 부적응 변인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교차 타당화를 위해 시행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연구 1-1에서 추출한 2요인 구조가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내적 합치도와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

났다. 심리적 적응 및 부적응 변인들과의 상관을 통해 타당도를 검토한

결과 신체특정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SGSA)은 사적 자의식, 일

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신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일반적인 성향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특성을 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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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신체특정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은 주의조절, 신체감각증폭과 같이 주의를 기울이는 특성을 포

함한 심리적 변인들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기도 했다. 반면 신

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SSA)은 신체화를 비롯하여 자기몰입적 주

의 성향, 신체감각증폭, 불안민감성과 같이 심리적 부적응이라고 알려진

변인들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심리적 적응과 밀접한 자

존감, 자기통제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신체특정 자기몰

두적 주의 성향은 신체를 특정 대상으로 하여 주의를 기울이되 지속시

간, 융통성 등의 측면에서 부적응적인 특성을 지닌 개념이라는 것이 시

사된다. 특히 신체특정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과는 다르게 신체화

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난 점에서 신체화와 관련된 인지적 특성임이 밝

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

(SSAS)의 두 하위 척도가 각각 신체특정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과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을 구별하며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추가적으로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가 두 가지 신체특정 자기

초점적 주의 성향을 타당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단을

설정하고 집단 간 심리적 적응 및 부적응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구

체적으로 신체특정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SGSA)의 총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이 낮은 집단

(Low SSAS 집단), SGSA의 총점 상에서 상위 30%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 척도(SSA)의 총점이 상위 30%

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 집단(SSA 집단)

으로, SSA의 총점이 하위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신체특정 비-몰두

적 주의 성향 집단(non-SSA 집단)으로 구성하고 집단 간에 심리적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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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부적응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검정결과, 신체화를 제외

한 심리적 적응 및 부적응 수준에 있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다. Low SSAS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자신의 신체에 주의를 기울

이는 일반적인 성향의 수준이 낮았으며, SSA집단은 특정 신체감각에 몰

두하여 다른 곳으로 주의를 전환하는 등의 주의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적음이 시사되었다. 또한 SSA 집단은 non-SSA 집단에 비해 자기몰입,

불안민감성의 하위 요인 중 신체적 염려와 non-SAS 집단은 자기통제의

수준에 있어 SSA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자존감

의 점수는 SSA 집단, Low SSAS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나

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Mehling과 동료들(2009)이 제안한 바 있듯

이 신체감각에 대한 주의는 다른 특성을 지닌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있으며, SSAS에 근거한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집단의 구분

도 타당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SSAS에 근거하여 신체특정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자체가 낮은 집단을 구분하여 신체적 변화

나 증상이 발생했을 때 변화(증상) 그 자체나 발생부위에 주의를 적게

기울이는 특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2에서는 감정표현 불능증, 질병태도와 신체화의 관계에서 신체특

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먼저 신체화 증

상과 관련된 감정표현 불능증, 질병태도와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

향의 상관관계를 탐색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연구 1-2의 결과와 마찬가

지로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은 신체화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은 감정표현 불능증과 그

하위요인인 정서자각 곤란, 정서표현 곤란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

였으며, 질병태도와 그 하위요인인 질병에 대한 공포와 믿음, 질병으로

인한 적응 장해, 안전추구 행동, 죽음에 대한 공포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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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의 수준이 높을수

록 정서를 자각하고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질병에 대한 역

기능적 믿음이 강화되며, 신체화 경향성도 증가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

향은 기존에 신체화 증상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감정표현

불능증과 질병태도가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거나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

거나, 질병에 대한 역기능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 신체를 대상으로 한 자

기몰두적 주의 성향을 나타낼수록 신체화 수준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의의를 정리할 수 있다. 첫

째, 본 연구에서는 신체를 대상으로 한 자기초점적 주의의 두 유형에 대

한 분류 기준을 제안하고 이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신체화와

관련된 자기초점적 주의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기존 척도들은 자기초점적

주의의 대상을 신체적 요인으로 설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적인

차원에서만 수준을 측정하거나 부적응적인 측면만 가정하여 신체에 대한

자기초점적 주의를 연구하고 측정하였다. 그러나 Ingram(1990), Mehling

과 동료들(2009)이 제시한 바와 같이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기초점적

주의는 융통성, 지속시간 등과 같은 측면에서도 다른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는 이질적인 특성으로 이루어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신체를 특정하여 대상으로 하는 자기초점적 주의의 유형이 구분될 수 있

음을 제안함으로써 신체에 대한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을 더욱 명료하게

정의하는데 일조하였다. 또한 신체화와 관련된 부적응적인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을 더 민감하게 구분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확보하고 타당화함으로써 후속 연구에서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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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보다 깊은 탐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둘째,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의 두 유형이 각각 심리적 적응

및 부적응 변인과 나타내는 관계를 확인하여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의 심리적 특성을 탐색하였다.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을 측정하는 도

구는 개발되어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자기몰입적 주의 성향과

같은 개념이 소개되고 측정할 수 있었지만(이지영, 권석만, 2005), 이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이라는 점에서 신체화와 관련된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의 연구에서는 본 개념의 심리적 특성이 경험적으

로 충분히 탐색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신체특정 일

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이 병리적이거나 적응적인 것과는 구분되는

주의를 기울이는 일반적 성향이라는 점,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

은 신체화를 비롯한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이 높은 개념이며 이와 같은

성향의 수준에 따라 부적응적인 심리적 변인들의 수준이 차이를 보인다

는 점 등을 밝혔다. 또한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의 두 성향의 세부적

인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두 성향의 수준에 따른 적응, 부적응에 대한

추후 연구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이 감정표현 불

능증, 질병태도와 신체화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신체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있으나(신현균, 2000; 신현균, 원호택, 1997; De

Gucht & Heiser, 2003; Kellner, Hernandez, & Pathak, 1992; Kellner,

Samet, & Pathak, 1987; Porcelli et al., 2013), 신체화와의 관련성이 비

일관적으로 보고되었던(Cleary, 1993; Kooiman et al., 2000; Modestin,

Furrer, & Malti, 2004) 감정표현 불능증과 질병태도가 각각 신체화에 미

치는 영향에 있어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신체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치료할 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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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대상으로 한 몰두적인 주의 성향을 함께 다룰 필요성이 시사된다.

실제 신체화 증상을 보이는 집단을 대상으로 기존 인지행동치료뿐만 아

니라 MBSR과 같이 신체로 향하는 주의를 조절하여 융통성 있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돕는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한 치료법들이 효과가 있다

는 보고가 있다(이유경, 장문선, 윤병수, 2013; 장현갑, 김정모, 배재홍,

2007; Fjorback et al., 2013; Rosenzweig, Reibel, Greeson, Brainard, &

Hojat, 2003; Wetherell et al., 2011).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신체특정 자기

몰두적 주의 성향의 개념과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통해 신체화 증

상에 대한 치료적 기제와 효과를 탐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

겨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이 대부분 비임상군 대학생, 대학원생을 포함한 성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

가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일반인과 신체화 증

상을 호소하는 임상 장면의 환자를 포함한 보다 다양한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들을 반복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 문항을 구성하는 신체특정 일반적 주

의 성향이나 이 성향이 낮은 집단(Low SSAS 집단)과 비-몰두적 집단

(non-SSA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이 부족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

화와 관련된 부적응적 특성인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의 심리적

특성과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후속 연

구에서는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SSAS) 총점을 활용하여 본 연

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지 못한 신체에 대한 일반적 주의 성향과

이 성향이 낮은 집단(Low SSAS 집단)이나 비-몰두적 집단(non-SSA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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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감정표현 불능증 및 질병태도와 신체화의 관계

에서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지만, 자기

보고식 질문지에 의한 횡단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이 지

닌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이 변화하였을 때 실제로 신체화 증상

의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나 추적연구를 통해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의 변화가

신체화 증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지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보고식의 척도 외에도 신체특정 자기몰두적 주의 성향과 관련된 뇌

신경학적 영역과 변인을 확인할 수 있는 fMRI(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와 같은 영상 기술을 활용하거나, 주의의 유연성 정

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제-전환 패러다임(task-switching paradigm)을

적용한 실험연구를 진행하여 신체화와 관련된 인지적 특성에 대한 이해

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Baddeley, Chincotta, & Adlam,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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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신체특정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SSAS)

아래 문항들은 신체적 변화나 증상이 나타날 때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성향들을 나

열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다음 상황에서 자신을 얼마나 잘 나

타내는지를 평소에 경험하는 바에 따라 아래 척도 상의 적당한 숫자에 ○표하여 응

답해주십시오.

※ 신체적 변화나 증상은 다음의 것들을 포함합니다 : 흉통, 호흡곤란, 심계항진(불규칙

하거나 빠른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증상), 빈맥(심장 박동 수가 분당 100회 이상으로 빨라

지는 증상), 두통, 어지러움, 구역질, 구토, 복통, 소화장애, 설사, 변비, 관절통증 등

1----------2----------3-----------4-----------5----------6----------7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신체적 변화 또는 증상이 나타날 때

1. 증상이나 변화가 나타난 나의 신체 부위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

2.
원래 하고 있던 나의 생각에는 신경을 쓰지 못할 정도로 특정 신체부위에만

주의를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편이다.

3.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는 신체 감각에 예민한 주의를 기울인다.

4. 불편한 감각이 느껴지면 주의를 기울여 살피는 경향이 있다.

5. 증상으로 인한 불편한 느낌을 향해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인다.

6. 그 신체적 변화 또는 증상에 모든 신경을 쏟는 경향이 있다.

7. 평소와 다른 신체적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곤 한다.

8. 그 변화나 증상이 나타난 신체 부위에 주의를 집중하곤 한다.

9. 증상이 나타난 신체 부위에 주의를 기울여 파악해보려는 경향이 있다.

10. 신체적 증상에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는 경향이 있다.

11. 몸의 변화 또는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12. 내가 느끼는 불편감에 주의를 집중하는 편이다.

13. 불편한 감각이 느껴지면 그 감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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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 불편감에 몰두해 신경을 쓰느라 평소 하던 일에 집중을 거의 하지 못한

다.

15. 신체적 불편감에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다.

16.
신체적 증상에 몰입하여 계획된 일에는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

17.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어려울 만큼 신체적 불편감에

자꾸 신경을 쓴다.

18.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는 신체적 감각에 신경을 쓰느라 다른 일을 해야 할

시간까지 할애하곤 한다.

19. 변화가 나타난 특정 신체부위에만 모든 신경을 쏟는 편이다.

20.
그 불편한 감각만 몰입해서 다른 신체 부위에는 평소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21.
그 신체적 통증이나 변화로 인한 불편감에 나의 모든 주의를 끊임없이 기울인

다.

22. 불편감이 느껴지는 부위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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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사적 자의식 척도(PSCS)

아래에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평소에 일상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각 문장들을 읽고 그것이 어느 정도나

자신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솔직한

느낌과 가장 가까운 숫자에 ‘0’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1.
나는 항상 나 자신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0 1 2 3 4

2.
대체로 나는 나 자신을 잘 의식하

지 않는다.
0 1 2 3 4

3.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많이 숙고한다. 0 1 2 3 4

4.
나는 흔히 나 자신에 대한 공상에

빠진다.
0 1 2 3 4

5.
나 자신을 자세히 음미해 보는 일

은 없다.
0 1 2 3 4

6.
나는 대체로 내 내부 감정에 주의

를 둔다.
0 1 2 3 4

7.
나는 끊임없이 내 동기가 무엇인지

살핀다.
0 1 2 3 4

8.
나는 때때로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0 1 2 3 4

9. 나는 내 기분변화를 잘 알아챈다. 0 1 2 3 4

10.
나는 문제를 풀어나갈 때 내 마음

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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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척도(SDSAS)

아래 문항은 사람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내는 성향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경

험하는 바에 따라 응답해주십시오. 각 문항이 평소의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

내는지 그 정도를 아래 척도 상의 적당한 숫자에 ¡표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 3…………… 4 …………… 5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1. 나 자신에 대해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 내게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에 민감하다. 1 2 3 4 5

3. 나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1 2 3 4 5

4.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인다. 1 2 3 4 5

5.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다. 1 2 3 4 5

6.
내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파

악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7.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예민하다. 1 2 3 4 5

8. 자주 어떤 생각에 매여 대화 내용을 놓친다. 1 2 3 4 5

9.
자주 불편한 감정에 신경이 쓰여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차

리기 어렵다.
1 2 3 4 5

10. 말을 잘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신경을 쓴다. 1 2 3 4 5

11. 어떤 기분에 자꾸 신경을 쓴다. 1 2 3 4 5

12. 긴장해서 행동하고 있는지 자꾸 신경을 쓴다. 1 2 3 4 5

13. 자주 어떤 생각에 신경이 쓰여 내 의견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1 2 3 4 5

14. 얼굴이 붉어지거나 떨고 있는지 계속해서 신경을 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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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내가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핀다. 1 2 3 4 5

16. 내가 호흡을 잘 조절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한다. 1 2 3 4 5

17. 내가 어떤 기분에 사로잡혀 상대의 이야기를 놓친다. 1 2 3 4 5

18. 자주 어떤 생각이 떠올라 떨치기 어렵다. 1 2 3 4 5

19. 내가 긴장하고 있는지 예민하게 신경을 쓴다. 1 2 3 4 5

나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20. 내가 하고 있는 생각에 주의가 간다. 1 2 3 4 5

21. 나의 기분 변화에 민감하다. 1 2 3 4 5

22. 긴장해서 행동하고 있는지 자꾸 신경을 쓴다. 1 2 3 4 5

23. 어떤 기분에 자꾸 신경을 쓴다. 1 2 3 4 5

24. 내 의견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지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1 2 3 4 5

25. 자주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내 의견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1 2 3 4 5

26. 내가 긴장하고 있는지 예민하게 신경을 쓴다. 1 2 3 4 5

27. 자주 어떤 기분에 매여 발표 내용을 놓친다. 1 2 3 4 5

28. 자주 어떤 생각이 떠올라 떨치기 어렵다. 1 2 3 4 5

29. 얼굴이 붉어지거나 떨고 있는지 계속해서 신경을 쓴다. 1 2 3 4 5

30. 내가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핀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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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한국판 내부감각자각 척도(KMAIA)

다음은 당신이 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알아차리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

항들입니다. 문항을 정확하게 읽고, 당신의 평소경험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해

당하는 칸에 ‘0’ 표시해주십시오.

문항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약
간
아
니
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
렇
다

그
렇
다

항
상
그
렇
다

1.
나는 긴장하면, 몸의 어디에서 긴장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린다.
0 1 2 3 4 5 6

2.
나는 몸에서 불편감이 느껴지면, 그것

을 바로 알아차린다.
0 1 2 3 4 5 6

3.
나는 정확하게 내 몸의 어느 부위가

편안하게 느껴지는지 알아차린다.
0 1 2 3 4 5 6

4.
나는 호흡의 변화, 즉 호흡이 느려지

거나 빨라지는 것을 알아차린다.
0 1 2 3 4 5 6

5.
나는 몸에서 긴장 또는 불편감이 느

껴지면 바로 반응한다.
0 1 2 3 4 5 6

6.
나는 불편한 감각이 느껴지면, 그것을

주의깊게 관찰한다.
0 1 2 3 4 5 6

7.
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

에 산만해지지 않으면서, 호흡에 주의

를 기울일 수 있다.

0 1 2 3 4 5 6

8.
나는 주변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내부 신체감각에 대한 자각을

유지할 수 있다.

0 1 2 3 4 5 6

9.
나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몸의 자세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0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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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나는 산만해지더라도, 다시 몸으로 주

의를 돌릴 수 있다.
0 1 2 3 4 5 6

11.
나는 생각에서 몸의 감각으로 주의를

되돌릴 수 있다.
0 1 2 3 4 5 6

12.
나는 내 몸의 일부에서 통증이 느껴

지거나 불편해지더라도, 몸 전체에 대

한 자각을 유지할 수 있다.

0 1 2 3 4 5 6

13.
나는 의식적으로 내 몸 전체에 집중

할 수 있다.
0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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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간이 정신진단 검사 수정판(SCL-90-R)

지난 1주일 동안(오늘을 포함해서) 아래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평가하여, 본인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 정도에 ¡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없다

약간
있다

웬만큼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1. 머리가 아프다. 1 2 3 4 5

2.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난다. 1 2 3 4 5

3. 가슴이나 심장이 아프다. 1 2 3 4 5

4. 허리가 아프다. 1 2 3 4 5

5. 구역질이 나거나 게운다. 1 2 3 4 5

6. 근육통 또는 신경통이 있다. 1 2 3 4 5

7. 숨쉬기가 거북하다. 1 2 3 4 5

8. 목이 화끈거리거나 찰 때(냉할 때)가 있다. 1 2 3 4 5

9. 몸의 일부가 저리거나 찌릿찌릿하다. 1 2 3 4 5

10. 목에 무슨 덩어리가 걸린 것 같다. 1 2 3 4 5

11. 몸의 어느 부위가 힘이 없다. 1 2 3 4 5

12. 팔다리가 묵직하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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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신체감각증폭 척도(SAS)

아래 문장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평소에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대답을 오른쪽 아래에 있는 다섯 가지 대답들 가운데서 골라 ¡표

해 주십시오. 모든 질문들에 대해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대답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누군가 기침을 하면 나도 기침을 하게 된다. 0 1 2 3 4

2.
나는 공기 중에 있는 담배연기, 스모그, 공해를 견딜

수 없다.
0 1 2 3 4

3.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종종 알 수

있다.
0 1 2 3 4

4. 몸에 멍이 들면 오랫동안 내 눈에 보인다. 0 1 2 3 4

5. 갑자기 커다란 소리가 들리면 신경에 너무 거슬린다. 0 1 2 3 4

6. 내 맥박이나 심장박동 소리를 때때로 들을 수 있다. 0 1 2 3 4

7. 나는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것을 아주 싫어한다. 0 1 2 3 4

8. 배가 고플 때 위장이 수축하는 것을 재빨리 안다. 0 1 2 3 4

9.
벌레에 물리거나 가시에 찔리는 것 같은 사소한 일들

에 신경이 몹시 쓰인다.
0 1 2 3 4

10. 나는 통증을 잘 참지 못한다.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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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한국판 불안민감성 지수 척도-3(KASI-3)

아래 문항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불안을 느낄 때 드는 생각들을 적은 것

입니다. 자신이 불안을 느낄 때, 그와 같은 생각이 얼마나 드는지를 0-4 중

적절한 숫자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1. 남들에게 불안하게 보이지 않아야 한다. 0 1 2 3 4

2.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되면 미쳐버리지나 않을까 걱정이 된다. 0 1 2 3 4

3. 심장이 빨리 뛰어서 겁이 난다. 0 1 2 3 4

4. 뱃속이 불편할 때,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았나 걱정이 된다. 0 1 2 3 4

5. 일에 집중할 수 없어서 겁이 난다. 0 1 2 3 4

6.
사람들 앞에서 내가 떨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

할까 두렵다.
0 1 2 3 4

7. 가슴이 조여오면,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워진다. 0 1 2 3 4

8.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면, 심장마비가 올까봐 걱정이 된다. 0 1 2 3 4

9. 다른 사람들이 내가 불안하다는 것을 알아 차릴까봐 걱정된다. 0 1 2 3 4

10. 정신이 몽롱해지면, 정신병이 있을까봐 걱정이 된다. 0 1 2 3 4

11.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붉어지면 두렵다. 0 1 2 3 4

12.
심장박동이 불규칙하다고 느껴지면, 나에게 뭔가 심각한 이

상이 있을까봐 걱정이 된다.
0 1 2 3 4

13.
사회적 상황에서 땀을 흘리면, 사람들이 나를 좋지 않게 생

각할까 두렵다.
0 1 2 3 4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많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

      
       0.......................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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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여러 생각이 물밀 듯 떠오르면, 혹시 내가 미쳐 가는 건 아

닌지 걱정이 된다.
0 1 2 3 4

15. 목구멍이 조여오면, 질식해서 죽을 것 같아 두렵다. 0 1 2 3 4

16.
명료하게 생각할 수 없을 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이 된다.
0 1 2 3 4

17. 공공장소에서 기절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0 1 2 3 4

18.
머리가 텅 빈 것 같을 때, 내가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은 아

닌지 걱정이 된다.
0 1 2 3 4



- 91 -

부록 8. Rosenberg 자존감 척도(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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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그 내용이 자신에게 어느 정도로 해당하는지를 판단

하여 적당한 숫자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1.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 나는 좋은 자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1 2 3 4 5

3.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5.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1 2 3 4 5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7. 대체로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9. 나는 때때로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5

10. 때때로 나에게 좋은 점이라곤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중간이다
대체로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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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한국판 단축형 자기통제 척도(BSCS)

각 문항에 대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곳을 체크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유혹에 잘 빠지지 않는다. 1 2 3 4 5

2. 나는 나쁜 습관을 끊기가 어렵다. 1 2 3 4 5

3. 나는 게으르다. 1 2 3 4 5

4. 집중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5. 나는 재미있으면 나에게 해로운 일도 한다. 1 2 3 4 5

6. 나에게 좀 더 자제력이 있으면 좋겠다. 1 2 3 4 5

7.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하느라 종종 일을 제때 끝

내지 못한다.
1 2 3 4 5

8. 나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한다. 1 2 3 4 5

9.
나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

할 수 있다.
1 2 3 4 5

10.
나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멈추지

못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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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한국판 감정표현 불능증 척도(KAS)

각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고, 평소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자주 혼동한다. 0 1 2 3 4

2. 내 기분(감정)을 적절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0 1 2 3 4

3. 의사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신체감각을 느낀다. 0 1 2 3 4

4. 내 기분을 쉽게 말로 표현할 수 있다. 0 1 2 3 4

5.
기분이 상했을 때는 내가 슬픈 건지, 두려운 건지,

화가 난건지 분간이 안 된다.
0 1 2 3 4

6.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때문에 종종 당황하게

된다.
0 1 2 3 4

7. 나는 참으로 알 수 없는 감정(기분)을 느낀다. 0 1 2 3 4

8.
다른 사람에 대한 내 느낌을 말로 나타내기가 힘

들다.
0 1 2 3 4

9.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감정표현을 별로 안한다고 생

각한다.
0 1 2 3 4

10. 내 속마음을 모르겠다. 0 1 2 3 4

11.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모르는 때가 종종 있다. 0 1 2 3 4

12. 친한 친구에게도 내 감정을 쉽게 표현하기 어렵다. 0 1 2 3 4

13. 나는 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내보일 수 있다. 0 1 2 3 4

14. 나는 평소에 내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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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질병태도 척도(IAS)

아래 문항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평소에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

각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모든 질문들에 대해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응답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건강에 대해서 걱정한다. 0 1 2 3 4

2.
나는 미래에 심각한 질병에 걸릴 것에 대해서 걱

정한다.
0 1 2 3 4

3. 심각한 질병에 대한 생각을 하면 겁이 난다. 0 1 2 3 4

4.
통증을 느끼면, 그 통증이 심각한 질병에 의한 것

일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0 1 2 3 4

5. 통증이 1주 이상 지속되면, 나는 의사를 찾아간다. 0 1 2 3 4

6.
통증이 1주 이상 지속되면, 나는 심각한 질병이 걸

린 것이라고 믿는다.
0 1 2 3 4

7. 나는 흡연과 같이 해로운 습관을 피한다. 0 1 2 3 4

8. 나는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피한다. 0 1 2 3 4

9.
무언가 몸에 이상이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내 몸

을 자세히 점검한다.
0 1 2 3 4

10.
나에게 신체적 질병이 있지만 의사가 정확하게 진

단하지 못했다고 믿는 경우가 있다.
0 1 2 3 4

11.
의사가 나에게 신체적 질병이 없다고 말할 때, 나

는 그것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0 1 2 3 4

12.
의사가 내 건강에 관해 무언가 이상소견을 말해주

면, 나에게 새로운 질병이 생긴 것이라고 믿게 된다.
0 1 2 3 4

13.
죽음을 상기시키는 소식(장례식, 부고)을 접하면,

나는 두려움을 느낀다.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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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죽음에 대한 생각은 나를 두렵게 만든다. 0 1 2 3 4

15. 내가 곧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0 1 2 3 4

16. 내가 암에 걸렸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0 1 2 3 4

17. 내가 심장병에 걸렸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0 1 2 3 4

18.
나는 다른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지 모른다는 두려

움을 느낀다.
0 1 2 3 4

19.
어떤 질병에 대해 듣거나 관련 기사를 읽게 되었

을 때, 나에게서 그 질병과 유사한 증상을 발견하

게 된다.

0 1 2 3 4

20.
몸에서 어떤 특이한 감각을 포착하게 되면, 나는

그로 인해 다른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
0 1 2 3 4

21.
몸에서 어떤 특이한 감각을 느끼게 되면, 나는 그

것에 대해서 걱정한다.
0 1 2 3 4

22. 나는 의사를 자주 찾아가는 편이다. 0 1 2 3 4

23.
나는 지난해에 여러 명의 의사, 한의사, 또는 다른

치료자를 찾아 갔다.
0 1 2 3 4

24.
나는 지난해에 여러 번의 치료(약물, 약물 전환,

수술 등)를 받았다.
0 1 2 3 4

25. 신체적 증상 때문에 나의 일을 하기가 어렵다. 0 1 2 3 4

26.
신체적 증상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

기가 어렵다.
0 1 2 3 4

27. 신체적 증상 때문에 나의 삶을 즐기기가 어렵다.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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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omatic

Self-absorbed Attention on

Somatization

Hoji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dentify two types of

self-focused attention to bodily sensations and investigate the effect

of somatic self-absorbed attention on somatization. Somatic general

self-focused attention was defined as “general attention that an

individual pays to the bodily sensations”, whereas somatic

self-absorbed attention was defined as “attention that an individual

pays maladaptively to the bodily sensations in terms of duration time

and flexibility”.

In Study 1, the researcher attempted to develop a measurement that



- 97 -

assesses somatic general self-focused attention and somatic

self-absorbed attention in order to compensate the limit of earlier

measurement that were not able to consider the divisibility of

self-focused attention to bodily sensations.

In Study 1-1, preliminary version of Somatic Self-focused Attention

Scale(SSAS) was constructed. Data were collected from 300 adults

over the age of 18,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preliminary version of SSAS was

composed of two factors, reflecting Somatic General Self-focused

Attention(SGSA) and Somatic Self-absorbed Attention(SSA). 22 items

were selected for the final version of SSAS.

In Study 1-2, data collected from 137 adults over the age of 18

were used to analyz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SSAS. SSAS

demonstrated adequate level of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 Two factor structure was confirmed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tests were also carried out among SSAS,

general attention related variables, and psychological maladaptive

variables to examine validity. As a result, SGSA and SSA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general attention related variables

and psychological maladaptive variables, respectively. In addition to

this, groups were classified based on the score of SGSA and SSA,

and examined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maladaptation. Consequently, high scorers on SSA showed higher

level of psychological maladaptation but lower level of psychological

adaptation than those who showed low score on 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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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tudy 2, the potential role of SSA in the effect of alexithymia,

difficulty in recognition and expression of one’s emotion, and illness

attitude, dysfunctional belief in disease, on somatization was

examined. Data were collected from 294 adults over 18 to conduct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As a result of the analyses, the

higher the level of SSA, the greater the influence of alexithymia and

illness attitude on somatization, showing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f SSA.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two types of somatic

self-focused attention that differed qualitatively could be validly

classified by means of SSAS. It has also suggested that SSA

interacted with alexithymia and illness attitude respectively and

affected somatization. Finally,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 are

discussed.

Key Words : self-focused attention, somatization, somatic

self-absorbed attention, alexithymia, illness attitude

Student Number : 2017-2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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