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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의 핵

심 과정 중 하나로 지목되는 수용이 사회불안 성향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불안 관련 변수만을 종속 변

수로 설정하였다. ACT의 궁극 목표가 가치 지향적 행동의 추구임

을 고려할 때, 수용에 대한 연구는 불안 관련 변수만이 아니라 가

치 지향적 행동을 촉진하는 과정 변수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더불

어 ACT의 치료과정에 대한 미시적 연구로서, 수용의 효과 기저에

있는 메커니즘을 규명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의 치료적 메커니즘을 실험을 통해 규명하고

자 하였다. 59명의 사회불안 성향 대학생들은 수용 기반 개입 집단

과 중립 통제 집단 중 하나로 배정되었으며, 이 중 56명(실험 27,

통제 29)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장치

로서, 참여자들에게 5분의 즉흥 발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발표에

앞서 실험 집단은, 수용의 개념을 설명하고 실제로 수용을 체험해

보게 하는 영상을 시청하였다. 통제 집단의 경우 중립 자극으로서

역사 다큐멘터리를 시청하였다.

본 실험의 주된 종속변수 중 하나인 자아 고갈은 자기 조절에

사용되는 제한된 정신 에너지의 고갈을 의미하며, 발표 수행을 저

해하는 과정 변수로 상정되었다. 자아 고갈은 stop signal

task(SST)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stop signal reaction

time(SSRT)을 산출하였다. 또다른 주된 종속 변수는 생리적 스트

레스 반응으로서, 불안 수준의 생물학적 지표이다. 생리적 스트레

스 반응은 심박변이도(norm-LF)를 통해 측정되었다. SST는 발표

직후, norm-LF 측정은 발표 전후 총 4번에 걸쳐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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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기반 개입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자아

고갈 수준을 보였으며, 효과크기는 중간 수준이었다. 수용 전략을

사용할 경우 불안 관련 생각이나 감정을 피하려는 경험의 회피 시

도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자기 조절 자원의 사용이 절약되는 것

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경험의 회피 전략을 사용한다고 해도 5분의 즉흥

발표만으로는, 불안을 처리하는 데 실패할 만큼의 자아 고갈을 유

발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아 고갈에 대한 실험 결

과가 보여주듯, 사회불안 성향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험의

회피 전략은 수용 전략에 비해 자기 조절 자원을 더 많이 소모시

킨다.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경험의 회피 전략은

(내적 경험의 통제에 사용되는) 자기 조절 자원의 고갈로 인해 불

안이 오히려 더 증폭되는 역설적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불안 성향자들이 불안을 유발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수용 전

략을 사용할 경우 이득이 크리라 생각된다. 수용 전략은 자아 고갈

을 예방하며, 발표를 비롯한 수행 수준을 높이고, 불안이 증폭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불안 성향자의 가치 지

향적 행동과 관련된 변수로서 자아 고갈을 조명하고, 생리적 불안

반응과 관련하여 정서조절 이면의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규명하

였다는 가치가 있다. 기타 연구의 시사점, 한계,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에 제시하였다.

주요어 : 사회불안, 수용전념치료(ACT), 수용, 경험의 회피, 자아 고

갈,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

학 번 : 2017-2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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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정신건강은 그 사람의 대인관계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Horowitz & Vitkus, 1986; Sullivan, 1953).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

며, 넓든 좁든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은 오늘날 자

명하게 받아들여진다. 대화를 주고받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등의 사회적 상황은 삶에서 뗄

수 없는 부분이다. 일상적인 대인관계 영역에서 괴로움을 겪게 되면, 그

부정적 여파가 삶의 수많은 영역으로 파급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불안(social anxiety)이라는 현상을 지목할 수 있다.

사회불안은 사회적 상황에서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성향을

의미하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그 핵심에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Hope, Heimberg, Juster, & Turk,

2000/2006). 사회불안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학업, 직장생활, 친밀한 관계

형성 및 삶의 전반적 만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Hambrick, Turk,

Heimberg, Schneier, & Liebowitz, 2003; Quilty, Van Ameringen,

Mancini, Oakman, & Farvolden, 2003; Wittchen, Fuetsch, Sonntag,

Müller, & Liebowitz, 1999).

인간의 심리적 문제 해결과 성장을 탐구하는 상담학에서, 사회불안에

대한 개입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앞에서 살

펴본 대로 사회불안 성향자들이 겪는 불편감이 인간에게 필수적인 사회

적 상황에서 발생하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한 어려움을 낳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사회불안이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심리적 어려움이

기 때문이다.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의 평생 유병률은

12.1%로, 모든 정신장애 가운데 네 번째로 높다(Kessler et al., 2005).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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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애의 진단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회적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약

40%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들도 존재한다(Kessler, Stein, & Berglund,

1998; Pilkonis & Zimbardo, 1979). 마지막으로, 사회불안은 개인의 전반

적인 심리적 건강과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불안의 호

전이 우울 증상의 개선을 91% 매개하는 반면에, 우울의 감소는 사회불

안 호전의 6%만을 매개하였다는 연구가 존재한다(Moscovitch,

Hofmann, Suvak, & In-Albon, 2005). 이는 사회불안에 대한 적절한 개

입이 인간의 심리적 건강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더욱 사회불안의 개입이 중요해진다. 사회불안장

애의 최초 발생 시기는 주로 10대 중, 후반이며, 병원에 내원하는 비율도

청년기에서 성인 초기 사이가 가장 높다(김은정, 2016; 이시형, 김형태,

이성희, 1987). 다시 말해 대학생 시기는 사회불안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시기와 맞물릴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기회도 많다는 것

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 시기에는 낯선 사람과의 만남, 발표, 데이트

등 사회적 과업을 수행하는 일이 많아지는 만큼 사회불안 성향이 삶의

전반적 적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Shepherd, 2006), 이에 대한 적절

한 대응이 한층 중요해진다고 하겠다.

행동치료의 2세대 조류로 분류되는 고전적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는 여러 상담이론들 중 불안을 다루는 데 특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왔다(Butler, Chapman, Forman, & Beck, 2006;

Norton & Price, 2007; Tolin, 2010). Clark과 Wells(1995)가 제시한 사회

불안장애의 인지적 모델 역시 CBT에 기반을 둔다. 이 모델은 외부 환경

이 아닌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아 끊임없이 관찰하는 자기-초점적 주

의(self-focused attention), 두려운 사회적 상황에서 숨이 가빠지거나 머

리가 멍해지는 것과 같은 신체 및 인지 증상, 그리고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해 하는 안전행동(safety behavior) 등 인지, 정서, 행동 증상이 상호작

용하는 사회불안의 기제를 포괄적으로 설명하여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불안을 다루는 데 있어 CBT의 문제점들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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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상담의 탈락률이 높으며(Loerinc et al., 2015), 40%를 상회하

는 다수의 내담자들이 CBT 기반 상담 이후에도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

하고 여전히 고통을 호소한다(Herbert, Cardaciotto, 2005; Hofmann &

Bögels, 2006).

이러한 문제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CBT의 개입 전략이다.

CBT는 두려움에 대한 노출(exposure) 등 행동치료의 요소에 더하여, 역

기능적 신념과 자동적 사고, 정보처리의 오류를 수정하는 인지 재구성

(cognitive restructuring)을 핵심적인 치료 전략으로 삼는다(김기환, 권석

만, 2015; Craske, 1999). 풀어서 설명하면, 인지 재구성은 과도한 불안을

유발하는 경직된 사고(예: ‘이 발표를 잘해내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낙

오자로 취급할 거야’)를 확인하고, 이를 반박하여 체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CBT에서 이러한 전략을 채택한 이유는, 불안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역기능적 인지와 이로 인한 정보처리의 오류로 발생한다는 관

점(Beck, Emery, & Greenberg, 1985)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Clark과 Wells(1995) 역시 자기-초점적 주의, 신체 및 인지 증상, 안전행

동 등 사회불안장애의 증상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역기능적 신념이 활성

화되면서 위험을 지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불안에 대한 CBT 기반 상담에서는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합

리적인 사고를 수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

CBT가 내담자 대상 연구를 통해 효과성이 입증되어 왔던 것과는 별

개로, 이러한 직접적인 인지 변화 전략은 현대 인지과학 연구를 통한 뒷

받침이 부족하다(Hayes, Luoma, Bond, Masuda, & Lillis, 2006). 오히려

사고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개입은 관련된 생각을 더 증가시키는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Wegner, Schneider, Carter, & White, 1987)’

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Arch & Craske, 2008). 좀 더 깊이 들여

다보면, CBT의 관점을 포함하는 기존의 인지심리학 모형(Gross, 1998;

Lazarus, 1982)에서는 유기체가 자극의 의미를 판단하는 인지적 평가

(appraisal)가 항상 정서 반응에 선행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반면 신경과

학에 기반한 최근의 정서조절 연구들은 인지가 반드시 정서에 선행하는



- 4 -

것이 아니며, 인지와 정서가 쌍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보여주고 있

다(김창대, 2019; Damasio, 1994; LeDoux, 1998; Panksepp, 2004; Suchy,

2011). 본 연구의 맥락으로 가져오면, 인지를 사회불안의 핵심 원인이라

가정하고 왜곡된 인지의 수정에 초점을 두는 CBT만으로는 사회불안에

대해 이해하고 개입하는 데 불충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CBT가 사회불안 성향자의 상담에서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는, 이들의 경험의 회피 성향(Erwin, Heimberg, Schneier, &

Liebowitz, 2003; Jazaieri, Morrison, Goldin, & Gross, 2014; Kashdan et

al., 2013; Turk, Heimberg, Luterek, Mennin, & Fresco, 2005; Werner,

Goldin, Ball, Heimberg, & Gross, 2011)에 기인한다. 경험의 회피

(experiential avoidance)란 (특히 불쾌한) 신체감각, 감정, 생각 등에 머

무르지 않기 위해, 이러한 경험들의 빈도 또는 사건을 일으키는 맥락을

바꾸려는 일체의 시도를 의미한다(Hayes, Strosahl, & Wilson,

1999/2009).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애초부터 피하는 회피 행동,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 행동(예: 발표 때 불안을 피하거나 감추기

위해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손으로 뭔가를 꽉 쥐는 것), 정서를 억제하

고 회피하며 감추는 것 등은 사회불안 성향자가 흔히 사용하는 정서조절

전략(Jazaieri et al., 2014)이자 경험의 회피 전략에 해당된다.

경험의 회피가 일상화되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사회적 상황이 두

려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실제로 검증할 기회가 사라지며, 장기적으로

더 많은 회피와 괴로움을 발생시켜 심리적 부적응의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Hayes & Smith, 2005/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의 회피 전략

을 택하는 이유는, 당면한 상황에서 불안을 완화시키는 단기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불안을 위한 CBT 상담에서는 행동치료적 요소로서

불안에 대한 노출훈련을 포함하는데, 사회불안 성향자들은 경험의 회피

특성으로 인해 불쾌한 정서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할 가능성이 높다. 즉

사회불안 성향자의 상담에서 높은 탈락률은 상담 과정에서의 불쾌한 감

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며(김기환, 권석만, 2015), 일종의 경험

의 회피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 5 -

정리하면 사회불안에 대한 CBT 상담은 그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입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과학적 근거가 빈약하고 부작용을 유발하

는 인지 재구성 전략의 문제와, 사회불안 성향자의 경험의 회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대안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줄 상담이론으로서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Hayes et al., 1999/2009)가 부각되고 있다. ACT는 언어

및 인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에 기초하며(Hayes et al., 2006), 특히

관계구성 이론(relational frame theory; RFT; Hayes, Barnes-Holmes,

& Roche, 2001)을 기반을 둔다. RFT에서는 인간의 언어가 그것이 지시

하는 대상과 임의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소의 젖을

우유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이지, 단어와 지시

대상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처럼

언어와 지시 대상이 임의적으로 연결된 틀 안에서 작동하는데, 이것이

심리적 고통의 근원이 된다. 불쾌한 생각이나 감정은 마음의 작용일 뿐

현실 속에 존재하는 위협이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적인

혐오자극으로 여기고 회피하기 시작하면 괴로움이 발생한다(Hayes &

Smith, 2005/2010).

상담이론으로서 ACT의 목표는 언어와 마음에 의해 지배받는 인지적

융합(cognitive fusion) 상태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에 생생하게 접촉하면

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지속함으로써, 궁극적

으로 가치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인 심리적 유연성(psychological

flexibility)을 증진시키는 것이다(Hayes et al., 2006). 심리적 유연성의

증진을 위해 ACT에서는 두 갈래의 치료적 과정을 거친다. 생각이나 감

정을 사실로 받아들여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마음의 작용으로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는 ‘마음챙김과 수용의 과정’, 그리고 삶 속

에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고 전념하는 ‘전념과 행

동 변화의 과정’이 그것이다.

이상에서 유추되듯 ACT는 심리적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수용 지향적 접근'에 기초



- 6 -

한다. 이는 직접적으로 인지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CBT의 '변화 지

향적 접근'과 구별되는 지점이다(김기환, 권석만, 2015; Arch & Craske,

2008). 수용 지향적 접근은 RFT 등 인지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둘 뿐만

아니라, 사고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함

으로써 인지 재구성 전략이 갖는 부작용을 해결한다. 또한 사회불안 성

향자들에게 흔히 발견되는 경험의 회피는 애초에 ACT 연구자들(Hayes,

Wilson, Gifford, Follette, & Strosahl, 1996)에 의해 조명된 개념이다.

ACT는 경험의 회피를 핵심적인 병리 기제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

응하는 치료 기제를 포함하고 있다(Hayes et al., 2006). 덧붙여 메타분석

및 리뷰 연구 결과 ACT가 사회불안의 상담에서 CBT만큼, 혹은 그 이

상으로 효과적인 개입임이 확인된 바 있다(Ruiz, 2010; Swain, Hancock,

Hainsworth, & Bowman, 2013). 이상의 지점들은 사회불안 성향자에 대

한 상담에서 ACT가 매우 효과적인 접근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특히 ACT의 치료적 요소 중 수용의 효과에 대해 확인하고

자 하였다. Hayes와 동료들(2006)은 ACT의 개별 치료요소에 대한 미시

적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처치 패키지로서

ACT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특정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

지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수용(acceptance)이란

자신의 신체감각, 생각, 감정 등에 대하여, 설령 불쾌한 경험이라 할지라

도 그것을 바꾸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능동적이고 의식적으로 체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Hayes et al., 2006). 수용은 체념하거나 포기

하는 것과는 구별되며, 지금, 여기의 경험을 방어 없이 온전하게 받아들

이고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Hayes & Smith, 2005/2010).

ACT의 여러 치료적 요소 중 수용의 효과를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수용은 사회불안 성향자들의 경험의 회피 특성에 대응하는 치

료 과정이기 때문이다. ACT의 핵심적 치료 요소 6가지(수용, 인지적 탈

융합, 현재 순간에 접촉하기, 맥락으로서의 자기, 가치, 전념 행동)에는

각기 그에 대응하는 병리적 기제가 있는데, 경험의 회피에 대응하는 치

료 요소가 바로 수용이다(Hayes, Strosahl, & Wilson, 2012). 둘째,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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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ACT의 효과를 낳는 핵심적인 치료 과정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수

용 기반 처치 패키지의 효과성은 경험의 회피 수준 변화와 밀접한 연관

을 맺고 있으며(Dalrymple & Herbert, 2007; Kocovski, Fleming, &

Rector, 2009), 경험의 회피는 ACT의 고유한 효과를 내는 매개변인, 즉

변화의 메커니즘으로 입증된 바 있다(Niles et al., 2014). 즉, 이에 상응

하는 치료 기제인 수용은 ACT 상담의 핵심적인 치료 요소로 생각된다.

셋째, 수용은 상담의 효과를 낳는 강력한 공통 요인(common factor)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개념의 세세한 특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수용의

요소는 ACT뿐만 아니라 정신역동, 게슈탈트, 인간중심, 정서중심, 마음

챙김에 기반한 3세대 행동치료 등 수많은 이론에서 발견되며, 오랜 시간

동안 심리치료의 효과를 낳는 핵심 기제로 지목되어 왔다(Block-Lerner,

Wulfert, & Moses, 2009; Hayes & Pankey, 2003).

사회불안에 대하여 ACT의 한 요소인 수용의 효과를 본 선행 연구들

은, 연구가설에 포함되는 주된 종속변수로서 모두 불안 관련 반응(자기

보고식 불안, 생리적 반응, 발표불안 관련 부정적 사고 등)만을 채택하고

있다(김기환, 권석만, 2015; 박성신, 조용래, 2005; 하경부, 조용래, 2015;

Cristea et al., 2014; Hofmann, Heering, Sawyer, & Asnaani, 2009). 사

회불안에서 불안은 빼놓을 수 없는 속성이며 따라서 연구의 중요한 관심

사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ACT 및 수용의 치료기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ACT의 궁극적 목표가 부적 정서의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전념(commitment) 혹은 가치 지향적

행동(value-based behavior)의 추구에 있기 때문이다(Hayes & Smith,

2005/2010, Hayes et al., 1999/2009; Hayes et al., 2006). Hayes와

Smith(2005/2010)는 수용이 ‘더 좋게 느끼기(feel better)' 위함이 아니라

‘더 잘 느끼기(feel better)' 위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술한 바 있다.

정서 상태의 변화는 수용의 부수적 효과로 나타날지 모르나, 그 자체가

수용의 목표는 아니다. 수용은 경험의 회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가치

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내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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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있게 여기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 의미를 갖는다

(Hayes et al., 1999/2009). 말하자면 ACT 상담에서 수용의 목표는 고통

을 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고통을 생생하게 끌어안은(수

용한) 채로 자신이 원하는 일에 뛰어들도록 하는 것이다. 그만큼 사회불

안 성향자에 대한 ACT 기반 수용 연구 역시 불안 수준의 변화 이상으

로, 내가 원하는 행동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지의 문제를 주된 관

심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 성향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가장 흔하게

두려워하는 발표(김은정, 2016; Kessler et al., 1998) 상황에서 수용 기반

개입의 효과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앞서의 문제의식으로 돌아

가서, 사회불안 성향의 대학생들이 발표 상황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

까? 불안하지 않은 것, 혹은 떨지 않는 것이 일차적으로 떠오르겠지만,

고통(pain)은 의도적으로 없애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하려 할

경우 괴로움(suffering)이 되어 삶을 무너뜨린다(Hayes & Smith,

2005/2010).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발표를 잘 마치는 것이 그들의 바

람일 것이다. 그렇다면 개입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이들이 불안이 아닌

발표 자체에 집중하고, 발표를 잘 할 수 있게 할지의 문제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아 고갈(ego depletion; Baumeister, Bratslavsky,

Muraven, & Tice, 1998)의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사고, 정

서, 충동 및 수행을 조절하는 과정을 자기 조절(self-control)이라 한다.

자기 조절은 유한한 개인의 심리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이것이 고갈되면

이후 자기 조절 자원을 필요로 하는 수행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자아

고갈의 상태로 정의한다(Baumeister et al., 1998; Muraven &

Baumeister, 2000).

본 연구에서는 자아 고갈을 핵심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불안 성향자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아 고갈 수

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lackhart, Williamson, & Nelson, 2015).

생각이나 감정을 억제(회피)할 때 자기조절 자원이 소모된다(Baumeister

et al., 1998; Muraven, Tice, & Baumeister, 1998)는 사실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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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험의 회피를 특징적으로 보이는 사회불안 성향자들이 사회적 상

황에서의 불쾌한 경험을 회피한 데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자아 고갈이 사회적 상황에서의 과제 수행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 본 연구의 맥락에서 자아 고갈은 사회불안 성향자의 발표 수행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발표 과제 수행에 필요한 논리적 사고와 추

론 역시 자기 조절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Schmeichel, Vohs, &

Baumeister, 2003).

관련하여 Bertrams, Englert, Dickhäuser와 Baumeister(2013)는 불안

이 인지적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 고갈이 조절함을 밝힌 바 있

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불안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과제 수행 수준이

낮아지지는 않는다. 자기조절 자원의 소모가 적은 경우 불안이 인지적

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자원의 소모가 많은(자아 고갈이 일

어난) 경우 불안이 높을수록 과제 수행 수준이 낮아졌다. 이는 현재 불

안하더라도 발표 수행에 사용할 수 있는 심리적 에너지가 충분하면, 과

제 수행을 잘 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적용해 보면, 똑같은

불안을 느껴도 자아 고갈이 적게 일어난 상태에서는 발표 자체에 주의를

기울여 완성도 있는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수용 전략은 경험의 회피의 일종인 억제 전략에 비해 자아 고갈을 적

게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학중, 2017; Alberts, Schneider, &

Martijn, 2012). 자신의 내적 상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수용 전략과 달리, 억제 전략을 취할 경우 목표로 하는 바람직한 심리적

상태를 상정한다(예: 불안하지 않은 상태). 이에 부합하는 정서조절을 위

해 현재와 목표 사이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자기조절 자원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Alberts et al.,

2012; Wegner, 1994). 반면 수용 전략의 경우 정서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아 고갈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Alberts et al., 2012). 본 연구에 적용해 보면 수용

기반 개입을 제공한 실험 집단의 경우, 수용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통제

집단에 비해 자아고갈이 적게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중립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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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는 통제 집단의 경우, 사회불안 성향자들의 일반적 정서조절

전략인 내적 경험에 대한 회피 및 억제(경험의 회피)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자기조절 자원이 더 많이 소모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제 2의 종속변수로 상정하였다.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physiological stress response)이란 위협자극에 대

한 인간의 구조화된 반응으로서, 생리적 변화가 수반되는 인체의 공포

혹은 불안 반응을 의미한다(Bear, Connors, & Paradiso, 2016). 교감신경

계 활성을 비롯한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측정하면, 불안에 대한 신뢰

도 있는 측정치를 얻을 수 있다(이충기, 유선국, 2012).

본 연구에서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 다시 말해 생리적으로 측정한 불

안 수준을 확인하는 이유는 우선 수용이 즉각적(단기적) 정서조절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장기간에 걸친 수용 기반 처치 패키지

가 사회불안 성향자들의 불안을 낮춘다는 사실은 이미 Norton, Abbott,

Norberg, Hunt(2015)의 리뷰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반면 단회 수용 개

입이 불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정

서 회피를 비롯하여 사회불안 성향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험의

회피 전략은 순간의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는 만큼

(Hayes & Smith, 2005/2010), 단기적인 불안의 처리에 있어서는 수용 전

략보다 뛰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수용의 효용을 언급하는 문헌들에서

는 회피 전략이 역설적으로 불쾌한 경험을 증폭시킨다고 주장하므로

(Hayes & Smith, 2005/2010; Herbert & Cardaciotto, 2005; Wegner,

1994), 수용 전략이 상대적으로 더 불안 완화에 뛰어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의 실험 설계와 마찬가지로 단회 수용 기반 개입을 사전에 제

공한 후 즉흥 발표를 시켜 사회불안을 유발한 뒤,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

을 측정한 경험 연구들 역시 엇갈리는 결과를 보인다. 수용 집단에서 생

리적 스트레스 반응(불안 수준)이 유의하게 낮게 나온 연구도 존재한다

(Hofmann et al., 2009). 반면 발표 시점이 아닌 처치 직후(발표 전)에만

수용 기반 개입의 효과가 있거나(하경부, 조용래, 2015), 집단 간 차이는

없고 수용 집단에서 불안의 ’증가폭‘만 유의하게 낮거나(김기환, 권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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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심지어 조절효과를 배제할 경우 집단 간 차이가 없었던(Cristea

et al., 2014) 연구 등 즉시적인 불안 수준에 대해서는 수용 기반 개입이

확실히 뛰어나다고 말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그나마 연구 결과

가 분명했던 Hofmann과 동료들(2009)의 연구도 사회불안 성향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상황적으로 사회불안을 유발한 실험인 만큼, 사

회불안 성향자에 대한 수용의 효과를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불안 성향자들의 단기적 불안 수준에 대한 수용 기반 개입

의 효과를 보다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의 변화를 보는 보다 중요

한 이유는, 수용 기저에 있는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앞서 살

펴본 것처럼 ACT의 미시적 요소에 대한 연구는 치료의 기제를 밝히는

데 의의를 갖는다(Hayes et al., 2006), 특히, 자아 고갈이 사회불안 성향

자의 불안 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Wegner(1994)는 생각이나 감정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마음 통제의 역설적 과정(ironic processes of mental control)‘을 통해,

피하려던 내적 경험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심리적 통제에는 심리적 목표 상태와 현재의 괴리를 탐색하는 탐

지 과정(monitoring process)과, 심리적 변화를 실제로 수행하는 집행 과

정(operating process)이 작동된다. 이 중 집행 과정의 경우 정신적 작업

용량이 많이 사용되는 반면, 탐지 과정은 보통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며

작업 용량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 작업 용량이 충분할 경우 의도적인

정서통제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의 상태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지속될 경우, 작업 용량의 과부하로 인해 집행 과정

은 작동을 멈추는 반면 탐지 과정은 계속된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불쾌

한 상태가 계속 모니터링되는 반면 목표했던 상태로의 전환은 이루어지

지 않아, 피하고자 하는 불쾌한 경험만 더 많이 감지되는 것이다.

Wegner(1994)의 이론에서 언급되는 작업 용량은 자기 통제에 사용되

는 한정된 정신 에너지로서, 본 연구의 자기조절 자원에 대응되는 개념

이다. 따라서 그의 이론은 자아 고갈이 일어날 경우 의식적인 내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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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절이 실패하고, 오히려 피하고자 했던 생각이나 감정이 더 많이 일

어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때의 자아 고갈은 의식적인 정서의

억제 및 회피 시도, 즉 경험의 회피로부터 일어난다. 이는 억제 전략이

자아 고갈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설명한 Alberts와 동료들(2012)의 기

술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요컨대 자아 고갈의 수준은 정서조절 전략의

성패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개관을 통해, 본 연구에서

사회불안 성향자들의 정서 조절 결과인 생리적 불안 반응과 자아 고갈이

모종의 연관을 맺고 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아 고갈과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종속변수로 두어, 사

회불안 성향자에 대한 수용 기반 개입의 단기적 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ACT의 미시적 요소인 수용의 순수한 효과를 확

인하기 위해, 사회불안 성향자들에게 즉흥 발표를 주문하여 불안을 유발

하는 실험 상황을 설정하였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수용, 자아고갈, 생

리적 스트레스 반응 사이의 메커니즘을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설명해 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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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및 가설

연구 문제 1. 수용 기반 개입은 발표 상황에서 사회불안 성향 대학생

의 자아 고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가설 1. 수용 기반 개입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발표 수행 이

후 낮은 자아 고갈 수준을 나타낼 것이다.

연구 문제 2. 수용 기반 개입은 발표 상황에서 사회불안 성향 대학생

의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가설 2. 수용 기반 개입 집단은 발표 수행 전후의 생리적 스트

레스 반응에서, 통제 집단과 차이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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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사회불안

1) 사회불안의 정의와 특징

사회불안(social anxiety)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정신의학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의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ition; DSM-5)에 제시된 사회불안장애의 진단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DSM-5에 따르면 사회불안장애란 타인에 의해 관

찰 및 평가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과도한 공포와 불안을 나타내는

정신장애를 의미한다. 사회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부정적 평

가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거나 불안 증상이 드러내는 것, 그리고 이

를 통해 돌아올 창피나 경멸, 거부를 두려워하며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

는 경향을 보인다. 정리하자면, 사회불안장애의 핵심은 자기에 대한 타인

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불안이라 할 수 있다(Hope, Heimberg,

Juster, & Turk, 2000/2006).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사회불안은 사회불안

장애의 진단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특성을 보여 심리적 고

통이나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의미한다.

두려운 사회적 상황에 처할 때 사회불안 성향자들이 겪는 증상을 신

체적, 인지적, 행동적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김은정,

2016; 허재홍, 2005; Hope et al., 2000/2006). 먼저 신체적 증상으로서, 생

리적 각성 수준이 높아진다(Turner, Beidel, & Larkin, 1986). 불안할 때

겪는 신체 반응들로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땀이 나

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숨이 가빠지고, 손발이 떨리고, 얼굴이 붉어지

는 등의 특징을 보인다. 때때로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공포인 공황발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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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불안이 없는 사람들도 사회적 상황에서 신체

적인 각성을 경험하지만,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각성의 수준이

더 높고, 이러한 신체 변화에 주목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Nichols, 1974).

인지적 증상으로는 우선 타인의 평가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 자동적 사고를 들 수 있다. '나는 멍청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보

면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생각할 거야' 등의 생각들이 합리성 여부를 떠

나 스치고 지나가면서 불안이 더 증폭될 수 있다. 자신의 사회적 수행

능력을 불신하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회상 및 예상을 반복하

는 경향도 확인된다(Spokas, Rodebaugh, & Heimberg, 2007). 또한 부정

적 평가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서 자기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과도하게 주목하고 세밀하게 관찰하는 자기-초점적 주

의(self-focused attention)가 나타난다(Clark & Wells, 1995).

행동적 증상은 말을 더듬거나, 시선을 회피하거나, 부적절한 표정이나

행동을 하는 등 불안으로 인한 행동들을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사회불

안의 대표적인 행동적 증상으로서 회피 행동(avoidance behavior)을 들

수 있다. 이는 사람이 많은 파티 참석, 이성과의 만남, 발표 등 불안을

유발하는 사회적 상황을 피하는 것이다. 사회불안 성향자들은 불안을 경

험하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욕구를 강하게 느끼며(Amies, Gelder, &

Shaw, 1983), 회피행동을 통해 실제로 상당한 불안 경감의 효과를 얻는

다. 불안을 낮춰주는 이득이 있는 만큼 회피행동은 한번 시작되면 점차

반복되고 일반화된 경향으로 자리잡아, 사회적 상황에서의 수행과 적응

을 어렵게 하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

사회불안 성향자들의 회피행동을 두 가지 현상 속에서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불안의 노출(exposure)에 기반한 사회불안장애의

치료가 탈락율이 높고, 내담자들의 비수용적인 태도가 두드러진다는 점

이다(조용래, 2001). 노출치료에서는 두려운 사회적 상황 속으로 내담자

들을 집어넣게 되는데, 탈락과 비수용적 태도는 이 때 느끼는 불안을 피

하려는 회피적인 태도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김기환, 권석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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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선을 피하는 것 등 안전행동(safety behavior) 역시 회피행동의

소극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사회불안 성향자들은 종종 안전행동을 보

이는데, 이를 통해 불안은 완화되지만 사회적 상황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이 반증될 기회가 사라져(예: 내가 눈을 쳐다봐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회불안의 유지와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Salkovskis, 1991).

두려워하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사회불안을 크게 사회적 상호작용 불

안(interactional anxiety)과 수행 불안(performance anxiety)으로 구분할

수 있다(Kessler, Stein, & Berglund, 1998; Turner, Beidel, &

Townsley, 1992). 사회불안 성향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불안을 보

인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란 파티 상황이나 이성과의 데이트 상황

등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에서의 불안을 의미한다. 반면 수행 불안은 타인

이 보는 가운데 뭔가를 해야 하는 일방향적인 수행 상황에 대한 불안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발표 상황에 대한 불안이 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사회불안을 겪는 사람이 가장 흔하게 두려워하는 상황에

해당한다(김은정, 2016; Kessler et al., 1998).

인간은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서,

상호작용이든 수행 상황이든 사회적 상황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맞닥뜨

릴 수밖에 없다. 일상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회불안 성

향자들의 경우,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학업에서의 적응, 이성관계 등

친밀한 관계의 형성, 직업적 적응과 성취, 삶의 전반적 만족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Hambrick, Turk, Heimberg, Schneier,

& Liebowitz, 2003; Quilty, Van Ameringen, Mancini, Oakman, &

Farvolden, 2003; Wittchen, Fuetsch, Sonntag, Müller, & Liebowitz,

1999). 뿐만 아니라 사회불안의 호전이 우울 증상 개선을 91% 매개하는

반면 우울의 감소가 사회불안 개선의 6%만을 매개하였다는 결과

(Moscovitch, Hofmann, Suvak, & In-Albon, 2005)를 고려할 때, 사회불

안은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중요한

지렛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불안은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심리적 문제이다. DSM-Ⅳ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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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사회불안장애는 평생 유병률 12.1%로 조사되어, 주요우울장애

(16.6%), 알코올 의존(13.2%), 특정 공포증(12.5%) 다음으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인 정신장애에 해당된다(Kessler et al., 2005).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비해 유병률이 낮은데, 2016년 기준 사회불안장애의 평생 유

병률은 1.2%였다(보건복지부, 2016). 그러나 낮은 유병률 통계가, 서구권

에 비해 공동체주의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실제 사회불안장애의 발

병이 낮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사회불안장애가 우

리나라에서 1980년대에야 정식 진단으로 포함되는 등 서구권에 비해 사

회불안장애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기 때문에(김은정, 2016), 혹은 사회불

안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치료기관을 찾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피하며 살

아가는 경향이 있어(권석만, 2013) 도출된 통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진단명이 아닌 보다 넓은 의미의 사회불안 성향으로 대상을 확장하면

발생률은 훨씬 높아진다. Kessler와 동료들(1998)은 대규모 역학 조사인

National Comorbidity Survey를 토대로 사회불안의 유병률을 조사하였

고, 6가지 대표적인 사회적 불안 상황에 대하여 불안을 느낀 적이 있는

지(lifetime prevalence; 평생 유병률) 확인하였다. 그 중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한 것이 대중 연설(30.2%)이었으며, 6가지 상황 중 한 가지 이상

이라도 불안을 느꼈던 비율은 38.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학생 집단은 사회불안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22%에 달하는 대학생이 사회불안 성향을 보이며(Strahan, 2003), 대학생

의 약 40%가 사회적 불안과 수줍음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존재한다

(Pilkonis & Zimbardo, 1979), 학교를 중심으로 비교적 제한적인 인간관

계만을 맺는 중·고등학생 시절과는 달리, 낯선 사람과의 만남과 모임, 발

표, 데이트 등 다양한 인간관계가 펼쳐지는 대학생 시절에는 사회불안

성향이 적응에 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Shepherd, 2006). 또한 사회

불안장애의 첫 발병 시기는 보통 10대 중, 후반이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

는 비율도 청년기에서 성인초기 사이가 가장 높다(김은정, 2016; 이시형,

김형태, 이성희, 1987). 정리하자면, 대학생 시절은 사회불안이 발생하고

빈번하게 관찰되는 시기와 맞물릴 뿐만 아니라 학업적, 사회적 적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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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사회적 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인 만큼, 사회불안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2) 사회불안의 기제

사회불안의 원인에 대해 여러 상담 이론이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

하고 있지만, 사회불안장애의 전반적 증상들과 이들이 상호작용하고 유

지, 존속되는 기제를 통합적으로 설명한 모형으로는 Clark과 Wells(1995)

의 인지 모델이 대표적이다. 모형의 핵심은 [그림 1]과 같다.

사회적 상황

역기능적 신념 활성화

사회적 위험 지각

자기-초점적 주의:

‘사회적 대상’으로서

자기의 처리

안전행동
신체 및

인지 증상

[그림 1] 사회불안장애의 인지 모델(Clark & Well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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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역기능적 신

념을 가지고 있다. 역기능적 신념의 유형으로는 사회적 수행에 대한 과

도하게 높은 기준, 사회적 평가와 관련된 조건적 신념, 자기와 관련된 부

정적 신념 등이 있다. 사회적 수행에 대한 과도하게 높은 기준은 '나는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내가 불안해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눈치 채서는 안 된다' 등 현실적으로 달성되기 어려운 신념들을 의미한

다. 사회적 평가와 관련된 조건적 신념이란 '내가 실수를 하면 다른 사

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거부할 것이다'와 같이, 나의 행동에 따라서 사람

들의 나에 대한 평가와 대우가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 또 자

기와 관련된 부정적 신념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났다'와 같이 스스로

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믿음을 지칭한다.

사회불안을 겪는 사람들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사회적 상황을 맞닥뜨

릴 때, 이러한 역기능적 신념을 활성화시키고 현재의 상황을 위험으로

지각한다. 이 때 상호 연결된 세 가지 프로세스가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요인은 신체와 인지증상이다. 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등 신

체적 불안 반응이 일어나며, 집중이나 중요한 정보를 회상하기 어려운

인지적 문제가 나타난다. 두 번째 요인은 안전행동으로서,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나 말 사이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등의 행동들이다.

특히 중요한 세 번째 요인은, 사회적 대상으로서 자기를 관찰하게 된

다는 것이다.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위험이 느껴지면 자기를 세

밀하게 검열하고 관찰하는 데 신경을 쏟으며, 그 결과 외부의 정보 또는

과업에 시선을 돌리지 못한 채 불안 반응에 대해 더 민감하게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초점적 주의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관찰하기

어려운 미세한 불안 반응까지 관찰하고는 이를 토대로 사회적 자기에 대

한 인상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놓고 계

속 관찰하면서, 그 때 느껴지는 창피나 불안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감

지하고 자신을 나쁘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은 상황이

나 타인에 대한 사회적 단서들을 얻지 못하게 함으로써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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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자기-초점적 주의는 사적 자의식(private self-consciousness)과

는 구분되는 개념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자기-초점적 주의가 주

의 조절의 일시적인 상태를 이야기한다면 자의식(self-consciousness)은

보다 지속적인 특성 차원의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정승아, 2012;

Fenigstein, Scheier, & Buss, 1975), 둘 다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는 인지

적 과정이나 경향성을 지칭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Fenigstein과 동료들

(1975)은 자의식을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으로 나누었다. 사적 자의식은 자신의 신체감각, 감

정, 생각 등에 대한 주체로서의 자각을 의미하는 반면, 공적 자의식은 사

회적 존재로서 타인에게 지각되고 있는 관찰 대상으로서의 자기에 대한

의식이다. Clark과 Wells(1995)의 모델에서 자기-초점적 주의는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신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며, 이는 공적 자의식과 유

사한 상태로 볼 수 있다(정승아, 2012). 실제로 (사적 자의식이 아닌) 공

적 자의식이 사회불안(Hope & Heimberg, 1988), 사회적 수줍음 증상 및

방어적인 의사소통 양식(Bruch, Hamer, & Helmberg, 1995)과 상관이 있

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한편 Clark과 Wells(1995)의 사회불안 모델은 크게 두 가지를 전제한

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불안의 유발과 존속에 있어서 인지, 정서,

행동이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앞 절에서 살펴본 대로 사회불안은 단순

히 불안 및 이에 수반된 신체반응이라는 정서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

며, 회피행동이나 자기-초점적 주의 등 인지, 행동적 문제를 수반한다.

또한 [그림 1]의 화살표를 보면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예컨대 사회불안 성향자가 발표 중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회피하는

안전행동을 하면, 이것을 자기-초점적 주의를 통해 주시하면서 '사람들

이 나의 긴장을 눈치챘으니 나를 바보 같다고 생각할 거야'식으로 생각

하고, 현재 상황을 더욱 불안하고 위험하게 느끼게 된다.

또 다른 하나의 전제는, 사회불안의 증상들이 활성화되는 출발점이 인

지에 있다는 것이다. 신체적 불안 반응이나 안전 행동도, 역기능적 신념

이 활성화되는 인지 과정을 매개하여 일어난다. 김기환(2015) 역시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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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현대의 인지 이론이 '임상적 불안의 일반 모형(Beck, Emery, &

Greenberg, 1985)'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모형의 핵심은 불안

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역기능적 인지와 이로 인한 정보처리의 오류

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적 모형에 근거할 때, 논리적 귀

결상 상담 개입의 초점은 사회불안의 왜곡된 인지를 적절히 다루고 수정

하는 데 있게 된다.

하지만 정서 조절에 대한 최근의 신경과학적 연구들은 인지가 언제나

정서반응에 선행하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다(Damasio, 1994; LeDoux,

1998; Panksepp, 2004; Suchy, 2011). 기존 인지심리학 모형(Gross, 1998;

Lazarus, 1982)의 경우 유기체가 내/외부 자극의 의미를 판단하는 인지

적 평가(appraisal)가 항상 정서 반응에 선행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최근의 정서조절 연구들은 정서적 요소가 인지기능에 선행하기도 함을

보여주고 있다(김창대, 2019). 다시 말해 인지적 평가가 반드시 정서 반

응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 반응 역시 인지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쌍방향적 관계라는 것이다. 정서 조절에는 인지적 기능과 연관

이 깊은 신피질이 주관하는 하향식 경로만이 아니라, 신체, 정서 반응으

로부터 곧장 편도체를 거친 후 역으로 신피질에 피드백을 보내는 상향식

경로도 존재한다. 허재홍(2005)의 지적대로 기존의 인지심리학 모형은

하향식 경로를 논외로 한 정서조절 모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생물학적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해당 모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사회불안과 경험의 회피

경험의 회피(experiential avoidance)란 (특히 불쾌한) 신체감각, 감정,

생각 등의 사적 경험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 이러한 경험들의 빈도 혹은

사건을 일으키는 맥락을 바꾸려는 시도(Hayes, Strosahl, & Wilson,

1999/2009)를 의미한다. 간단히 말하면 내적인 경험을 회피하거나 변화

시키기 위해 애쓰는 과정이다. 예컨대 갑작스러운 공황 발작을 피하기

위해 외출을 하지 않고 집 안에만 계속 있거나, 친한 친구의 죽음이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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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 때마다 다른 생각으로 주의를 전환하는 식이다. 경험의 회피는 눈

앞의 불쾌한 경험을 피할 수 있다는 분명한 이득이 있으며, 특정 상황에

서는 적응적인 방어 전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경험의 회피가 일상화되

어 상황과 무관하게 경직된 전략으로 사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더 많은

회피와 괴로움을 낳는 부적응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Hayes & Smith,

2005/2010). 외출을 하지 않는 공황장애 환자의 경우 공황발작이 오는

것에 대한 단기적인 불안은 완화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 관계, 집 밖에서

만 할 수 있는 많은 활동들, 불안 가운데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도전

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며, 불안과 고립이 장기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경험의 회피는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과 연관을 보인다. 경험의 회피와

각종 정신병리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개관한 Hayes, Wilson, Gifford,

Follette와 Strosahl(1996)의 연구에서는 경험의 회피가 약물남용 및 의

존, 강박장애, 광장공포증을 동반한 공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등과 연

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Hayes, Luoma, Bond, Masuda와

Lillis(2006)는 우울,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등의 정신병리 및 신체적 고

통, 스트레스 수준, 부정적 정서 등 정신건강의 부정적 지표들과 경험의

회피의 관계를 본 21개의 연구를 취합하여, 이러한 상관의 효과 크기가

중간 수준(.30)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경험의 회피에 대한 각종

연구들을 개관한 Chawla와 Ostafin(2007) 역시 각종 정신병리 및 심리적

부적응과 경험회피의 연관성을 재확인한 바 있다.

불안 역시 경험의 회피와 연관된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앞 문단에 언

급된 연구들이 불안 관련 변수들을 포함하는 데 더하여, Kashdan,

Barrios, Forsyth와 Steger(2006)는 경험의 회피가 불안민감성, 신체 관

련 감각에 대한 공포, 특성 불안, 질식에 대한 공포 등 불안 관련 지표와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개인의 전반적 불안 수준을 나

타내는 특성 불안 수준과 경험의 회피가 높은 상관(r=.65, p<.01)을 보였

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같은 연구에서 경험의 회피는 감정에 대한 대

처와 반응, 불안의 통제 불가능성(독립변수)이 앞서 언급된 4개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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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표들(종속변수)과 맺는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에 연구자들은 경험의 회피가 불안의 취약성 요인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Feldner, Zvolensky, Eifert와 Spira(2003)은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공기를 흡입하는 생물학적 불안 유발 절차에서 경험의 회피가 높

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더 높은 불안을 보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 역시 경험의 회피가 불안과 깊은 연관을 보인다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안의 취약성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

(Kashdan et al., 2006)로 볼 수 있다.

불안의 일종인 사회불안 역시 경험의 회피와 밀접한 연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Kashdan과 동료들(2006)은 경험의 회피가 심리적 고통

의 취약성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앞서 언급된 상관 연구에

더하여 21일간의 일상생활을 모니터링하며 설문 응답을 받았다. 그 결과

경험의 회피가 사회불안에 중간 크기 이상의 영향력(B=.28, p<.001, ES

r=.47)을 보임과 더불어, 정서조절 전략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경

험의 회피가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2주간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추적한 연구에서, 사회불안장애로 진단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은 경험의 회피를 보인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Kashdan

et al., 2013).

사회불안 성향자들의 경험의 회피는 대표적으로 1절에서 언급된 외현

적인 회피 행동이나 안전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자신에게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피하거나, 사회적 상황에 참여하더라도 불

안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로부터 회피하는 것이다. 사회불안장애 환자

의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논문들을 리뷰한 Jazaieri, Morrison, Goldin과

Gross(2014)는 이를 각각 상황 선택 혹은 상황 수정(situation

modification)에 해당하는 사회불안 성향자의 정서조절 전략으로 소개하

고 있다.

한편 같은 연구에서 반응 조정(response modulation)에 해당하는 사회

불안 성향자의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으로서, 정서표현의 억제 및 경

험의 회피가 지목된다. 반응 조정이란 행동적, 경험적, 생리적 반응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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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이미 일어난 반응을 변화시키는 정서

조절 전략을 의미한다(Gross, 1998). 사회불안 성향자들은 부정적 정서,

긍정적 정서 모두에 대해 회피하고 억제하며 이를 표현하지 않고 감추려

는 경향이 있는데(Erwin, Heimberg, Schneier, & Liebowitz, 2003; Turk,

Heimberg, Luterek, Mennin, & Fresco, 2005; Werner, Goldin, Ball,

Heimberg, & Gross, 2011), 이는 평가에 대한 공포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Jazaieri et al., 2014).

Jazaieri와 동료들(2014)의 연구에서 경험의 회피는 보다 좁은 의미로

이미 일어난 사고나 정서를 변화시키거나 억제하는 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적 체험 억제 경향성에

더하여, 불쾌한 내적 경험에서 벗어나려는 외현적 행동을 포함한 일체의

내적 경험 회피 시도를 통틀어 경험의 회피로 보고자 한다.

2. 수 용

1) 수용전념치료(ACT)

본 연구에서의 수용(acceptance)은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Hayes et al., 1999/2009)의 한 요소인 수

용 개념을 지칭한다. 수용의 의미와 기능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ACT의 맥락 안에서 이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CT는 언어 및 인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들, 특히 관계구성 이론

(Relational Frame Theory; RFT; Hayes, Barnes-Holmes, & Roche,

2001)에 기반을 둔다. 인간의 언어는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과 임의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간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그 대상이 생생

하게 눈앞에 실재하는 것처럼 상상하고, 창조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이러한 인간 정신의 기능은 부작용을 수반한다. 예컨대 어린 시절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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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받은 기억을 떠올릴 경우, 현재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

고 마치 학대가 되풀이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즉 인간의 마

음은 언어적 틀 안에서 움직이며,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올

경우 그것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고

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ACT는 관계구성 이론에 기반하여 정신병리 및 심리적 괴로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언어적 틀에 의해 지배되는) 마음에 갇혀 현재 순간에

접촉하지 못하고, 가치 있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심리적 경직

성(psychological inflexibility)의 상태가 정신병리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Hayes et al., 2006). 특히 인지적 융합(cognitive fusion)이라는 개념이

언급되는데, 이는 환경에 순간순간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경직

된 언어적 과정에 의해 과도하게 지배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마음과

실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이다. 예컨대 “나는 패배자야”라는 생각과

융합될 경우, 이를 반증하는 사례들이 발견되어도 거기에 주목하지 못하

고, 여전히 생각에만 갇혀 움츠러들고 자기를 비난하는 과정이 지속될

수 있다. 인지-언어의 관계구성 혹은 인지적 융합이 지배적일수록 인간

은 고통스러운 마음으로부터 피하고자 애쓰게 되며, 이것이 앞 절에서

설명한 경험의 회피 및 이와 관련된 심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한편 ACT는 기능적 맥락주의에 철학적 근거를 둔다(Hayes et al.,

1999/2009). 기능적 맥락주의(functional contextualism)는 말 그대로 사

건의 맥락을 강조한다. (심리적) 사건을 이해할 때에도 환경 및 맥락과

상호작용하는 통합된 유기체로서의 인간을 고려한다. 또한 기능적 맥락

주의는 실용주의적 진리 기준을 채택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혹은 원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구동시키는 맥락 안에서만 그 행동이 참이라고 주장한

다. 즉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고유한 목적 혹은 가치의 달성 여부이다.

상담이론으로서 ACT의 목표는 심리적 유연성(psychological

flexibility)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심리적 유연성이란 의식적인 인간 존재

로서 현재 순간에 생생하게 접촉하여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지속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치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Hayes et al., 2006)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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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심리적 유연성을 증진시키는 6가지의 핵심적 과정 혹은 치료 요

소는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수� 용

현재� 순간에�

접촉하기

가� 치

전념� 행동

맥락으로서의�

자기

인지적�

탈융합

심리적�

유연성

전념과� 행동� 변화의� 과정

마음챙김과� 수용의� 과정

[그림 2] ACT의 6가지 핵심 과정(Hayes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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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es와 동료들(2006)이 기술한 ACT의 요소들 중 마음챙김과 수용

의 과정으로 분류되는 것들은 수용, 인지적 탈융합, 현재 순간에 접촉하

기, 맥락으로서의 자기 등 4가지이다. 수용(acceptance)은 뒤에서 상술하

겠지만, 경험을 회피하지 않고 현재 순간 느껴지는 내적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지적 탈융합(cognitive defusion)이란 언어

적 과정에 의해 지배되는 마음과의 융합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예컨대 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한참 동안 빠르게 발음해보게 하는 식으로

생각과 생각이 지칭하는 것을 구별하는 훈련 과정들이 개발된 바 있다

(Hayes & Smith, 2005/2010). 수용과 인지적 탈융합 모두, 생각의 내용

자체를 바꾸는 데 초점을 두지 않는다. 핵심은 사적 사건(private

events; 신체감각, 생각, 감정, 기억, 행동 성향 등)의 ‘형태’를 바꾸는 것

이 아니라, 개인이 사적 사건을 대하는 ‘맥락’을 변형시키는 것이다(문현

미, 2005). 다시 말해 ACT에서는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에 융합되어

이것을 실재처럼 믿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

고, 받아들이며, 체험하는 식으로 개인과 사적 사건의 관계를 변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언어적 세계가 아닌 현재 순간에 접촉(contact with the

present moment)하는 것 역시 앞서의 과정들과 맥락을 같이한다. 사적

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접촉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이때의 자기

는 내용으로서의 자기가 아니라 맥락으로서의 자기(self as context)이다.

즉 ACT에서는 자기를 언어적, 인지적 앎의 대상이나 고정된 이미지로

보기보다는, 순간순간의 사적 사건들을 알아차리고 경험하는 ‘관찰하는

자기(observing self; Barnes-Holmes, Hayes, & Dymond, 2001)’로서 존

재하는 것을 강조한다.

수용과 탈융합을 비롯한 수용의 과정들은 핵심적인 인간 변화 기제임

이 분명하지만, 그 자체가 ACT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아니다(Hayes &

Smith, 2005/2010; Hayes et al., 1999/2009; Hayes et al., 2006). 수용의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언어적 융합과 경험의 회피로 인해 자신이 원하

는 방향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ACT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내담자가 선택한 중요 가치와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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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 것이며, 수용의 과정은 내담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목적 달성에 도

움이 되는 한에서만 의미를 갖는다(Hayes et al., 1999/2009). 비유하자면

ACT에서 수용의 과정은 가치 있는 목표의 달성을 위한 징검다리와 같

다. 목표 지점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나, 그

자체가 목적지가 될 수는 없다.

이처럼 전념과 행동 변화의 과정은 ACT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현재 순간에 접촉하기, 맥락으로서의 자기, 가치, 전념 행동 등

이 포함된다. 맥락으로서의 자기로 존재하며 현재 순간에 접촉하는 가운

데, 내담자는 가치 지향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가치란 개인의 목

적 지향적인 행동이 가리키고 있는 선택된 방향으로서, 어떤 실체로서

존재한다기보다는 매 순간순간의 행동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Hayes et

al., 2006). 회피나 사회적 순응을 낳는 인지적 융합에서 벗어나, 내담자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전념

행동(committed action)이란 가치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행동들의 패턴을

만들어 목표 달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목표와

변화를 위한 전략들이 수립되며, 행동 수행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검토

하고 극복하는 과정들이 포함된다.

2) 수 용

수용은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개념이다. 수용 개념

의 의미와 역사를 개관한 연구에서 수용은 고전적 정신분석을 포함한 정

신역동, 게슈탈트, 인간중심, 정서중심, 마음챙김에 기반한 3세대 행동치

료 등 수많은 상담 이론에서 발견되며, 심리치료의 효과를 낳는 강력한

공통 요인(common factor)으로 지목된다(Block-Lerner, Wulfert, &

Moses, 2009; Hayes & Pankey, 2003). Block-Lerner와 동료들(2009)은

단순한 견딤에서부터 자기 경험에 기꺼이 개방하기까지 다양한 수준이

존재하지만, 대체로 수용을 내담자가 자신의 사적 사건을 경험하고 받아

들이는 지금, 여기의 과정(process)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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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수용은 다양한 정의 가운데서도 특히 ACT의 수용 개념을

지칭한다. ACT에서 수용이란 자신의 사적 사건에 대해, 불쾌하고 위협

적인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능동적이고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Hayes et al., 2006). 수용은 단순

히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것과는 다르며, ‘지금, 여기’의 경험을 방어 없이

온전하고 생생하게 받아들이며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Hayes & Smith,

2005/2010).

Hayes와 Smith(2005/2010)는 다양한 비유, 사례, 훈련 방법 등을 제시

하며 수용 개념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주요한 지점은 다음과 같다. 수용

은 '기꺼이 경험하기(willingness)'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자신의 사적 경

험을 피하려고 애쓰는 과정인 경험의 회피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즉 자

신의 내적 경험, 특히 고통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불안이 올라올 때 불안한 신체감각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 지금 이 순간을 견딜 수 없다는 생각(원치 않는

생각)에 대항하지 않고 그저 그러한 생각이 지나가는 것을 가만히 바라

보는 것이다. 수용은 또한 관찰의 대상이 되는 객체로서의 자기가 아닌

경험의 주체로서 관찰하는 자기를 인식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지나가는

것들(특히 고통)과 그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이는 자기

를 외부의 사물을 보듯 관찰하거나 스스로를 한정 짓는 고정된 자기 개

념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체로서의 경험을 유연하게 받아

들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수용은 순간순간의 자기 경

험을 부정하지 않고 포용하는 것으로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의 단초가 된다고도 볼 수 있다.

3) 사회불안과 수용

Herbert와 Cardaciotto(2005)는 수용 기반 관점의 사회불안장애 모델

을 제시한 바 있다. 모형의 도식은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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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상황
경향성

(유전/환경)

생리적 각성/

사회적 평가 관련 사고

생각와 신체감각에

대한 알아차림 증가

(자기-초점적 주의)
낮은

수용 수준

경험의 통제/

회피

행동의 붕괴

[그림 3] 사회불안장애의 수용 기반 모델(Herbert &

Cardaciotto, 2005)

사회불안의 경향성 또는 소인(predisposition)과 불안을 유발하는 사회

적 상황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해야 사회불안이 발생한다. 사회불안 성향

이 낮거나 거의 없는 사람의 경우 사회적 상황을 마주하여도 불안이 발

생하지 않으며, 사회불안 성향자라고 해도 사회적 상황에 처해야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상의 두 조건을 충족할 때 불안 반응으로서 생리적 각성

이 일어나고, 사회적 평가에 대한 생각(걱정)이 발생한다. 이 때 사회불

안 성향자의 특징 중 하나인 자기-초점적 주의가 유발되면서 자신의 생

각이나 신체감각으로 주의가 집중되고, 관련된 알아차림이 증가한다.

이 시점에 비판단적 수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수용은 생리적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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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나 사적 사건에 대한 증가된 알아차림이 갖는 파급력을 결정하기 때

문이다. 수용 수준이 높을 경우 불안과 관련한 사적 사건을 통제하는 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자신이 당면한 사회적 상황을 처리하

는 데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상황에서 기울이는 노력이 과

제 수행이나 행동에 집중될 수 있다. 반면 수용 수준이 낮을 경우 자신

의 내적 경험을 회피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당면한 상황에서의

수행이나 행동에 지장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불안 관련 느낌이나 생각을 감소시키려는 경험의 회피

시도는, 역설적으로 그러한 경험을 더욱 증가시키고 불안을 높이는 결과

를 낳을 수 있다. Hayes와 Smith(2005/2010)는 비유를 통해 이를 직관적

으로 설명한다. 상어 수조 위에 사람이 묶여 있고 불안이 조금이라도 오

르면 상어가 우글거리는 물속으로 떨어진다고 하자. 과연 불안을 완벽하

게 통제하여 물속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상어를 피하려는 시도(통

제)는 역설적으로 피하려고 했던 결과를 앞당기는 결과를 낳는다. 피하

고자 하면, 오히려 더욱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Hayes & Smith,

2005/2010).

Wegner(1994)는 이러한 현상을 마음 통제의 역설적 과정(ironic

processes of mental control)이라 칭하였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사적 사

건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정신적 작업 용량(mental capacity)이 충분할

때에만 가능하다. 심리적 통제를 위해서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현재

의 괴리를 탐색하는 탐지 과정(monitoring process)과, 변화 및 통제를

실제로 수행하는 집행 과정(operating process)을 필요로 한다. 이 중 집

행 과정에는 작업 용량이 많이 사용되나, 탐지 과정은 보통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작업 용량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

마음의 상태를 통제하려는 경험의 회피 시도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경우,

작업 용량의 과부하로 인해 집행 과정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

반해 탐지 과정은 계속 작동된다. 결과적으로 목표 상태와 현재의 괴리

가 계속 모니터링되면서도 실제 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

피하고자 하는 불쾌한 경험은 더 잘 감지되고 그 빈도가 오히려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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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Herbert와 Cardaciotto(2005)의 모델에서 사회불안을 증폭

시키고 악순환을 지속시키는 요인은 낮은 수용 수준, 다른 말로는 경험

의 회피이다. 경험의 회피는 첫째, 심리적 에너지 또는 정신적 작업 용량

을 고갈시켜 사회적 상황에서의 적절한 행동 및 과제 수행을 저해한다.

둘째, 마음 통제의 역설적 효과를 유발하여 오히려 피하고자 하는 경험

(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사회불안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수용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Norton, Abbott, Norberg와

Hunt(2015)이 사회불안장애에 대한 마음챙김과 수용 기반 치료

(mindfulness and acceptance-based therapy; MABT)연구들을 개관한

바 있다. 이 중 수용의 요소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마음챙김과 수

용 기반 집단치료(mindfulness and acceptance-based group therapy;

MAGT; Kocovski, Fleming, & Rector, 2009) 및 ACT의 연구 결과 4편

을 보면, 공통적으로 치료 후와 추수 측정에서 (사회)불안 관련 증상 및

경험의 회피가 상당히 호전되었음이 관찰된다. 특히 Dalrymple과

Herbert(2007)는 삶의 질과 사회적 상황의 행동 수행에 있어서도 향상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상 Norton과 동료들(2015)이 개관한 연구들은 모

두 10~12회의 개입을 제공한 수용 기반 처치 패키지가 사회불안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용 기반 치료 패키지의 효과성은 경험의 회피 수준의 변화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Kocovski, Fleming과 Rector(2009)

는 사회불안 수준의 변화와 경험의 회피 수준의 변화가 매우 높은 상관

(r=.72, p<.001)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연구 설계의 한계로 인

해 확정적인 결론은 내지 못하더라도) 경험의 회피가 수용 기반 처치 패

키지의 효과성을 낳는 잠재적인 매개변인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Dalrymple과 Herbert(2007) 역시 경험의 회피 수준 변화가 향후 치료의

성과를 예측함을 보였으며, 경험의 회피를 ACT의 잠재적인 변화 메커니

즘으로 상정하였다. 실제로 사회불안의 치료에서 ACT와 고전적 인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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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치료(cognitive-behavioral thearpy, CBT)의 매개변인을 비교 연구한

Niles와 동료들(2014)은 (CBT가 아닌) ACT에서 경험의 회피가 유의한

매개변인, 즉 변화의 메커니즘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ACT에서 경험의

회피에 대응하는 치료 과정인 수용(Hayes et al., 2006)이 사회불안의 호

전을 낳는 주요 구성요소임을 시사한다.

사회불안에 대하여 ACT 등 수용 기반 처치 패키지가 아닌, 그 한 가

지 요소로서 수용의 효과를 본 연구들은 엇갈리는 결과를 보인다. 우선

사회불안 성향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불안을 상황적으로 유발

하여 수용의 효과를 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Hofmann, Heering,

Sawyer와 Asnaani(2009)의 연구에서는 일반 대학생에게 즉흥 발표를 시

킴으로써 사회불안을 유발하고 수용, 억제, 인지적 재평가의 효과를 비교

하였다. 수용 집단은 억제 집단과 비교할 때 주관적 불안 수준에서는 차

이가 없었으나, 심장박동수로 본 생리적 각성(불안) 수준에서 더 낮은 결

과가 확인되었다. 수용 집단과 인지적 재평가 집단의 경우 주관적, 생리

적 불안 수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하경부와 조용래

(2015)는 일반 대학생에게 즉흥 발표를 시켜 사회불안을 유발한 후 수용

과 의사소통 교육의 효과를 비교하고 특질발표불안의 조절효과를 검증하

였다. 조절효과를 배제하고 수용의 효과에 한해서만 언급하면, 반복측정

설계를 기반으로 한 이 연구에서 처치는 발표 전에 이루어지는데 처치

직후에는 맥박을 제외한 생리적 각성(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과 주관적

불안 수준에서 수용 집단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발표 직후에는 어떠한

지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내지 못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수용 처치가 예기불안의 감소에는 효과가 있으나 발표 상황의 불안

반응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는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사회불안 성향자를 모집하여, 이들에게 사회불안을 유발하고 수

용의 효과를 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발표불안 성향의 대학생을 모집

한 박성신과 조용래(2005)의 연구에서, 수용 처치는 비교 집단에 비해 다

양한 불안 지표 중 발표 직후의 최고 혈압에서만 더 큰 감소를 보였다.

또한 김기환과 권석만(2015)은 사회불안 성향의 대학생을 모집하여 즉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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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를 시킨 후 수용, 인지재구성, 통제 집단의 불안 관련 변인을 비교하

였다. 이 연구에서 주관적 불안 수준이나 생리적 각성(심장박동률)의 집

단별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수용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들에 비해

심장박동률의 증가폭이 유의하게 낮았다. 마지막으로 Cristea와 동료들

(2014)은 사회불안 성향 대학생을 모집하여 즉흥 발표를 주문하고 자기

보고식 불안 및 심장박동률과 자율신경 반응(심박변이도)을 측정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을 배제하면, 시점별 차이는 존재하였으나 집단별 유의미

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회불안에 대한 수용의 효과를 본 이상의 연구(김기환, 권석만, 2015;

박성신, 조용래, 2005; 하경부, 조용래, 2015; Cristea et al., 2014;

Hofmann et al., 2009)들이 공유하는 특징으로서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

다. 첫째, 이 연구들은 개입의 장기 효과를 본 처치 패키지 연구들과 달

리, 단회 수용 개입을 통한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주된 종속변

수로서 불안 관련 반응들이 채택되었다. 연구가설에 포함되는 주요 종속

변수를 살펴보면, 생리적 각성 및 자기보고식 측정을 통한 불안 수준이

대부분이다. 이외의 변수 역시 사회불안 수용의 정도나 발표불안과 관련

된 부정적 사고(김기환, 권석만, 2015)와 같이 불안과 관련이 있는 것들

로 선택되었다.

3. 자아 고갈

1) 자기 조절과 자아 고갈

자기 스스로에 대한 통제를 행하는 것을 자기 조절(self-control 또는

self-regulation)이라 하며, 이는 자기의 생각, 주의집중, 감정, 충동, 수행

등을 조절하는 과정을 포괄한다(Baumeister, Vohs, & Tice, 2007;

Muraven & Baumeister, 2000). 자기 조절을 통해 인간은 규칙을 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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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을 지연시키며(Hayes, Gifford, & Ruckstuhl, 1996),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자기 조절에는 유한한 개인의 심리 에너지가 사용된다. 이러한 에너지

가 소모될수록 이후 자기 조절 자원을 필요로 하는 수행 수준이 낮아지

게 되는데, 이를 자아 고갈의 상태라고 정의한다(Baumeister,

Bratslavsky, Muraven, & Tice, 1998; Muraven & Baumeister, 2000).

예컨대 감정을 억제하도록 요구할 경우, 인내력을 요구하는 애너그램 퍼

즐의 수행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은 양상을 보였다(Baumeister et

al., 1998). 이러한 자기 조절 능력은 마치 근육과 같아서, 개인차가 있으

며 계속 사용하면 고갈되지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그 용량을 늘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자기 조절에 대한 이론을 strength model이라고 부르

기도 한다.

자기 조절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대인관계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이미지를 관리하고, 애인의 나쁜 행동에 친절로 대응하며, 다

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갖는 것도 자기 조절 자원을 사용한다

(Baumeister et al., 2007). 인지적 과제의 수행 역시 영향을 받는다. 논리

적 사고와 추론도 주의집중을 요구하는 프로세스로서 자기 조절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Schmeichel, Vohs, & Baumeister, 2003). 애너그램

퍼즐의 예에서 보듯 충동을 억제하고, 현재 상황을 인내하는 데에도 자

기 조절이 사용된다. 역으로 말하면 자아 고갈 상태에서는 이러한 행동

들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가 된다.

자아 고갈에 대한 83개 연구를 종합하여 메타 분석을 수행한 Hagger,

Wood, Stiff, Chatzisarantis(2010)는 자아 고갈이 더 애를 쓰고, 과제를

어렵게 느끼며, 피로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아 고갈의 해로운 영향으로 유머나 웃음이 사라지고, 긍정적 감

정이 줄어들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사전 계획을 세우는 것 등이

꼽히기도 한다(Baumeister et al., 2007). 자기 조절에 사용되는 한정된

정신 에너지를 의지력(willpower)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자아 고갈이란 인내심과 의지력이 바닥나 긍정적 감정이 메마르고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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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며', 자기 관리를 통해 해내야 하는 일들에 지장을 받는 일종의 소진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수용과 자아 고갈

수용과 대비되는 (일종의 경험의 회피 기제인) 억제 전략과 자아 고갈

의 관계를 본 연구들이 존재한다. 자기 조절 과정에서 자아 고갈이 발생

하는 것을 다양한 실험을 통해 규명한 Muraven, Tice와

Baumeister(1998)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 중 한 실험에서 영화를 보며

감정을 억제하거나 과도하게 표현하도록 한 집단은 감정을 통제하지 않

은 집단보다 악력기를 쥐고 버티는 시간이 유의하게 짧았다. 같은 연구

의 또다른 실험에서는 Wegner, Schneider, Carter, White(1987)의 방식

에 따라 흰 곰에 대한 생각의 빈도를 조작하였다. 흰 곰을 생각하지 않

도록 한 집단은 흰 곰을 많이 생각하라고 한 집단이나 생각의 통제를 주

문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어려운(풀리지 않는) 퍼즐을 유의하게 빠르게

그만두었다. 또한 Baumeister와 동료들(1998)은 웃기거나 슬픈 비디오를

보면서 감정을 억제하도록 한 집단이 감정의 통제 요구가 없었던 집단에

비해 퍼즐 맞추기에 성공한 개수가 유의하게 적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감정이나 생각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자기 조절을 요구하는 수

행을 저해하는 상태인 자아 고갈을 유발함을 보여 준다.

실제로 수용 전략이 억제 전략이나 통제 집단에 비해 자아 고갈을 적

게 유발함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Alberts, Schneider,

Martijn(2012)는 슬픈 영화를 보면서 정서를 수용하도록 한 집단이 정서

억제 집단 및 통제 집단에 비해 자아 고갈의 지표 중 하나인 반응 억제

를 측정하는 과제에서 더 높은 수행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학중

(2017)은 진로 미결정자의 진로불안에 대한 수용 기반 처치가 회피 기반

처치에 비해 혈당량 소모 정도로 측정된 자아 고갈 수준을 낮춘다는 결

론을 얻었다.

Alberts와 동료들(2012)은 수용 전략이 억제 전략보다 자아 고갈을 덜



- 37 -

유발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주의를 전환시키면서 현재 순간

의 경험을 관찰하는 수용 전략과 달리, 억제 전략의 경우 목표로 하는

정서 상태가 있으며 주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목표와 현재 상태의 괴리를

탐지한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전달받으면서도 정서 조절이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 목표와 현재의 괴리 자체에 과도한 주의를 쏟게 되고

(Segal, Williams, & Teasdale, 2002), 좌절감이 발생하며(Boekaerts,

1999), 이를 처리하는 데 자기조절 자원을 더욱 사용하게 된다. 이는 2장

에서 살펴본 Wegner(1994)의 마음 통제의 역설적 과정에 대한 설명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으로 생각된다.

4.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

1)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

본 연구에서는 불안의 주된 지표로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 특히 심박

변이도를 측정한다. 연구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심박변이도라는 변수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이란 무엇이며, 이것이

불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하의 기술은 불안

의 생물학적 기제를 설명한 Bear, Connors와 Paradiso(2016, pp.

758-761)의 신경과학 교과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공포는 일반적으로 위협적인 자극, 즉 스트레서(stressor)에 의해 발생

하며, 스트레스 반응(stress response)이라는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 스트

레스 반응이란, 위협자극에 대한 인간의 구조화된 반응을 말한다. 스트레

스 반응은 회피 행동, 각성 수준의 증가, 자율신경계 중 교감신경계의 활

성화, 코르티졸(cortisol) 분비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시상하부

(hypothalamus), 뇌하수체(pituitary gland)와 부신샘(adrenal glands)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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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 세 기관의 앞 글자를 딴 HPA 축(hypothalamic-pituitary-

adrenal axis)이 스트레스 반응의 중추로 여겨진다. 호르몬 분비를 통해

시상하부는 뇌하수체에, 뇌하수체는 부신샘에 영향을 주며, 부신샘은 코

르티졸을 분비한다. 이러한 HPA축의 조절을 담당하는 것은 편도체

(amygdala)와 해마(hippocampus)로서, 편도체는 특히 공포 반응에서 중

추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

졸은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의 생리학적 변화를 매개한다.

이상의 내용들이 본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

레스 반응은 인체의 공포(불안) 반응을 의미한다. 둘째, 스트레스 반응은

생물학적인 기제를 통해 작동한다. 셋째, 교감신경계의 활성을 비롯한 생

리적 반응 및 각성을 통해 공포 및 불안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2) 심박변이도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의 다양한 측정 지표 가운데, 교감신경과 부교감

신경의 상대 활성 정도를 파악하기에 용이한 심박변이도를 본 연구의 종

속변수로 선택하였다. 이하 내용은 심박변이도의 개념 및 활용에 대해

선행 연구들을 정리한 김원, 우종민, 채정호(2005)를 주로 참고하여 기술

한 것이다.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는 심장 박동수의 변동 양상을 분석

하여 얻는 생리적 지표로서, 전반적인 자율신경계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

심근경색 이후의 사망률과 심박변이도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지면

서(Wolf, Varigos, Hunt, & Sloman, 1978), 각종 질병의 증상을 예측하

는 비침습적인 검사 도구로 주목을 받아 왔다

심박변이도의 분석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 영역 분석법

과 주파수 영역 분석법이다. 시간 영역 분석법(time domain methods)의

경우 심박수와 QRS파(QRS complex)라 불리는 심전도 파형 사이사이의

간격인 NN(normal to normal interval)을 활용하여 심박변이도를 측정한

다. 평균 심박수, 평균 NN간격, NN간격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 39 -

of NN interval; SDNN) 등이 시간 영역 분석법에 해당한다.

한편 주파수 영역 분석법(frequency domain methods)의 경우, 주파수

영역대를 기준으로 파동을 분석한다. 대표적으로 파워 스펙트럼 분석이

있는데, 이를 통해 나오는 주파수 대역별 지표들은 고유한 생리적 의미

를 담고 있어 심박변이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단기 측정에서 나타

나는 요소로는 초저주파(very low frequency; VLF), 저주파(low

frequency; LF), 고주파(high frequency; HF)와 더불어 전체 파워(total

power; TP)가 있다. HF는 0.15~0.4Hz 사이의 파워를, LF는 0.04~0.15Hz

사이의 파워를, VLF는 0.003~0.04Hz 사이의 파워를 나타낸다.

이 중 VLF는 비일관적인 요소로서 심박변이도에서 특별히 해석되는

값이 아니며, 주요하게 사용되는 지표는 LF와 HF이다. HF는 미주신경

(vagus nerve) 활성을 주로 반영하는 만큼, 부교감신경(parasympathetic

nerve)의 활성 지표로 주로 사용된다. 한편 LF는 교감신경(sympathetic

nerve)의 활성을 나타낸다는 주장과, 교감신경 및 부교감신경 모두의 영

향을 받는다는 주장이 혼재하고 있다. 특히 TP에서 VLF가 미치는 영향

으로 인해 올바른 교감 신경 활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에 VLF가 HF나 LF에 미치는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TP에서 VLF를 뺀

값에 대한 HF 또는 LF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내어 표준화된 값

(norm-HF와 norm-LF)으로 나타내기도 하며, 이것을 각각 부교감신경

과 교감신경의 활성 정도로 파악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교감신경의 활성

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상대 활성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LF/HF비(LF/HF ratio)가 사용되기도 한다.

이충기, 유선국(2012)의 경우 표준화된 값(norm-HF와 norm-LF)을

그 자체로 HF와 LF로 간주하고, 불안 및 우울의 자기보고 지표와 이들

값의 상관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일관되게 LF(norm-LF)는 불안을,

LF/HF는 불안 및 우울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임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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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서울 소재 3개 대학의 온라인 커뮤니티 홍보를 통해 연구참여자를 모

집하였다. 휴학생과 수료생을 포함한 학부생으로 참여 범위를 한정하였

고, 생리적 불안 수준 측정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거나 제약이 있는 사람,

즉 정신과 약물이나 마약류를 복용하는 사람 또는 부정맥이나 심장질환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되었다.

신청자는 온라인 게시물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사전설문에 응답하였

으며, 사회불안 중에서도 타인 앞에서의 수행 및 관찰에 대한 불안을 주

로 측정하는 사회적 공포 척도(SPS; Mattick & Clarke, 1998; 김향숙,

2001) 점수를 기준으로 사회불안 성향자를 선발하였다. 선발 기준은

Brown과 동료들(1997)의 기준을 채택하여 24점 이상으로 하였으며, 이

는 Heimberg, Mueller, Holt, Hope와 Liebowitz(1992)의 연구에서 일반

인 평균보다 1표준편차 큰 값으로 사회불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점수

가 된다.

정규 모집 기간에 신청한 총 265명의 신청자 중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준을 만족한 사람은 107명으로, 약 40.38%의 인원이 스크리닝 기준을

통과하였다. 이 중 최종 실험 디자인이 확정되기 전 다른 프로토콜로 진

행된 예비연구에 참여한 사람이 35명이었으며, 72명이 본 실험 참여자로

배정되었다. 이후 온라인으로 무선 표집 및 무선 배정 기능을 제공하는

사이트 Research Randomizer1)를 통해 연구참여자를 수용집단과 통제집

단에 각각 36명씩 무선 배정하였다. 이 중 연락 무응답, 무단 불참, 개인

사정 등 이유로 불참한 사람을 제외한 57명에 추가 모집된 2명을 더하

여,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59명(수용집단 29명, 통제집단 30명)이 본

1) https://www.randomiz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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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참여하였다. 이 중에서 현저한 실험 태도 불량 1명, 조작 확인 불

만족 1명, 연구자의 프로토콜 미준수로 인한 실험과정 오류 1명 등 3명

이 제외된 총 56명(수용집단 27명, 통제집단 29명)의 실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참여자의 나이2)는 18세에서 32세까지 분포하는 가운

데 평균 22.14세(SD=2.576)였고, 성별은 남자 22명(39.3%), 여자 34명

(60.7%)였다. 기타 최종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1>과 같다.

변 인 구 분 사례 수 백분율(%)

성 별
남 22 39.3

여 34 60.7

학 년

1학년 8 14.3

2학년 9 16.1

3학년 14 25.0

4학년 18 32.1

5학년 이상 7 12.5

재 적
재 학 49 87.5

휴 학 7 12.5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실험 전 참여자들에게 이메일 및 문자로 주의사항을 전달하였다. 참

여 3시간 전부터 알코올이나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 섭취 금지, 참여 1시

간 전부터 물 이외 다른 음식/음료 섭취나 운동, 흡연, 약 복용 금지, 왼

손 엄지와 검지의 매니큐어 등 부착물을 지울 것 등을 안내하고, 가급적

이면 참여 24시간 전부터 약 복용, 흡연, 음주를 자제해 달라고 하였다.

이는 심박변이도 측정 기기의 설명서와 Arch와 동료들(2015)의 심박변

이도 측정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만든 기준으로서, 손가락에 부착하는

2) 만 나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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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파 센서를 정상 작동시키고, 불안 수치에 영향을 주는 오염변인을 통

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절차

1) 예비 연구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문제 설정을 거쳐 실험 디자인의 초안이 나온

후, 2019년 11월 4일부터 18일까지 총 4차에 걸쳐 예비연구를 진행하였

다. 주변 지인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모집된 5명과, 연구참여자 공식 모집

절차에 따라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고를 올려 스크리닝 절차를 통

과한 35명을 합한 총 40명이 예비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실험의 규모에 비해 상당한 인원이 예비연구에 참여한 것인데, 이

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결함이 초기 실험과정에서 지속

적으로 발견되면서 실험 절차의 변경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다

음의 <표 2>는 4차에 걸친 예비연구를 통해 받은 피드백과 수정 내용

중 주요한 요소를 추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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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피드백 내용 수정 내용

설문과 심박변이도

측정, SST 과제를

오가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개입이

많고 부산스러움

- 심박변이도 측정 시점에만 연구자 호출. 나머

지는 화면의 안내대로 연구참여자 혼자서 진행

- 노트북 2대를 사용. 심박변이도 측정은 연구자

의 노트북에서, 기타 설문 및 측정은 참여자의

노트북에서 진행되어 과제 전환 시간 최소화

발표 과제가 크게

긴장되거나 불안을

유발하지 않음

- 연구참여자와 무관한 단순 ‘측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발표 수행 및 행동 전반에 대한 ‘평

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안내문 제공

- 5분의 즉석 발표를 준비하기에 촉박한 2분의

시간(추가 30초)만 제공

- 평가 용지를 제작하여 클립보드에 꽂고, 발표

중 계속 볼펜 소리를 내며 평가지 기록

- 실험 진행(발표 시간) 중 연구자의 프로토콜

제작: 표정, 행동, 말 등

수용 처치가 잘 이

해되지 않음
- 수용 처치에 대한 짧은 요약 문구 제공

수용을 실제로 적

용하기 어려움

- 발표 안내문을 동영상 시청 전 제공. 당면할

실제 상황을 상상하며 생생하게 수용 연습을

하도록 함

실험 수행의 피로

도가 높음

- 1회 측정시 7~10분 소요되는 SST의 사전검사

를 없애고, 발표 후에만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

이완 후 측정을 왜

별도로 두는지 모

르겠음

- 이완 후 측정 삭제

<표 2> 예비연구 주요 피드백 및 수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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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불안 성향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수행 상황인 발표 장면에서, '수용 처치 여부에 따라' 자아고

갈 및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이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다. 우선 실험 상황이 충분한 불안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연구의 기본 전

제가 깨지게 된다. 선행 연구의 발표장면 촬영을 통한 사회불안 유발 절

차(김기환, 권석만, 2015; Hofmann et al., 2009)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실험은 불안을 유발하기보다는 부산스러운 경향을 띠었다. 이에 표

에서 나온 바와 같이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실제 청중이 연구자

1인밖에 없는 제한된 상황에서도 적절한 수준의 불안이 유발될 수 있도

록 세부 절차들을 고안하였다.

다음으로, 수용 처치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렵다는 피드백이 있었다.

수용은 내적 경험에 대한 태도와 처리 방식 등 여러 방면에서 고유한 방

식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8분 20초 내외의 짧은 영상을 통해 온전히 이

해하고 학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용의 핵심

절차를 요약한 제시문을 제공하였고, 당면할 발표 상황에서 겪을 상황을

생생하게 상상하며 수용을 적용하는 법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아고갈을 측정하는 과제인 stop signal task(SST)의 사전검사

를 제외하였다. 불안의 수용이 자아 고갈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불안 유발 자극 외에 자아 고갈 혹은 한정된 자기조

절 자원의 소모를 유발하는 오염 변인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SST 사전

검사는 자기조절 자원을 불안의 대처 외에도 과제 수행에 추가적으로 사

용하게 할 것이며, 이는 실험 수행 시 피로도가 높다는 피드백에서 보듯

추가적인 자아 고갈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자아 고갈과 관련된 연구

들은 이중 과제를 활용하는데(Baumeister et al., 1998), 이는 자기조절

자원의 소모를 요구하는 활동을 한 후 자기조절 자원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과제를 수행하여 자아고갈의 정도를 측정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

해 자아고갈의 측정은 사전-사후검사로 측정하지 않으며, 추정컨대 이는

사전검사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특히 실험에서 요구하는 수행 외에 사전

검사의 자아고갈 유발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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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실험 설계에서 연구자는 이 부분을 간과하였고, 이후 피드백을 거쳐

본 실험 단계에서는 사후 1회만 SST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완 후 시점의 측정을 제외하였다. 초기 실험 설계에서

는 발표 직후 불안 수준을 측정하고, 3분의 이완기(눈 감고 휴식을 취함)

를 가진 뒤 다시 한 번 측정을 진행하는 절차를 두었다. 수용 집단과 통

제 집단 간 불안 수준 변화(회복)의 차이를 보고자 함이었으나, 연구 참

여자들은 발표 직후의 측정과 이완 후 측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그 과정을 지루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또한 예

비연구 결과 역시, 이완 후 측정에서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이완 후 측정시점을 삭제하였다.

2) 실험 절차

실험 절차는 수용을 포함한 집단별 사전 개입을 제공한 후, 즉석 발표

를 주문하고 이를 캠코더로 촬영하여 사회불안을 유발시키는 Hofmann

과 동료들(2009)과 김기환, 권석만(2015)의 절차를 참고하여 개발되었다.

세부적인 절차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 중 주요한 것만 기술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표 중 측정이 없고, 동영상 시청 직후(발표 직전)와 발표 직후

에 불안에 대한 측정을 진행하였다. 이는 사회불안장애 환자들이 일반인

통제집단에 비해 발표 직전에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 수준이 유의하게 높

다는(Davidson, Marshall, Tomarken, & Henriques, 2000) 점에 착안한

것으로, 발표 전 예기불안 수준을 별도로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절차이

다. 또한 맥파를 활용한 심박변이도의 측정 도중 말을 할 경우 불안정한

값이 산출되는 제약으로 인해, 발표 중 측정은 발표 당시의 불안을 가장

근접하게 반영하는 발표 직후의 측정으로 대체하였다. 둘째, 발표시점에

서의 측정 이후 3분 내외의 휴식기를 가진 뒤 진행하는 이완기 측정을

제외하였다. 예비연구 과정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연구가설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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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특별히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본 실험에 앞서, 적절한 연구참여자를 모집 및 선발하기 위한 온라인

사전 설문을 진행하였다. 스크리닝 기준은 Brown과 동료들(1997)에 따

라 사회적 공포 척도(social phobia scale; SPS) 24점 이상인 사람으로,

본 연구가 설정한 사회불안 성향자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척도의

선정은 발표 상황과 관련된 사회불안을 측정하는 것으로 추리고자 하였

는데, 이는 발표 상황에서의 불안과 연관도가 낮은 사회불안 척도의 경

우 실험 중 불안이 제대로 유발되지 않는 참여자를 선발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이다. 발표상황에서의 불안은 사회불안의 하위 영역 중 타인과의

상호작용보다는 타인 앞에서의 수행이나 관찰에 대한 두려움에 가깝다.

이에 사회불안의 측정에 흔히 쓰이는 척도들 중 단순히 경험적으로 사회

불안 성향자를 가려내는 임상적 가치가 있다고 알려진 척도일 뿐만 아니

라 애초부터 사회불안의 검사를 목적으로 개발되고, 사회불안을 호소하

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타당화되었으며(Heimberg et al., 1992), 그 중에

서도 대인 간 상호작용보다는 관찰 및 수행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Brown et al., 1997; Heimberg et al., 1992; Mattick & Clarke, 1998)

SPS를 사회불안 성향자를 선발하는 스크리닝 도구로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사전설문에서 수용 행동 질문지-Ⅱ(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Ⅱ; AAQ-Ⅱ)와 불안민감성 지표-3(anxiety

sensitivity index-3; ASI-3) 중 사회적 염려(social concerns) 하위 척도

에 대한 설문 응답을 받았다. 수용 및 심리적 유연성 수준을 측정하는

AAQ-Ⅱ의 경우, 실험에서 조작하지 않은 특성 수용 수준이 오염변인으

로 작용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한편 ASI-3의 사회적 염

려 척도는 불안할 때 느껴지는 감각에 대한 두려움인 불안민감성 가운

데, 타인에게 보여지는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 감각에 대한 두려움을 측

정한다. 이 역시 본 연구에서 잠재적인 오염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측정

되었다. 불안민감성이 불안을 증폭시켜 사회불안을 포함한 각종 불안장

애의 취약성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안 수준을 예측하고

(Reiss & McNally, 1985; Taylor et al., 2007), 특히 사회적 염려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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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부정적 평가 민감성을 반영하며 사회불안증상을 예측하는 고유한

변인(조용래, 박순환, 2006)이라는 연구결과에 착안한 것이다.

사전 설문을 거쳐 적합한 연구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들 중, 연구자의

연락에 응하여 자발적인 동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들이 본 실험에 참여하

였다. 기간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였으며, 실험 장소는 연

구참여자 소속 대학의 학내 스터디룸 또는 주변의 사설 스터디룸을 이용

하였다. 사전에 심박변이도 측정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이메일 및 문자로

안내하였다. 또한 개인 연구자로서 이중 맹검(double-blind)이 불가한 관

계로, 연구자의 영향력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용 매뉴얼

을 작성하였다. 구두 지시, 태도, 표정, 발표 진행 시 행동요령 등을 매뉴

얼에 기술하였고, 가능한 충실하게 이 매뉴얼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밖에도 실험 참여 태도 및 특이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 진행 중

연구 참여자의 행동 가운데 특징적인 것들은 기록해 두었다. 본 실험 절

차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순

서
내 용 도 구

소요

시간(분)

1
실험 안내 및

동의서 작성

연구 참여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2

2
1차(기저선)

불안 수준 측정

맥파 측정기(이완음악)

STAI-Y-6
3

3
실험 참여

유의사항 체크

참여시 유의사항

준수 여부 설문
1

4
발표 안내

(1차 사회불안 유발)
발표 안내문 2

5
2차(발표 안내 후)

불안 수준 측정

맥파 측정기

STAI-Y-6
2

<표 3> 본 실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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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 절차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불안 성향자들을

대상으로, 캠코더 앞에서의 즉흥 발표 과제를 통해 사회불안을 유발한다.

발표 전후 총 4차례에 걸쳐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심박변이도) 및 보조

적 불안 측정이 이루어지며, 발표를 마친 후 반응 억제 과제를 통해 자

6

집단별 개입(수용)

수용 기반 개입 영상

수용 처치 실습지

수용 핵심 요약문구

8.5

집단별 개입(통제) 중립 영상 8.5

7 조작확인 이해도, 집중도 설문 0.5

8

3차(영상 시청 후

/발표 직전)

불안 수준 측정

STAI-Y-6

맥파 측정기
2

9 최종 발표준비 발표 안내문 0.5

10
발표 수행

(2차 사회불안 유발)

캠코더

평가지(클립보드)

4분/5분 안내 표지

6

11
4차(발표 직후)

불안 수준 측정

맥파 측정기

STAI-Y-6
2

12 자아고갈 수준 측정
과제 안내문

stop signal task
8.5

13
추가 조작확인

(수용 집단)
적용도 설문

14
디브리핑 및

사례비 지급

디브리핑 안내문 및 동의서

사례비
4

총 소요 시간
42

(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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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고갈 수준을 측정한다. 자아 고갈과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에 대하여

사전(발표 전)에 제공된 수용 기반 개입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본 연

구의 목적이다. 이하는 실험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① 실험 안내 및 동의서 작성

연구참여자가 지정된 장소에 오면 연구자의 신분을 밝히고, 연구참여

자용 안내문을 제공하였다. 눈가림용 제목은 <사회적 과제 수행 직전의

영상매체 시청이 과제 수행 및 생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이었으며, 디

브리핑 시 확인한 결과 연구의 본래 의도 및 본인이 어떤 집단에 배정된

것인지에 대해 효과적인 눈가림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가 실험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해 주었고, 자발적인 동의 의사를 표시하면 동의서 2부에 서명하도

록 하였으며 이 중 연구참여자용 동의서는 실험 후 가져가게 하였다.

② 1차(기저선) 불안수준 측정

맥파 측정기를 통해 기저선 심박변이도(생리적 스트레스 반응 값)를

측정하였다. 덧붙여 보조적 불안 측정 도구인 STAI-Y-6 설문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 불안 유발 절차 이후 불안수준을 측정하여 사전 동질성

검증을 진행해도 되지만, 별도로 1차 측정 시점을 둔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낯선 환경에서의 실험 참여, 그리고 맥파 측정 시 손가락 끝의

살짝 저리는 느낌에서 오는 불편감과 불안이 실험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

을 방지하는 적응 과정을 두기 위해서이다. 둘째, 불안 유발 전 기저선

수준에서의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

로, 불안 유발이 시작되는 2차 측정시점의 불안 수준이 1차 시점보다 유

의미하게 높은지, 즉 불안 유발에 대한 조작 확인을 의도하였다.

심박변이도 측정에서는 낯선 환경에서의 불안을 충분히 이완시키기

위해 먼저 편안하게 앉아 눈을 뜬 상태에서 음악을 듣도록 하였다. 이에

앞서 측정 시 유의사항으로서, 센서를 낀 동안 움직이거나, 기침하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됨을 안내하였다. 손가락에 맥파 센서를 꽂은 채 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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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간 듣다가, 연구자가 맥파 측정기와 연결된 노트북의 버튼을 누르면

약 70초가 소요되는 맥파 측정이 시작된다. 측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음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는 언제 측정이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이완을 위한 음악으로는 Claude Debussy가 작곡하고 Richard

Stoltzman이 연주한 ‘Maid with flaxen hair’가 사용되었다.

③ 실험 참여 유의사항 체크

신뢰도 있는 심박변이도 측정을 위해 사전에 안내한 유의사항을 준수

하였는지 체크하였다. 약물, 알코올 또는 카페인 함유 음료의 복용 여부

와 흡연, 음식섭취, 운동, 질병 여부를 확인하였다.

④ 발표 준비(1차 사회불안 유발)

A4용지 1면 분량의 발표 안내문을 제공하여, 동영상 시청 이후 5분의

즉석 발표를 수행하게 됨을 알렸다. 안내문을 볼 수 있는 시간은 2분이

었으며, 예비연구에서 피드백을 얻은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와 무관한 단

순 '측정'이 아니라, 타인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임을 강조한

다. 안내문을 부록에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문단에는 "본 연구팀에서는 직업적 성취와 사회적 적응, 만족스러

운 대인관계에 필요한 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예비연구 과정에서 9인의

직업군별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30여개의 요소

를 지식, 태도, 사회적 기술, 명시적 행동, 암묵적(비언어적) 행동 등 5개

영역으로 유목화하였고, 이를 사회적 수행 상황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

준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과제는 해당 기준에 따라 수행을 평가하는 과

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구가 끝나면 원하는 분에 한해 자신의 점수와

집단 내 백분위, 강점과 약점에 대한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해드릴 예정

입니다." 라는 문구가 제시된다.

이후 <일본 불매운동>, <환경 문제>, <행복한 가정>이라는 3가지

주제 중 1개 이상을 선택하여 5분~5분 30초의 발표를 수행할 것과, 미리

중단할 수 있지만 가급적 5분을 꽉 채워 달라는 주문이 제시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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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를 일찍 중단하는 회피행동이 오염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이다. 같은 이유로 발표 중 카메라가 있는 정면을 응시해야 하며, 발표

도중 연구자와 대화가 불가능함을 안내하였다. 또한 발표 수행이 연구자

의 현장 평가, 대학생 평가위원 4인의 녹화본 평가, 전문가 2인(교육학

교수 1인과 박사급 평가위원 1인)의 녹화본 평가를 거치게 된다는 안내

가 제시된다. 녹화된 영상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평정 이후 폐기된다

고 하였으며, 안내문의 아래쪽에는 각 발표 주제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

(예: 환경 문제 –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는 무엇인지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보라)를 기술하였다.

⑤ 2차(발표 안내 후) 불안 수준 측정

2분의 발표 준비 시간이 끝나면 연구자는 시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리

고, 맥파 측정기를 연결하여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측정하였다. 2차 측

정시점부터는 음악 없이 편안히 앉아 눈을 뜬 상태에서 심박변이도를 측

정하였다. 이후 구글 설문을 계속 진행하라고 안내하여, STAI-Y-6 설문

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 2차 측정은 집단별 개입 전 불안의 사전 수준이

자, 1차 시점과의 비교를 통한 조작 확인의 용도로 활용되었다.

⑥ 집단별 개입

연구참여자가 STAI-Y-6 설문을 마치고 구글 설문지를 계속 진행하

면, 동영상 시청 안내 화면이 나온다. "영상 시청 후 이해도를 체크하게

되니, 최대한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지시문을

제시하였다. 이후 영상 시청 단계에서 수용 집단은 선행 연구(김기환,

2015; 김기환, 권석만, 2015)에서 개발한 사회불안에 대한 수용 개입 영

상을, 원 저자에게 연락을 취해 연구 활용 허락을 받고 전달받아 사용하

였다. 본 영상의 시청은 중립 자극을 제시한 통제집단에 비해 사회불안

의 수용 수준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고 검증된 바 있다(김기환, 권석만,

2015). 원본 영상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불안의 개념

소개, 사회불안에 대한 수용 안내, 그리고 실제 체험을 통한 수용 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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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다. 이 중 '사회불안의 개념 소개'는 실험 집단에게 수용 기반 처

치 외 추가적인 개입으로 작용할 수 있어, 동영상 편집을 통해 삭제하였

다. 편집본 영상은 8분 19초로, 임상심리전문가인 원 저자가 화면에 등장

하여 설명하는 형태로 개입을 제공한다.

영상의 전반부인 '사회불안에 대한 수용 안내' 파트는 김기환(2015)이

선행연구의 심리적 수용 처치 지시문(박성신, 조용래, 2005; 조용래,

2010)을 참고하여 구성한 것으로, 허재홍(2005)의 신체적 불안 반응 체험

및 자각, Feldner와 동료들(2003)의 내적 반응 관찰 등 수용을 촉진하는

지시를 포함하고 있다. 다음은 영상의 '사회불안에 대한 수용 안내' 파트

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추린 스크립트이다.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경험하

는 사회불안은 이상하거나 위험한 것이 아니며, 외부 환경에 민감하

게 대처하도록 몸을 준비시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것

을 의도적으로 없애려고 노력하거나 저항을 하면 할수록, 불안 반응

은 오히려 더 증폭되거나 연장될 뿐입니다. (...) 발표 상황에서 경험

하는 불안한 상태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의 핵심은, 자신이 느끼

는 불안 반응들을 있는 그대로 체험하고 충분히 받아들이는 데 있습

니다. 즉, 현재 그 불안한 상태에서 느껴지는 신체 감각이나 불안한

감정과 두려운 생각들에 대하여 판단을 멈추고 현재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불안 반응들에 단지 주목하고, 또 자신의 불안을 있

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불안하지만 불안과

함께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불안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김기환, 권석만, 2015).

영상 후반부의 '실제 체험을 통한 수용 지시'에서는 수용을 촉진하는

체험적 기법으로 '깡통괴물 관찰하기(Hayes & Smith, 2005/2010)'를 활

용하였다(김기환, 권석만, 2015). 이는 불쾌한 내적 경험을 신체감각, 감

정, 생각으로 나누어 관찰하고 수용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잠시 후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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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에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눈을 감고 상상하며 그 때의 감

각, 감정, 생각을 판단 없이 들여다보게 하고, 이후 눈을 뜨고 실습 기록

지에 각각을 적어보게 하였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 시작과 함

께 수용 기반 개입의 핵심을 요약한 3개의 문구를 함께 제시하였다.

한편, 통제 집단의 경우 중립 자극으로 역사 다큐멘터리 영상을 시청

하였다. 수용 기반 개입의 유무 외에는 최대한 수용 집단 영상과 동등한

조건을 맞추고자 하였다. 영상 길이는 8분 21초였으며, 수용 집단 영상이

구도의 변화 없이 전문가 1인의 단조로운 설명으로 구성됨을 고려하여

고화질의 영상미를 특징으로 하는 자연 다큐멘터리가 아닌, 시각 자극이

두드러지지 않고 단조로운 해설이 위주가 되는 만리장성 관련 역사 다큐

멘터리를 선택하였다.

⑦ 조작 확인

영상 시청 직후, 수용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에게 조작 확인용 설문 2

문항(이해도, 집중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

⑧ 3차(영상 시청 후/발표 직전) 불안 수준 측정

처치에 대한 조작 확인 후, 연구 참여자들은 STAI-Y-6 문항에 응답

하여 자기보고식 불안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후 화면의 지시에 따라 손

을 들면 연구자가 맥파센서를 통해 심박변이도를 측정하였다.

⑨ 최종 발표준비

앞선 발표 준비 시간에 예고된 대로, 연구 참여자에게 발표 직전 마지

막 30초간 발표 안내문을 볼 시간을 제공하였다. 발표 상황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는 캠코더를 켜고 연구 참여자의 앞 자리로 가서 앉

은 뒤 평가지를 꽂은 클립보드를 손에 들고 초시계를 맞추었다.

⑩ 발표 수행(2차 사회불안 유발)

발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구두로 다시 안내하였다. 이후 녹화가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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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연구자가 신호를 보내면 발표가 시작되며, 소요시간이 측정된다. 5분

이상의 발표는 요구 조건을 만족한 것이므로 모두 5분(300초)으로 간주

하였으며, 기타 발표 상황에서의 특이점을 별도로 기록해 두었다.

⑪ 4차(발표 직후) 불안 수준 측정

발표 직후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심박변이도를 측정하였다. 측정이 끝

나면 구글 설문지 화면을 계속 진행하면서 STAI-Y-6에 응답하게 된다.

⑫ 자아고갈 수준 측정

4차 불안 수준 측정 이후 연구참여자는 자아고갈을 측정하는 stop

signal task(SST) 과제 수행에 대한 한글 안내문을 받게 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SST 프로그램(Verbruggen et al., 2019)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화면의 안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SST는 반응 억제(response inhibition)를 측정한다. 화면에 왼쪽 또는

오른쪽 화살표가 나올 때 최대한 빨리 그에 대응하는 키보드 방향키를

누르는 것이 기본 규칙이다. 몇몇 시행에서는 화살표 제시 직후 XX라는

표시가 나오는데, 이 때는 키보드를 누르지 말고 대기하여야 한다. 1개의

연습 블록과 4개의 실험 블록으로 구성된 이 과제는 1개 실험 블록당 80

회의 시행이 실시되며 이 중 16회에서 멈춤(XX) 시행이 등장한다. 총

시간은 7~10분 정도 소요된다. 이 과제를 통해 SSRT(stop signal

reaction time)을 산출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SSRT가 짧을수록 반응 억

제를 잘 하는 것을, 길수록 반응 억제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SST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측정 도구 항목에서 후술한다.

⑬ 추가 조작확인(수용 집단)

수용 집단에 한하여, 수용을 실제로 적용하였는지를 체크하였다. 발표

중과 발표 전후에 대한 적용도를 묻는 2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이상의

절차를 마치면 구글 설문지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며, 실험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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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디브리핑 및 사례비 지급

일련의 실험 절차가 사회불안 성향 대학생들에게 불편감을 줄 수 있

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디브리핑 절차에 특별히 신경을 기울였다. 긴장

유발을 위해 연구자는 참여자와 만나는 시점부터 최대한 웃지 않고 사무

적으로 응대하게 되는데, 디브리핑 시점에는 이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실험이 어땠느냐고 질문한 뒤 참여자의 느낌을 들었다.

이후 디브리핑문을 제시하는데, 여기에는 연구의 본래 의도에 대한 해

설과 더불어 실험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걱정들을 다루는 코멘트들이

기술되어 있다. 예컨대 '연구에서 말하는 사회불안은 사회불안장애의 진

단과는 별개이며, 단지 스스로 사회불안 성향이 있다고 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불안은 흔하게 관찰되며, 대학생에게 특히 빈번하다', '

사회적 상황에서 떨림을 느끼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다', '불안이 과도한 경우에도 반복적인 경험,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효

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 '실제 평정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촬영본은

실험 종료 즉시 폐기될 것이다' 등이다. 또한 연구 참여 동의를 지금이

라도 철회할 수 있음과, 불쾌한 감정이 지속될 경우 상담 자격증을 소지

한 연구자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권리가 있음, 상담센터 및 수용 관련

서적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음 등이 추가적으로 안내되었다.

디브리핑문을 다 읽으면 궁금한 점이나 불편한 점이 없는지 질문하였

고, 이에 대해 답을 들은 뒤 계좌 입금을 통해 참여에 대한 사례비

10,000원을 즉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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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도구

1) 사전 설문

① 사회적 공포 척도(social phobia scale; SPS)

Mattick과 Clarke(1998)가 제작하고, 김향숙(2001)이 번안 및 타당화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총 20문항으로, 타인에게 관찰되는 상황에서 느끼

는 불안을 0(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평정한다.

총점은 0~80점 사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시는 "1.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글을 써야 할 때면 불

안해진다", "18.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면 긴장된다" 등이다.

Mattick과 Clarke(1998)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1-.93,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89-.94였고, 김향숙(2001)이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에

서 α값은 .92였다. 본 연구에서 α값은 .84로 보고되었다.

② 수용 행동 질문지-Ⅱ(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

Ⅱ; AAQ-Ⅱ)

Bond와 동료들(2011)이 제작한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수용 행동 질문

지(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 AAQ; Hayes et al., 2004)의

낮은 신뢰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국내에서는 허재홍, 최명식,

진현정(2009)이 번안 및 타당화 과정을 거쳤다. 총 10문항으로 문항의

내용과 자신의 경험이 일치하는 정도를 1(전혀 그렇지 않다)~7(항상 그

렇다)의 7점 척도로 체크하며, 총점은 10점에서 70점 사이이다. 원판 척

도에서는 1, 6, 10번 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경험적 회피와

심리적인 경직성의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하였으나, 이와는 반대로 2, 3, 4,

5, 7, 8, 9번 문항을 역채점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경험을 있는 그대로 체험하는 수용 및 심리적 유연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허재홍 등, 2009; Bond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계

산법을 따라, 특성 수용 수준을 측정하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예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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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 나는 불쾌한 기억을 떠올리더라도 괜찮다", "4. 나는 내 걱정과 느

낌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염려한다(역채점)" 등이다. 원 척도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9-.81, α값은 .78-.88이었고 한국어판 번안 척도

의 α값은 .85였다. 본 연구에서의 α값은 .80으로 나타났다.

③ 불안민감성 지표-3(anxiety sensitivity index-3; ASI-3)

Taylor와 동료들(2007)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검사로서, (특히 불안할

때 느껴지는) 각성 관련 감각에 대한 두려움(fear of arousal-related

sensations)을 측정한다. 신체적 염려(physical concerns), 인지적 염려

(cognitive concerns), 사회적 염려(social concerns)의 3개 요인으로 구성

된다. 즉 불안민감성이란 가슴에 통증이 느껴질 때 심장마비가 올 것을

염려하거나(신체적 염려), 머리가 멍해지면 뭔가 끔찍한 일이 생길 것 같

다고 생각하거나(인지적 염려),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두

렵다고 느끼는(사회적 염려) 등 불안 관련 감각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공포를 의미한다(Reiss & McNally, 1985).

불안민감성 3개의 하위 척도 중 특히 사회불안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회적 염려 차원 6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불안을 느낄 때 이

와 같은 생각이 드는 정도를 0(전혀 생각나지 않는다)~4(매우 많이 생각

난다)의 5점 척도로 체크하며, 총점은 0점에서 24점 사이이다. Lim과

Kim(2012)의 ASI-3 한국어판 타당화 논문이 영어로 작성된 관계로,

ASI-3에 없는 1개 문항이 있다는 점 외에는 원판 영어 문항이 완전히

동일한 한국어판 ASI-R(Taylor & Cox, 1998; 김지혜 등, 2004)의 겉으

로 드러나는 불안 증상에 대한 두려움(Fear of publicly observable

symptoms) 차원 문항을 차용하였다. 예시 문항은 “1. 남에게 불안하게

보이지 않아야 한다”, “2. 사람들 앞에서 내가 떨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

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렵다” 등이다. 원판 척도에서 사회적 염려 차원의

α값은 .73-.86이었으며, Lim과 Kim(2012)의 타당화 연구에서는 .83, 본

연구에서는 .7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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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op signal task(SST)

Stop signal task(SST; Lappin & Eriksen, 1966; Logan & Cowan,

1984; Vince, 1948)는 반응 억제를 측정하는 과제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자아 고갈이 있는 사람들은 반응 억제에 어려움

을 보이는 것이 입증되었으며(Schachar & Logan, 1990; Schachar,

Tannock, & Logan, 1993; Sergeant, Geurts, & Oosterlaan, 2002), SST

는 자아 고갈을 측정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Alberts et al.,

2012; Muraven, Rosman, & Gagné, 2007; Muraven, Shmueli, &

Burkley, 2006). Stop Signal Paradigm의 개발 및 정교화에 기여한

Verbruggen과 Logan(2008)도 반응의 억제를 자기조절 기능의 특징

(hallmark of executive control)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SST를 활용해 자아 고갈 수준을 측정하였다.

SST는 정신의학, 뇌과학, 임상심리학, 약학, 생리학, 행동과학 등 다

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으나, 과제의 세부 절차 및 결과 처리 방식에

대한 다양한 변형 버전이 존재하여 연구 간 비교의 어려움이 있었다

(Verbruggen et al., 2019; Verbruggen, Logan, & Stevens, 2008). 이에

Verbruggen 등 31명의 학자들이 Stop Signal Task의 설계, 운용, 해석

등 과제 활용 전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는데(Verbruggen et al.,

2019), 이하는 이에 근거하여 제작된 jsPsych 기반 SST 실시 프로그램

Stop-it3)의 매뉴얼(Verbruggen, n.d.)을 참고하여 기술한 것이다.

과제는 잘못된 시행을 할 때마다 피드백을 주는 연습 블록(시행 횟수

32회) 1개와 실제 측정이 이루어지는 실험 블록(블록당 시행 횟수 64회)

4개로 구성되어, 총 7~10분 정도 소요된다. 기본 규칙은 화면에 왼쪽 혹

은 오른쪽 화살표가 뜰 때 이에 대응하는 화살표 키를 최대한 빨리 누르

는 것이다. 흰 색 화면 가운데에 신호가 등장한다. 다수를 차지하는 반응

시행(go trial)에서는 화면 가운데 고정점(fixation sign)이 있다가, 250ms

후 왼쪽 또는 오른쪽 화살표(go stimulus)로 바뀐다. 화살표는 연구참여

3) https://osf.io/s6wz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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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화살표 키를 누르거나, 최대 반응시간인 1250ms를 경과할 경우

자동으로 사라진다. 반면 전체 시행의 25%에 해당하는 멈춤 신호가 있

는 시행(stop trial)에서는 화살표가 나온 후 미세한 시간 간격(stop

signal delay, SSD)을 두고 멈춤 신호인 'XX' 표시(stop signal)가 뜨는

데, 이때 화살표를 누르지 말고 멈추어야 한다. SSD가 짧으면 화살표와

멈춤 신호 사이의 간격이 짧다는 것이므로 시행을 멈추기 쉽고, SSD가

길어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게 된다. SSD는 처음에 300ms로 설정되어

있으며, 성공적으로 반응을 멈출 경우 다음에 등장하는 멈춤 신호 시행

에서 SSD가 50ms 늘어나고, 실패할 경우 다음 멈춤 신호 시행에서

SSD가 50ms 짧아진다. [그림 4]는 Verbruggen과 동료들(2019)의 연구

에서 SST 시행에 대해 설명하는 그림을 발췌한 것이다.

FIX: 고정점 지속시간, MAX.RT: 최대 반응시간(1250ms), SSD: stop signal

delay, ITI: intertrial interval(시행 간 간격)

[그림 4] stop signal task의 구성(Verbruggen et al., 2019;

DOI: https://doi.org/10.7554/eLife.4632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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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는 이러한 계단식 추적 방식을 통해 멈춤 신호가 있는 시행 중

약 50%에서 성공하도록 설계되었고, 이를 통해 참여자의 stop signal

reaction time(SSRT)를 산출한다. SSRT는 RT에서 SSD를 뺀 값으로서,

참여자의 멈춤 지연 시간(latency of the stop process)을 나타낸다

(Logan & Cowan, 1984; Verbruggen & Logan, 2008).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SST의 전제인 경마 모델(horse-race model;

Logan & Cowan, 1984)에 대해 간단히 알 필요가 있다. 경마 모델은 멈

춤 시행에서 반응 과정(go runner)과 멈춤 과정(stop runner)의 두 가지

독립적 요소가 경주를 한다고 가정한다. 멈춤 과정이 먼저 완료되면 성

공적으로 반응을 멈출 수 있으나, 반응 과정이 멈춤 과정보다 먼저 완료

되면 반응 억제에 실패하게 된다. 반응 과정은 화살표를 누르는 등 외현

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측정하기 쉽지만, 멈춤 과정은 내적인 것으로서

실패하면 반응이 나가버리고 성공하면 어떤 행위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확률적 모델을 통해서만 측정할 수 있다(Logan & Cowan, 1984;

Verbruggen et al., 2019; Verbruggen & Logan, 2008).

SSRT는 경마 모델의 통계적 가정에 따라 멈춤 과정의 지연 시간을

측정한 것이다. SSRT가 짧을수록 멈춤 과정이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으

로서, 자기조절이 잘 되고 자아고갈이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는 ms 단위로 측정된 SSRT 값을 자아고갈 수준으로 조작적으로 정

의하였다. SSRT를 포함한 SST 과제 수행 결과는 R 기반의 결과 분석

프로그램 analyze-it을 통해 산출하였다.

3) 심박변이도 측정

심전도에 비해 측정이 간편한 맥파(photoplethysmography, PPG)를 통

해 심박변이도를 측정하였고, 사용된 기기는 ㈜LAXTHA의 ubpulse T1

이었다. 왼손 검지 혹은 엄지에 집게 모양의 맥파 센서를 착용한 뒤, 기

기와 연결된 노트북 화면에서 나이를 입력하고 측정 버튼을 누르면 70초

동안 심박변이도 측정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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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박변이도의 여러 측정값 중 교감신경의 상대적 활성 수준을 보여주

는 표준화한 LF(norm-LF)값을 활용하였다. 표준화되지 않은 LF 값의

경우 주파수 대역 중 일관된 성질을 갖지 않는 VLF의 영향력을 배제하

지 못하므로, 교감신경계의 상대적 활성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norm-LF값을 사용한다(김원, 우종민, 채정호, 2005; 이충기, 유

선국, 2012). 즉 norm-LF는 자율신경계의 전체 파워(TP)에서 VLF를 뺀

것에 대한 LF의 비로 파악할 수 있으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계산식에 따르면 norm-LF는 교감신경계 활성수준을 나타내는 LF값

과 부교감신경계 활성수준을 나타내는 HF값의 합에 대한 LF의 비를 백

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norm-LF와 norm-HF의 합은 100이 되며,

norm-LF는 100 중에서 교감신경계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수준을 의미

한다. 이 값은 불안에 대한 유의미한 생리적 측정 지표로 해석될 수 있

다(이충기, 유선국, 2012).

4) 조작 확인 설문

집단별 영상 시청 직후 제시되는 조작 확인 문항에서는 영상에 대한

이해도와 집중도를 확인한다. "1. 영상을 보는 동안 내용이 잘 이해되었

습니까?"와 "2. 영상에 집중이 잘 되었습니까?"의 2개 문항이다. 한편 수

용 집단에 한해 모든 실험 절차를 마친 직후 제시되는 조작 확인 문항 2

개는, 발표 중과 발표 전후 수용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1. 영상에서 배

운 내용을, 발표 중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까?"와 "2. 영상에서 배운 내용

을, 발표 전후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까?"이다. 모든 조작 확인 문항은 1

(전혀 그렇지 않다)~7(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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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조 설문 및 측정

① 상태-특성 불안검사 축약형(six-item short-form of the state

scale of the Spielberger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Y-6)

Marteau와 Bekker(1992)가 Spielberger의 상태-특성 불안검사 중 상

태불안을 측정하는 STAI-Y(Spielberger, 1983)를 6문항으로 축약하여

타당화한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생리적 불안 수준 측정의 보조 자료로서,

민감하게 변동하는 생리적 불안 지표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짧은

길이의 척도를 선택하였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

1(전혀 아니다)~4(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평정하며, 총점은 6점에서

24점 사이이다. 문항 중 절반인 3문항(1, 4, 5번)은 역채점하여 계산한다.

한국어판으로 번안된 척도가 없으나 기본적으로 STAI-Y에서 6문항을

선별하여 개발된 척도이기 때문에, 한국어판 STAI-Y(한덕웅, 이장호, 전

겸구, 1996)에서 해당되는 문항을 골라 사용하였다. 예시 문항은 "1. 평

안하다(역채점)", "2. 긴장감을 느낀다" 등이다. STAI-Y-6는 원판

STAI-Y(20문항)와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고(r = .95), α값은 .82였다. 4

차에 걸친 본 연구의 측정에서 α값은 .74-.83이었다.

② 발표 시간

발표 과제 수행 시작 후, 소요시간을 초 단위로 측정하였다. 5분에서

5분 30초 사이의 발표를 주문한 만큼, 5분 이상의 발표는 요구조건을 충

분히 만족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모두 300(초)으로 계산하였다. 즉 발표

시간의 범위는 이론상 0초에서 300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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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결과 분석을 위한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는 먼저 집단 간 사전 동질성

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사용하였다. 또한 불안 유발의 조

작 확인을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이 사용되었다.

주된 종속변수에 대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stop signal reaction

time(SSRT)으로 측정된 자아고갈 수준은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한편 Norm-LF로 측정된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

의 경우, 3개 시점(2, 3, 4차 불안 측정)에 대한 반복측정 설계에 기초하

여 측정되었다. 따라서 시점(3개)을 집단 내 요인, 처치 여부를 집단 간

요인으로 하는 2요인 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repeated measure

analysis of variance; RM ANOVA)을 수행하였다. 이후 사후 분석으로

서 개별 시점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이 수행되었다. 분

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된 경우, 변수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효과크기를 추가로 보고하였다.

불안의 자기보고(STAI-Y-6)와 발표 시간에 대한 보조적 분석의 경

우, 종속변수의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기술통계를 보고하였다. 또

한 모수적 검정의 기본 가정인 정규성 가정을 검토하는 데는 실험 전반

에 걸쳐 Shapiro-Wilk 검정이 활용되었다. 이상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2.0과 효과크기의 계산을 위한 Psychometrica의 computation of

effect sizes 프로그램4)이 활용되었다.

4) https://www.psychometrica.de/effect_siz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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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연구결과 분석을 위한 타당성 검토

1)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사전설문 응답 및 기저선 측정치를 비교하였다. 성별, 나이,

사회불안 수준, 잠재적 공변인인 수용 행동과 불안민감성, 불안수준의 기

저선으로서 norm-LF와 보조 도구인 STAI-Y-6의 기저선 측정치에 대

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차이 검증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변 수 집 단 N M SD df t(p)

성 별
수용 27 .30 .47

53.986a
-1.433

(.158)통제 29 .48 .51

나 이
수용 27 21.48 1.76

45.352a
-1.932

(.060)통제 29 22.76 3.05

사회불안

(SPS)

수용 27 35.93 9.97
54

-.764

(.448)통제 29 38.07 10.94

수용 행동

(AAQ-Ⅱ)

수용 27 40.22 8.08
54

.391

(.697)통제 29 39.34 8.67

불안민감성

(ASI-3)

수용 27 14.00 4.60
54

-.486

(.629)통제 29 14.55 3.89

<표 4> 사전 측정치의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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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vene의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이상의 사전 측정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이는 두 집단이 동질적으로 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2) 조작 확인

① 불안 유발에 대한 조작 확인

사회불안을 유발하도록 고안된 실험 상황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실제

로 불안을 유도하였는지 확인하였다. 본 실험의 불안 유발 시점은 발표

에 대해 안내하는 시점부터 발표를 마치는 시점까지 중에서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가장 큰 불안은 실제로 발표를 수행하는 무렵에 일어난다

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본 실험의 불안 측정 시점 4차례 중에서 집단별

개입이 들어가지 않은 채로 순수하게 불안이 유도된 때는 2차 시점(발표

안내 후)이 유일하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1차 시점(기저선)과 2차 시점

의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norm-LF) 및 보조적 불안 수치(STAI-Y-6)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불안 유발의 조작 확인을 실시하였다.

STAI-Y-6의 경우 실험 진행 초기 구글 설문 오류로 2차 측정이 누락된

사람 3명(수용집단 1명, 통제집단 2명)이 있어, 이들을 제외한 53명의 자

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해당 결과는 <표 5>과 같다.

기저선 불안

(norm-LF)

수용 27 49.86 4.20
54

.066

(.737)통제 29 49.79 3.75

기저선 불안

(STAI-Y-6)

수용 27 11.04 2.77
54

-1.202

(.246)통제 29 12.03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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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집 단

기저선

(1차 측정)

발표 안내 후

(2차 측정)

차 이

(2차

-1차)

df t(p)

M SD M SD

norm

-LF

수용

(N=27)
49.86 4.20 52.16 3.91 2.30 26

2.491

(.019)

통제

(N=29)
49.79 3.75 51.58 3.82 1.79 28

2.198

(.036)

STAI

-Y-6

수용

(N=26)
11.00 2.81 16.23 2.66 5.23 25

7.448

(.000)

통제

(N=27)
12.22 3.37 16.33 3.01 4.11 26

6.261

(.000)

<표 5> 불안 유발에 대한 조작확인 결과

norm-LF와 STAI-Y-6로 측정한 불안 수준에서, 수용집단과 통제집

단 모두 기저선(1차)에 비해 발표 안내 후(2차) 불안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유의수준 .05). 이는 연구의 의도대로, 실험 절차를 통

해 적절한 불안이 유발되었음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발표 안내 후(2차 시점) 불안 수준의 집단 간 차이가 있

는지 확인하는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는 집단별 개입 전 불

안 수준의 집단 간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그 결과

norm-LF(t =.561, p=.577)와 STAI-Y-6(t=-.131, p=.896) 모두에서, 불안

수준에 대한 집단 간 사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② 집단별 개입에 대한 조작 확인

실험집단(수용 기반 개입)과 통제집단(중립 자극) 각각의 집단별 개입

에 대한 조작 확인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 모두에게 영상 시청 직후 이

해도와 집중도를 묻는 2개 문항의 응답을 받았으며, 수용집단에 한해 실

험 절차 마지막 단계에서 발표 중과 전후 수용의 적용을 묻는 2개 문항

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조작확인 문항은 7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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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조작확인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집 단 N
이 해 집 중

적 용

(발표 중)

적 용

(발표 전후)

M SD M SD M SD M SD

수용 27 6.19 .92 5.59 1.34 3.85 1.59 4.52 1.37

통제 29 5.97 .91 4.69 1.69 측정 없음

<표 6> 집단별 개입에 대한 조작확인 결과

수용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제공된 개입 영상에 대해 보통 수준(4점)

이상의 이해도와 집중도를 보였다. 기술통계를 볼 때 집단 간 평균 차이

가 어느 정도 존재하나, 서로 다른 영상을 본 결과이기 때문에 동일선상

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수용집단이 전반

적으로 이해도와 집중도가 높았고, 특히 통제집단 영상에 비해 영상의

집중도가 높았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수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하

도록 보조 자료(처치 실습지, 요약 문구)를 활용하고, 눈 감고 장면을 상

상하는 등 체험적 활동을 실시한 것이 영상 시청의 집중도를 높인 것으

로 생각된다. 이해도와 집중도의 평균이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3점)

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개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분석에서 배제하기로 하였으나, 이 기준으로 탈락한 인원은 없었다.

한편 수용집단에 한해 수용의 적용을 묻는 2개 문항을 추가로 제시하

였다. 발표 중 적용도는 3.85로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실제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수용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

을 보여준다. 반면 발표 전후 적용도는 4.52로, 발표 중에 비해서는 높은

정도로 수용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10분이 안 되는 짧은 영상을 본

후 수용을 실제 상황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실험이 수용 그 자체보다는 '수용 기반 개입'의 효과를 보는 것임을

감안하여 조작 확인 기준을 낮게 설정하였다. 개입의 이해도와 집중도가

확보되었다는 전제 하에, 적용도 2개 문항 모두 최하점(1점)을 준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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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면 수용 기반 개입을 제공받고 미약하나마 적용을 해본 것으로 간

주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 결과 적용도 문항 2개 문항 모두 1점에

체크한 1명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2. 자아 고갈

① 가정의 검토

상호 독립적인 두 집단의 평균 비교에 해당하므로 독립표본 t-검증을

사용한다. 모수적 검증의 기본 전제로서, 맨 먼저 집단별 자아 고갈 수준

(SSRT)이 정규분포를 이루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다음의 <표 7>은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Shapiro-Wilk 검정을 실시한

것이다. 영가설은 변수가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것이며, 유의수준 .05에서

영가설이 기각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이 확인되었다.

Shapiro-Wilk
SSRT

df 통계량(p)

수용(N=26) 26 .985(.957)

통제(N=29) 29 .929(.052)

<표 7> 분석을 위한 정규성 검토(SSRT)

덧붙여, Stop Signal Task의 경우 추가적인 예비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Verbruggen과 동료들(2019)은 신뢰도 있는 SSRT를 산출하기 위

해 필요한 가정들을 제안하였다. 특별히 중요한 가정 중 하나는 멈춤 신

호가 있는 시행(stop trial)에서 성공한 확률이 .5에 수렴해야 한다는 것

이다. 또한 Congdon과 동료들(2012)은 이러한 확률이 .25보다 낮거나 .75

보다 높을 경우 신뢰성 있는 SSRT를 추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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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역시 같은 기준을 따르되, SSRT 값의 충분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

해 분할점(cutoff-score)에 해당하는 .25와 .75의 확률을 보인 경우까지

분석에서 배제하기로 하였다. 이 결과 1명의 연구 참여자가 추가로 분석

에서 배제되어, SSRT 분석의 경우 총 55명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신뢰도 있는 SSRT값이 산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절차로

서, Verbruggen과 동료들(2019)은 SST를 활용한 연구에서 확인해야 할

기술통계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다. analyze-i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당

값들을 검토하였고, 가정의 파기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

았다.

② 분석 결과

수용 기반 개입 집단의 SSRT값이 통제 집단보다 낮은지의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수행하였다. 가설의 방향성이 미리 존재

하므로 일방 검증을 수행하였고, 결과는 아래의 <표 8>와 같다.

집 단 N M SD df t(p)
Cohen’s

d

수용 26 211.77 23.09
53

-2.080

(.021)
.562

통제 29 224.83 23.39

<표 8> 독립표본 t-검증 결과(SSRT)

분석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t=-2.080, p=.021). 이는 발표 후 수용 집단의 자아고갈 수준이 통

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음을 의미한다. 효과크기(Cohen‘s d=.562)는

중간 수준으로, 어느 정도 분명한 집단 간 차이가 시사된다. 요컨대, 수

용 기반 개입을 받은 집단은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발표 수행을 마친 시

점에서, 통제집단에 비해 더 많은 자기조절 자원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

으로 확인된다. 이는 연구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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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

① 가정의 검토

RM ANOVA를 위한 사전 검토로서 우선 집단별로 2, 3, 4차 시점 생

리적 스트레스 반응(norm-LF)의 분포가 각각 정규분포를 이루는지 확인

하였다. <표 9>에 제시된 것처럼, 정규성 가정이 확인되었다.

Shapiro-

Wilk

발표 안내 후(2차)
영상 시청 후/

발표 직전(3차)
발표 직후(4차)

df
통계량

(p)
df

통계량

(p)
df

통계량

(p)

수용

(N=27)
27

.972

(.646)
27

.970

(.607)
27

.975

(.748)

통제

(N=29)
29

.959

(.317)
29

.980

(.840)
29

.965

(.425)

<표 9> 분석을 위한 정규성 검토(norm-LF)

한편 반복측정 설계에서는 구형성 가정의 충족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구형성이란 종속변수의 집단 간 차이가 시점별로 동일한 분산을 가짐을

의미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Mauchly의 단위행렬 검정을 수행하였다.

영가설은 종속변수가 구형성 가정을 만족한다는 것이며, 검정 결과는

<표 10>과 같다.

집단 내

효과

Mauchly’s

W
  df p

Huynh-

Feldt’s ε 

시 점 .889 6.235 2 .044 .946

<표 10> 분석을 위한 구형성 검토(norm-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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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수준 .05에서 영가설이 기각되어, 구형성 가정은 충족되지 않았다.

가정의 파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RM ANOVA에서 산출된 F값의 임계

치를 정할 때 분자와 분모의 자유도에 각각 상수 ε를 곱하여 산출된 자

유도를 이용한다(박광배, 2003).

② 분석 결과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에 대하여, 기술통계를 포함한 RM ANOVA 분

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집 단

발표

안내 후

(2차)

영상 시청

후/ 발표

직전(3차)

발표

직후

(4차)

F(p)

시점

(df=1.893)

처치

(df=1)

시점*처치

(df=1.893)

수용

(N=27)

52.16

(3.91)

51.88

(3.65)

52.04

(3.99) 1.339

(.266)

.047

(.830)

2.161

(.123)통제

(N=29)

51.58

(3.82)

52.86

(3.08)

51.13

(3.07)

<표 11> RM ANOVA 결과(norm-LF)

시점(F=1.339, p=.266), 처치(F=.047, p=.830), 시점과 처치의 상호작용

효과(F=2.161, p=.123)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수집된 데이터

만 놓고 보면 특별한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려우나, 소표본임을 고려할

때 표본 수를 늘릴 경우 집단에 따라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의 변화 추이

가 다른 경향성(상호작용효과 경향성)이 나타날 여지도 있다. 이를 육안

으로 확인하기 위해 norm-LF의 집단별 변화 추이를 [그림 5]의 그래프

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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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1.5

52

52.5

53

n
o
r
m
-
L
F

발표 안내 후 영상 시청 후/ 발표 직전 발표 직후

수용

통제

[그림 5] 시점에 따른 집단별 변화 추이(norm-LF)

그래프를 보면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의 변화 추이가 집단에 따라 어

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 수용 기반 개입 집단의 경우 생리

적 스트레스 반응의 변화가 시점에 따라 크지 않고 대체로 일정하나, 통

제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변화폭이 뚜렷한 형태이다. 다만 상호작용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현재 데이터로는 특별한 경향성을

읽어내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p=.123). 이러한 경향성

은 충분한 표본 크기가 확보할 때를 가정하여,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한다.

일종의 사후비교로서 각 시점의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에서 집단별 차

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검증을 수행하였으며, 탐색적인 분석 절차인 만

큼 양방 검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2차(t=.561, p=.577), 3차(t=-1.089,

p=.281), 4차(t=.957, p=.343) 모두 유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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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석을 종합할 때, 수용 기반 개입이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 연구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4. 보조 설문 및 측정

① 불안 수준 자기보고(STAI-Y-6)

불안 수준 자기보고 자료에 대한 RM ANOVA를 실시하고자 하였으

나, Shapiro-Wilk 검정 결과 자료가 유의수준 .05에서 정규성 가정을 충

족하지 않아(4차 시점 통제집단, p=.010) 기술통계 결과만을 확인하였다.

수용 기반 개입 집단의 경우 2차(M=16.23, SD=2.66), 3차(M=15.31,

SD=2.40), 4차(M=13.27, SD=3.16), 통제집단의 경우 2차(M=16.33,

SD=3.01), 3차(M=15.11, SD=2.86), 4차(M=14.19, SD=3.36)의 결과를 보

였다.

② 발표 시간

초 단위로 측정한 발표 시간 역시 Shapiro-Wilk 검증에서 독립표본

t-검증에 필요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했다(p<.001). 이에 집단별

평균 비교를 수행하는 대신, 기술통계 결과만을 확인하였다. 수용 기반

개입 집단(M=283.63, SD=37.18), 통제 집단(M=278.97, SD=30.07)의 결

과를 보였다. 덧붙여, 연구자가 요구한 시간 기준인 5분(300초)을 만족한

사람의 수와 비율은 집단별로 수용 기반 개입 집단(18명, 66.67%), 통제

집단(12명, 41.3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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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수용 기반 개입이 사회불안 성향 대학생들에게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회불안 성향자들에게 가장

흔한 위협 자극으로 볼 수 있는 발표 상황이 활용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는 캠코더를 앞에 두고 즉흥 발표를 시켜 평가받는 불안을 유발하였다.

발표에 앞서 실험 집단의 경우 ACT에 기초한 수용 기반 개입을 받았는

데, 이는 수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불안 상황에서의 수용 체험을 유도하

는 8분 남짓의 영상을 통해 전달되었다. 통제 집단의 경우 비슷한 길이

의 역사 다큐멘터리를 중립 자극으로 제시하였다.

5분의 즉흥 발표를 마친 뒤 자아 고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반응

억제 과제인 SST(Lappin & Eriksen, 1966; Logan & Cowan, 1984;

Vince, 1948)를 실시하였다. 낮은 자아 고갈, 즉 자기 조절 자원의 보존

은 정신적 작업 용량이 확보되어 수행 자체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수 있

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불안 성향자의 성공적인 발표 수행을 예측하는

과정변인으로 상정된다. 실험을 통해 수용 전략을 활용할 때 자아 고갈

이 적게 일어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ACT가 불쾌한 감정의 완화가

아닌 가치 지향적인 행동의 추구를 목표로 하는 만큼(Hayes et al.,

2006; Hayes & Smith, 2005/2010), 자아 고갈의 집단 간 차이는 본 연구

의 핵심적인 관심사 중 하나이다. 한편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은 수용 기

반 개입이 단기적인 불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신뢰도 있게 측정하고,

자아 고갈과 관련된 수용의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해 종속변수로 투입

되었다. 이를 위해 기저선을 포함한 총 4개 시점의 심박변이도

(norm-LF) 측정이 진행되었다.

SST로 측정된 자아 고갈의 경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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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용 기반 개입을 받은 집단의 자아 고갈 수준이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t=-2.080, p=.021), 중간 수준의 효과 크기가 발견되

었다(Cohen‘s d=.562). 이는 연구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사회불안에 대한 수용 기반 개입이 자아 고갈을 낮춘다는 증거는 본

실험의 또다른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아 고갈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그만두고 싶은 충동 가운데서

도 하기 싫은 과제를 지속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Baumeister et al.,

1998). 이러한 방법에 근거할 때 자아 고갈 수준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보조적 측정 도구로 설정된 발표 시간이 그러하

다. 2분여의 짧은 준비시간만을 가진 후 전문적 평가가 예상되는 즉흥

발표를 5분간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어색함, 그만두고 싶은

충동, 평가에 대한 불안 속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이

야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의 평균 나이인 22.14세의 대학생을

상정하면 더욱 그러하다.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 초반의 학생

에게,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의 발표는 낯설고 불편한 경험일 수 있다.

그만큼 발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자기 통제(self-control)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짧은 발표 시간은 자아 고갈을 확인하는 또다

른 지표가 될 수 있다.

수용 기반 개입 집단의 평균 발표 시간은 283.63초(SD=37.18)였던 데

반해, 통제 집단의 경우 278.97초(SD=30.07)였다. 변수가 정규분포를 이

루지 않아 추리통계가 불가능했는데, 기술통계만 놓고 보면 집단 간 차

이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반면 300초 이상이라는 연구자의

기준을 만족시킨 참여자의 비율은 수용 기반 개입 집단의 경우

66.67%(18명/27명)이었으며, 통제 집단의 경우 41.38%(12명/29명)이었다.

발표 시간의 평균과 시간 조건 충족자의 비율은, 자아 고갈 수준의 집단

간 차이에 대해 상반된 결론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발표 시

간의 분포를 눈으로 확인해 보면, 보다 일관된 설명이 제공되는 듯하다.

이는 [그림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 76 -

[그림 6] 발표 시간의 집단별 상자 그림(box plot)

상자 그림의 특징을 확인해 보면, 수용 기반 개입 집단은 중앙값과 3

분위수, 최댓값이 일치하는 특이한 형태를 보인다. 분포가 전반적으로 높

은 값에 몰려 있으며, 극단적인 이상치가 아래쪽으로 넓게 4개가 퍼져

있다.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전반적인 분포는 넓게 퍼진 대신, 이상치가

2개뿐이며 수용 기반 개입 집단만큼의 극단적 이상치도 아니다. 전반적

인 분포는 수용 기반 개입 집단이 훨씬 좁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편차가

크게(수용 SD=37.18, 통제 SD=30.07) 나왔던 이유는 이러한 이상치의

영향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시된 이상치를 배제하고 평균을 낼 경우 수

용 기반 집단 297.04초(SD=7.11), 통제 집단 285.19초(SD=19.77)로, 표준

편차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즉, 수용 기반 개입

집단이 불안을 유발하는 발표를 보다 오래 지속한 것이다. 이는 SS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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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자아 고갈 수준의 집단 간 차이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수용 기반

개입이 자아 고갈을 덜 일어나게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편 중립 자극을 제공받은 통제 집단의 경우,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기존에 사용해 오던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사회불안 성향자들은 회피 행동, 안전 행동, 정서의 회피나 억제 등 경험

의 회피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Erwin et al., 2003;

Jazaieri et al., 2014; Kashdan et al., 2013; Turk et al., 2005; Werner

et al., 2011). 통제 집단에 배정된 대학생들은 즉흥 발표로 인해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느낌을 억제하려는 경험의 회피

전략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실험의 결과는 수용 기반 개입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자아고갈 수준이 낮았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수용 전략이 억제를 비롯한

경험의 회피 전략에 비해 자아 고갈을 덜 유발함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

는 수용 전략에 대한 실험 연구(김학중, 2017; Alberts et al., 2012)나, 정

서 및 사고의 억제에 대해 정립된 이론(Baumeister et al., 1998;

Muraven et al., 1998)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기저에 있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통제 집단의 경우 기

존의 경험의 회피 전략대로, 불안한 상태를 억제하고 피하고자 했을 것

이다. 현재의 심리 상태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와 상반된

긍정적인 목표 상태(예: 발표 중에 머릿속이 하얘지지 않는 것, 긴장을

느끼지 않는 것)가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의식

적인 탐지 과정(monitoring process)은 그러한 목표 상태와 현재 상태의

간극을 끊임없이 주목할 것이고, 집행 과정(operating process)은 마음을

통제하기 위해 움직이면서 자기 조절 자원을 소모시킬 것이다(Wegner,

1994). 반면 수용 전략을 채택할 경우 마음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 자기 조절 자원을 상대

적으로 적게 사용할 것이다(Alberts et al., 2012). 말하자면 수용이 (이와

대비되는) 경험의 회피 전략의 사용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자아 고

갈이 적게 일어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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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고갈은 83개의 연구를 종합한 Hagger, Wood, Stiff와

Chatzisarantis(2010)의 메타분석 결과, 더 애를 쓰고, 과제를 더욱 어렵

게 느끼며, 더 피로감을 느끼는 결과와 연관되어 있다. 또한 논리 및 추

론, 심도 있는 독해에 지장을 준다(Schmeichel, Vohs, & Baumeister,

2003). 똑같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자아 고갈 수준이 높을 때 인지적 과

제 수행에 결함이 생기는 것(Bertrams et al., 2013)을 고려할 때, 자아

고갈은 과제 수행의 수준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이

는 수용 수준이 낮을 경우, 경험의 회피에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당면한

사회적 상황을 처리하는 데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어 행동에 지장이 생

긴다는 Herbert와 Cardaciotto(2005)의 사회불안장애 모델과도 일치하는

설명이다.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수용 기반 개입이 자아 고갈 수준

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면, 사회 불안 성향의 대학생들이 덜 피로감을 느

끼면서 보다 논리적으로 사회적 상황에서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도 이러

한 개입이나 전략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수용으로 인해 확보

된 자기 조절 자원은 사회적 상황에서 이들의 가치 지향적 행동을 돕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한편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의 경우, 간편한 도구인 맥파의 분석을 통

해 심박변이도(norm-LF)를 측정하였다. 반복측정 자료의 분석을 위한

RM ANOVA 결과, 처치의 주효과(F=.047, p=.830) 및 시점과 처치의 상

호작용효과(F=2.161, p=.123)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상호작용효과의 경향성, 즉 수용 기반 개입 집단의 생리

적 스트레스 반응 변화폭이 통제 집단에 비해 작은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자료상으로는 그러한 해석에 무리가 따른다. 자료에서 확

인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수용 기반 개입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에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구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통제 집단이 경험의 회피 전략을 사용했으리라는 앞서의 논리를 따른

다면, 이는 수용 전략과 억제(경험의 회피) 전략이 단기간의 불안 조절에

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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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스트레스 반응에서 수용 집단과 비수용 집단의 집단 간 차이가 존

재하지 않았다는 선행 연구(김기환, 권석만, 2015; Cristea et al., 2014)와

일치한다.

이상의 결과는 결국 같은 말이지만 뉘앙스가 조금 다른 두 가지 방향

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현재의 심리 상태를 수용하더라도 특별히

더 불안이 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술통계만 확인한 보조적 불안 지

표 STAI-Y-6의 경우, 2차(발표 안내 후; 수용 M=16.23, 통제 M=16.33)

와 3차(영상 시청 후/발표 직전; 수용 M=15.31, 통제 M=15.11) 시점에는

평균 차이가 절댓값 상으로도 극히 미미하나, 상대적으로 4차(발표 직후;

수용 M=13.27, 통제 M=14.19) 시점에는 수용 기반 개입 집단이 통제 집

단에 비해 평균값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추리통계 결과도 아닐뿐더

러 표준편차를 고려할 경우 의미 없는 평균 차이로 간주될 수도 있겠지

만, 이러한 결과는 최소한 수용 전략을 사용할 때 억제 및 회피 전략보

다 단기적인 불안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다른 방향으로의 해석은, 억제 전략도 단기적인 정서조절에서는 (효과

적인 정서조절 방법으로 알려진 수용 전략만큼이나)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순간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경험의 회피 전략을 사용한

다는 Hayes와 Smith(2005/2010)의 기술과 상통한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기존의 이론적 설명과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Herbert와 Cardaciotto(2005)가 제시한 사회불안장애의 수

용 기반 모델에서 경험의 통제 및 회피 시도는 역설적으로 생리적 각성,

즉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증폭시킨다. 이는 회피로 인해 심리적 괴로

움이 발생한다는 ACT 이론가들의 주장(Hayes & Smith, 2005/2010;

Hayes et al., 1999/2009)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경험의 회피 전략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통제 집단의 생리적 스트

레스 반응 수준이, 수용 기반 개입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실험의

결과와 기존 이론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러한 간극은 수용 기반 개입이 자아 고갈과 생리적 불안 수준에 미

친 결과를 통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해가 가능하다. 마음 통제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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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과정을 설명한 Wegner(1994)의 이론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그에

따르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려는 시도의 성패는 정신적 작업 용량

(mental capacity)에 달려 있다.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탐지 과정에 맞추

어 집행 과정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한다면, 성공적인 정서 조절이 이루

어진다. 그러나 마음의 상태를 통제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경우

작업 용량의 과부하로 인해 집행 과정이 작동하지 못하는 반면, 상대적

으로 작업 용량을 적게 사용하는 무의식적인 탐지 과정은 계속 움직인

다. 즉 변화를 수행하는 기능은 멈춘 데 반해 현재 상태의 문제를 확인

하는 기능은 계속 돌아가면서, 결과적으로 불쾌한 감정이나 생각이 오히

려 더 커지는 것이다.

본 연구의 단기적 정서조절 상황에서 수용 기반 개입 집단과 통제 집

단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을 Wegner 이론에 입각하면 설명이 가능

해진다. 억제 등 경험을 회피하는 불안 조절 전략이 아직까지는 성공적

이라는 것이며, 이는 집행 과정이 작동할 만큼의 정신적 작업 용량이 아

직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이 때 정신적 작업 용량은 본 연구에서 언급

하는 자아 고갈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둘 다 자기 통제를 위해 사용하

는 한정된 정신 에너지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실험 결과를

본 연구의 개념적 언어로 풀어서 설명하면, 본 연구의 실험 상황에서는

경험의 회피 전략이 정서조절에 실패할 만큼의 자아 고갈까지는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이다.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은 아니지만, 자아 고

갈 수준과 4차 시점의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 수준이 음의 상관 경향성

(r=-.261, p=.055)을 보였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아 고갈 수준

이 높을수록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이 낮았다는 의미로서, 자기 조절 자

원의 소모를 통한 정서의 조절이 아직까지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음을 보여주는 징표로 생각된다.

그러나 연구 가설 1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경험을 회피하는 전략은 수

용 전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기 조절 자원을 소모한다. 이러한

전략을 계속 사용할 경우 자기 조절 자원이 계속 소모되고(Wegner,

1994), 결국 과부하라고 불릴 만한 상태까지 자아 고갈 수준이 높아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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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능이 작동을 멈추면서 불안의 조절 시도가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

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지속적인 정서 통제 시도로 인해

자기조절 자원이 일정 한도 이상으로 소모되었을 때에는, 수용 전략이

비수용 전략에 비해 더 낮은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수용 전략이 불안을 다루는 데 있어 자기 조절 자원을

적게 소모하며, 따라서 보다 오랜 시간 동안 성공적인 정서조절을 가능

케 하는 내구성 있는 정서조절 전략임을 시사한다.

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가 갖는 첫 번째 의의는 가치 지향적 행동을 추구하는 데 도

움이 되는 자기조절 자원 및 자아 고갈의 개념을 종속변수로 설정했다는

데 있다. 사회불안 성향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체로 불안의 수준

을 주된 종속변수로 설정해 왔다(김기환, 권석만, 2015; 박성신, 조용래,

2005; 하경부, 조용래, 2015; Craske et al., 2014; Cristea et al., 2014;

Hofmann et al., 2009). 불안 수준이 사회불안의 연구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라고 해도, ACT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정서의 변화 그 자

체라기보다는 전념, 즉 가치 지향적 행동의 추구이다(Hayes & Smith,

2005; Hayes et al., 2011). '사회불안 성향자들의 불안을 어떻게 할 것인

가?'에서 '사회불안 성향자들이 어떻게 불안 가운데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로 문제를 보는 시각을 전환했다는 점이

이 연구가 갖는 첫 번째 의의라 할 수 있다. 사회불안에 국한하지 않더

라도 ACT에 기반한 실험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문제 증상의 호전도 외

에도 가치 지향적 행동의 추구와 관련된 종속변수의 변화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사회불안에서 수용이라는 미시적 프로세스가 보이는 메커

니즘을 설명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ACT의 개별 요소를 쪼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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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며(Hayes et al., 2006), 이는 각

치료 요소의 고유한 힘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수용 전략이 경험의 회피를 줄여, 자아 고갈을 예방한다는 설명을 제시

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자기 조절 자원이 효과적인 정서조절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자아 고갈이 일어나면 정서 통제에 필요한 작업

용량이 없어 경험의 회피 전략이 오히려 불쾌 경험을 늘리는 역설을 만

들 것(Herbert & Cardaciotto, 2005; Wegner, 1994)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상의 두 가지 내용은 수용 및 억제 전략을 통한 정서조절에서 경험의

회피의 매개효과와, 자아 고갈의 조절효과를 암시한다. 통제된 실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ACT의 핵심 과정인 수용의 정서조절 메커니즘을 이론

적으로 설명해낸 것이 본 연구의 또다른 의의라 할 수 있다. 수용은 상

담의 성과를 낳는 강력한 공통 요인으로 지목되는 만큼(Block-Lerner et

al., 2009; Hayes & Pankey, 2003), 그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연구 절차상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연구자 1인의 관찰이라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적절한 수준의

사회불안을 유발하기 위해 많은 예비 연구를 수행하고 추가적인 절차를

고안하였다. 또한 신뢰도 있는 측정을 위한 도구 선택에 힘을 기울였다.

자아 고갈의 엄밀한 측정을 위해 행동과학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

며, 사용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Verbruggen et al., 2019), 이에

기반하여 절차를 표준화한 SST를 사용하였다. 또한 불안의 자기 보고가

갖는 한계를 넘어서고자 심박변이도를 활용하여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측정하였다. 연구 도구와 절차의 신뢰성은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직결된

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개인 연구의 한계 가운데서도 본 연구가 추

구해온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상담 실제에서의 시사점은, 본 실험의 결론을 (필요한) 내담자가

알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험의 회피가 자기 조절

자원을 소모시키며, 지속적으로 사용되면 불안 조절의 실패를 낳는다는

결론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줄 수 있다. 자아 고갈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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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상담 장면에서 체험적으로 알게 되기에는 한

계가 있다. 또한 상담 장면에서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개입을 제

공할 때 거부감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은, 수용의 효과와 비수용 전략의

폐해를 일단 머리로 분명하게 이해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곧장 자기 생

각과 감정의 수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내담자에게 수용

할 ’마음의 준비‘ 를 시키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ACT 이론서

(Hayes & Smith, 2005/2010, Hayes et al., 1999/2009)에서도 경험의 회

피가 주는 폐해를 인지적, 체험적으로 충분히 확인시키는 대목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심리교육은 내담자의 수용적 태도를 높이는 한 가지 방

식이 될 수 있다.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의 한계로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실험 절

차에서 불안 유발이 실제 상황에 비해 미약했을 수 있다. 개인 연구자의

한계 안에서 최대한 사회불안을 유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연구자 1인이

관찰하는 상황에서 유발되는 불안에는 한계가 있었다. 디브리핑 단계에

서 확인한 결과, 긴장되는 경험이었지만 실제 많은 청중 앞에서의 발표

보다는 떨림의 정도가 약하였다고 하였다. 실험 상황에서 적절한 사회불

안을 유발하려면,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과 부합하는 절차가 제시되어야

한다. 예컨대 연구자 외에도 다수의 청중이 존재하거나, 나이, 얼굴, 복장

등에서 전문가의 인상을 풍기는 사람이 평가자로 등장하는 등 평가받는

상황의 현실성을 높일 추가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추후 연구에

서는 이를 보완하여, 실제의 사회적 상황을 최대한 가깝게 재현해내는

것이 연구의 생태학적 타당도를 위해 필요할 것이다.

역시 절차상의 문제로서, 실험 조작에 대하여 보다 엄밀한 조작 확인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 내용의 이해도, 집중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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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를 묻는 문항들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실제 연구자가 의도한 대로

참여자들이 수용(실험 집단)이나 경험 회피(통제 집단) 전략을 사용하였

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지는 못한다. 물론 본 실험에서 수용 기반 개입은

김기환, 권석만(2015)의 영상을 제공받아 사용하였으며, 해당 연구에서

사회불안의 수용 수준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

러나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실험조작의 확인은 매우 중

요하며, 추후 연구에서는 타당화된 측정 도구를 통해 조작 확인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적용 범위에 대한 문제로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 중 수

행 불안에 해당하는 발표 상황에 대해서만 수용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사회불안에는 수용 불안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도 포

함된다(Kessler, Stein, & Berglund, 1998; Turner, Beidel, & Townsley,

1992). 사회불안에 대한 수용 개입의 효과를 본 연구가 상대적으로 조작

하기 쉬운 발표 상황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김기환, 권석만,

2015; 박성신, 조용래, 2005; 하경부, 조용래, 2015; Cristea et al., 2014;

Hofmann et al., 2009), 보다 다양한 수행 상황, 나아가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사회불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실험 설계 및 결론 도출에 대한 문제로서, 수용의 메커니즘에 대

한 설명이 이론적으로만 이루어지고, 경험적인 검증이 뒷받침되지 않았

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용 전략의 사용이 자아고갈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험의 회피 수준의 매개 효과, 억제(경험의 회피) 전략의 사용과 불안

수준(정서조절의 성공 여부) 사이에서 자아 고갈의 조절효과 등이 암시

되었다. 축적된 문헌 자료를 통해 가설적으로 설명이 제시되었지만, 이것

이 과학적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경험적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연구의 초점이 분산될 수 있고, 매개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적

절한 사례 수와 실험 세팅을 구현하기 어려운 관계로 이상의 검증을 실

시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에 대한 수용의 메커니즘을 확

인하기 위해 이러한 가설을 실제로 검증해볼 것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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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studies which hav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acceptance

on socially anxious people, a key process in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ACT), have mainly focused on anxiety-related

outcome variables. Considering the primary goal of ACT is to

facilitate value-based action,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cceptance on not only anxiety related variables, but also process

variables that are related to value-based action. Furthermore, as a

micro study of a key ACT component, there is need to shed light on

the mechanism underlying the effects of acceptance.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effects

and therapeutic mechanism of acceptance. 59 socially anxious college

stud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acceptance-based

intervention group or control group, and valid data from 56(27

experiment, 29 control) participants was used in the analysis.

Participants were asked to perform a 5-minute impromptu speech in

order to arouse anxiety in a social situation. Before making the

speech, the experiment group watched a video clip which consisted of

an explanation and an example of an actual practice of acceptance,

whereas the control group watched a history documentary.

One of the major outcome variables, ego depletion, or exhaustion

of limited self-control resources, is a process variable which can lead

to poor performance in the speech. Ego depletion was measured by

stop signal task(SST), estimating stop signal reaction time(SSRT).

Another major outcome variable was physiological stress response, a

physiological indicator of anxiety level, which was measured through

normalized low frequency(norm-LF) heart rate variability. SST was

performed after finishing the speech, while norm-LF was measured 4

times throughout the experiment.

Results showed that the acceptance-based interventi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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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d significantly lower level of ego depletion with medium effect

size. Thus, lower level of experiential avoidance, or less efforts to

avoid anxiety-related thoughts and feelings using acceptance strategy,

is proposed as a factor which reduces consumption of self-control

resources.

Unlike such result, group difference in physiological stress

respons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may be due to the

fact that a 5-minute speech did not go so far as to induce ego

depletion and failure in regulating anxiety-related experiences.

However, as proven in this experiment, experiential avoidance

strategy commonly adopted by socially anxious people results in

further ego depletion compared to acceptance strategy, and prolonged

period of performance in public may cause failure to regulate emotion

or an anxious state.

Therefore, it is recommendable for socially anxious population to

adopt acceptance strategy in social situations. Acceptance strategy

decreases ego depletion, thereby allowing better performance in public

and lowering the possibility of emotion dysregulation. Such finding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acceptance

strategy in terms of preventing ego depletion as well as alleviating

anxiety, and their interrelationship as an underlying mechanism.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re further discussed.

keywords : social anxiety,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ACT), acceptance, experiential avoidance,

ego depletion, physiological stress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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