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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수용 념 치료가 인불안이 있는 학생의 주장성과 인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한 것이다.

4년제 학생 330명을 상으로 인불안, 주장성 척도를 실시하 으며, 이를 토 로 12명의 학생을 치료집단에 6명, 통제

집단에 6명씩 배정하 다. 치료집단에는 주 2회, 약 120분씩 총 8회기로 구성된 수용 념 치료 로그램이 실시되었으나,

통제집단에게는 어떠한 처치도 행해지지 않았다. 모든 참가자들은 로그램 시작 과 종료 직후 그리고 6주 후에 주장성,

인불안 척도에 응답하 다. 치료집단에서 수용 념 치료 로그램 후 주장성은 향상되었으나, 통제집단에서는 그 지 않

았다. 치료집단에서의 이러한 향상은 추 조사까지 유지되었다. 인불안 검사에서, 치료집단은 통제집단 보다 더 큰 감소를

나타냈고, 이러한 차이 은 추 조사에서도 발견되었다. 끝으로 연구의 의의, 제한 후속 연구에 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수용 념 치료, 주장성, 인불안, 학생, 행동치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effects of acceptancecommitment therapy on assertiveness and 

interpersonal anxiety of university students with interpersonal anxiety. Twelve students are selected of three hundred 

thirty students who completed an assertiveness sacle and a social anxiety scale, and finally six students were assigned 

to an experiment group and the others to a control group. ACT program consisting of 8 sessions twice a week 

approximately 120minutes is provided for experiment group, on the other hand, nothing is provided for control group. 

All participants completed an assertiveness sacle, a social anxiety scale at pretest, posttest, and 6 weeks followup 

periods.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assertiveness score was improved after ACT program but not in the control 

group. The improvement observed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maintained until the followup test. In the anxiety 

test,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larger decrease than the control group, and the difference was also found in 

the followup test.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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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인 계와 련된 상담횟수가 차로 늘어가거나

인 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차 증가하고 ‘혼밥’, ‘독

강’, ‘자발 아싸족’과 같은 개인주의 용어들이 나타나

고 있는 것을 보면[1,2], 사회는 사회, 경제 문화

요인들로 인 계 의사소통과 련된어려움이 많아

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자살 사망 원인

2 가 인 계 스트 스인 것을 고려할 때[3], 인

계와 련된 문제들은 단히 험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년기는 친 감과 소속감이 발달되어야 하는 시

기인데[4], 학생활은스스로 극 으로 나서지 않으면

건강한 인 계를 만들어나가기 쉽지 않으므로이 시기

에 건강한 인 계 양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

건강한 인 계를 해서는 먼 자기 자신을 드러

내는 것이 요한데, 그래야 상 방도 그에 맞춰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다[5]. 그 지만, 상 방을 고려하지 않

고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운다면 계가 원만할 수 없으

므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 하는 것은 자발 이

고 개방 이며 명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입장과 권리를 모두 보호하며, 자신의 표 에 책임을 지

는 것이어야 한다[6]. 이 개념을 ‘주장성’이라 하며, 주장

성은 4가지 하 요인―부정 느낌의 표 , 개인 한계

를 다루기, 주장성에 착수하기, 칭찬을 주고받는 능력―

과 각 요인마다 수행과 괴로움 차원을 갖는다[7].

주장 인 행동과 반 로,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

를 솔직하게 나타내지 못하여 상 방으로하여 자신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게 하는행동을 비주장

행동이라 한다[8]. 비주장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계 속에서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행

동을 후회하며, 자신을 부정 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

존감이 낮다[9]. 한, 이들은 인 계 만족도가 낮고,

다른 사람과의 화나 만남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비주장성의 원인은 행동, 인지 정서의 3가지 측면

에서살펴볼 수있다. 행동측면은, 행동 략이 빈약하거

나 결여된 것이다[10]. 비주장 인 사람은 화요령을 알

지 못해서 화나 만남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가정, 교육제도 유교 문화가 주장행동의 기회를 제

공하지 않기 때문이다[11].

인지 측면은 인간의기본권리, 문화 가치 행동

규범 등에 한 잘못된 단으로 주장행동을 하지 못하

는 경우이다[12]. 비주장 인 사람들은 흔히 ‘∼할 수 없

다’, ‘∼해선 안 된다’ 와 같은 말들을 되뇌면서 스스로를

옭아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들에게 ‘∼해도 된다’,

‘∼할 수 있다’ 와 같은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요한데, 이와 같은 것들이주장성의 ‘권리’ 들로 개발되

고 있다[5].

비주장성의 정서 측면은 상 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에 한 걱정과 불안으로 주장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다[12].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지나친 심을 보이는

것은 인불안의 증상이며[13], 인불안은 사회 상황

에서 통제력 결여를 지각하는 동시에 인 평가를

측하면서 생기는 인지, 정서 신체 경험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14]. 인불안의 핵심증상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여길지에 한 두려움이며[15], 인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이 되는 부정 평가를 회피하기 해

축, 과묵 회피와 같은 자기방어 인 처양식을 취한

다[14]. 그 지만, 자기방어 략은오히려 불안을 지속

시키는 경향이 있고[16], 부 응 이고 자기패배 인

인 계를 만들어나가게 하며 [17], 결국 장기 인 사회

고립으로 인한 사회불안장애는 회피성 성격장애와 주요

우울 장애를 동반할 수 있다[18].

자기 방어 략이 인불안 증상을 지속시키는 것

과 반 로, 사교성과 정서 지지는 인불안의 증상과

부 상 계에 있다[19]. 사교성을 높이고 타인으로부

터 정서 지지를 받기 해서는 자신과 상 방의 입장

을 모두고려하면서 화하는 능력인 주장성이 필요하다.

주장성을 향상시키기 한 치료는 자기주장 훈련, 자기

표출 훈련 자기표 훈련 등이 있는데, 이 치료들은

주장성 외에도 분노표출, 인 계 증진, 처방략, 자아

개념, 사회성 등의 향상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22].

이러한 로그램들은 부분 인지행동 치료에 기반하

여 불안에 한 이완훈련이나 비합리 인 신념의 수정과

같은 통제 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지

만,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태도는 오히려 그 무엇을

더 강하게 하는 역설 효과를 래하고[23], 주 안

녕과 신체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24]. 한, 불안

에 해 비수용 이거나 회피 략을 가진 사람들은 인지

행동치료에 높은 탈락율을 보이거나 치료효과가 떨어진

다는 단 이 있고 [25,26], 자기 자신에게 을 맞추어

보낸 시간의 양이 많을수록 인불안의 증상은 커지므로

[27], 인불안이높은 사람들에게 내 통제를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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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부 할 수 있다.

Oh, Hue Lee[19]는 인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연

령이 높을수록 인불안의 증상은 더 게 보고하는 반

면에, ‘그럴 수 있다’ 고 생각하는 수용 형태의 처방식

은 더 증가한다고 하 는데, 이것을 통해 수용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건강한 처 략임

을 알 수 있다. 보다 이른 연령 인청년기에서 수용 략

을 습득하는 것은 인불안이 높은사람들에게 장기 으

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용을 심으로 하는 치료에

는 수용- 념 치료, 마음챙김 인지치료, 변증법 행동치

료 등이 있으며, 이 치료들이 불안이나 인 계 문제에

효과 이라고 밝 지고 있다[28-30]. 이 에서도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은 수용- 념 치료이며, 수용-

념 치료의 념행동이 노출치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불안에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31], 본 연

구에서는 인불안이 높아서 비주장 인 사람들에게 수

용- 념 치료를 용하고자 한다.

수용 념 치료는 행동치료의 제3 물결의 치료로, 삶

에서 심리 고통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매우 보편

인 상이므로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와 더

불어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돕는 치료이다[32]. 자신의 가치에 따른 행

동을 할 수있는 능력을 심리 유연성이라고하는데, 수

용- 념 치료에서는 심리 유연성을 기르기 해 6가지

핵심치료과정―수용, 인지 탈융합, 맥락으로서의 자기,

재에 존재하기, 가치 념행동―을 사용한다.

수용- 념 치료의 에서, 불안장애는 회피행동과

부 응 사고와의 융합으로 인해 발달되거나 유지되어

결국에는 기능이 제한되는 것이므로[33], 재 순간에 일

어나는 내 외 경험들을 알아차리고 경험에 기꺼

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31]. 이러한

략으로 수용- 념 치료가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강

박 련 장애, 외상 스트 스 련 장애 등 불안장애

의 증상 감소와 행동변화에 효과 이라는연구들이 많지

만[34,35], 인불안으로 인한 비주장성에 수용- 념 치

료가 용된사례는없었다. 유사한 사례로 수용- 념 치

료가 사회 자기 효능감, 정서표 향상에 효과를 거둔

것이 있을 뿐이다[36,37]. 비주장성의 원인 하나가

화기법을 모르는 것이므로 의사소통 능력의향상에 효과

가 있다고 알려진 비폭력 화 기법[38,39]을 하나의 체험

기법으로 사용하면서, 수용- 념 치료가 인불안을 낮

추고 주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수용- 념 치료집단의 주장성은 통제집단에 비해

치료 후 더 증가될 것이다.

2. 수용- 념 치료집단의 인불안은 통제집단에 비

해 치료 후 더 감소될 것이다.

2. 

2.1 참가

학생 330명을 상으로 사회불안검사와 자기주장척

도를 실시한 후, 사회불안검사에서 상 25% 그리고 자

기주장척도에서 하 25%에 모두 해당하는 45명을 선별

하 다. 이 에서 로그램에 참가할 의사를 밝힌 12명

을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6명씩 배정하 으나, 무

선할당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참가자의 성별은 치료집단

에 남자 3명, 여자 3명이었고, 통제집단은 남자 1명, 여자

5명이었다. 치료집단의 연령은 평균 24.3세, 범 는 20∼

33세이었고 통제집단의 연령은평균 21세, 범 는 20∼22

세이었다.

2.2 도

2.2.1 주  척도 (Assertiveness Scale: AS) 

Rakos와 Schroeder[12] 가 개발한 것을Kim[40] 이 번

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 다. 총 20문항으로, 각 문

항은 5 리커트 척도― “항상 그 다”에 1 , “자주 그

다”에 2 , “가끔 그 다”에 3 , “ 체로 그 지 않다”

에 4 , “거의 그 지 않다”에 5 ―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Kim[40]의 연구에서 내 합치도 계수는 .80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2.2 사회 안 검사  

학생의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해서 Kim[41]이 만

든 척도로총 40문항, 4 리커트 척도―“거의 그 지 않

다”에 1 ，“가끔 그 다”에 2 , “자주 그 다”에 3 ,

“항상 그 다”에 4 ―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이 척도

는 4개의 하 요인―사회 자아 평가 불안 (10문항), 자

아존 감 (8문항), 사회 기술 (14문항), 사회 불안 증

상 (8문항)―으로 구성된다. Kim[41]의 연구에서 내 합

치도 계수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 다.



지털 복합연  제17  제4호348

2.3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 

본연구에서는주장성 훈련을 한 수용- 념치료

로그램을재구성하기 해, Harris[42], Lue[43], Moon[44],

그리고 Stoddard와 Afrai[45] 를 참고하 다. 수용- 념

치료는 수용과 탈융합 그리고 ‘기꺼이하기’에 을 두

었고, 비폭력 화로 주장성의 4가지 요인 (부정 느낌

나타내기, 정 느낌 나타내기, 한계를 다루고 표 하

기, 주장성에착수하기) 에 한훈련을실시하 다. 로

그램에 한 간략한 내용은 Table 1에 제시하 다.

topic content

1
Introduction &
Structuration

-Group set up and making rapport
-Learning about participant’s social
anxeity

-Homework: Daily Willingness Diary

2

Confronting the
agenda &
Creatvie
hopeness

-Do not think “x”, The rule of game of life
-Promoting the creative hopelessness
-Metaphor: Clip-board
-Non-violent Communication: 4 factor of
NVC

3
Alternative of

control:
willingness

-Mindfulness eating-taste a tea
-Experience sharing: acceptance
-Pain in the head
-Metaphor: panhandler willingness
-Non-violent Communication: Thanks
Praise

4
Cognitive
defusion

-Partial education: Give thinking vs take
thinking

-Metaphor: detector & Juice, Juice, Juice
& word

-Non-violent Communication: Handling
with limit and Request

5

Getting in
Contact with
the Present
Moment

-Metaphor: wicked cup, fight with monster
-Practice: realize a here & now,
experience-objective

-Non-violent Communication: Listen to
somebody

6 Self-as context

-Practice: observing self, realizing self
concept

-Who am I? What is think?
-Game: take identity
-Non-violent Communication: Expressing
own opinion

7 Values
-Metaphor: bus driver & passenger
-Value rate
-Non-violent Communication: refusing

8
Commitment
behavior

-Program point review
-Official education of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Sharing the comment after all session.
-Non-violent Communication: Anger
-Assertiveness Right & Responsibility

Table 1. Overview of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sessions

2.4 절차

본 연구는 2015년에 C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

(Institutioanl Review Board; IRB) 로부터 승인 (IRB

File No. 2015-06-025-001) 을 받은 후에 실시되었다. 사

면담에서는 모든 연구 참가자들에게 연구의 필요성

목 , 연구 참여로 얻게 되는 이득과 험에 해 설

명하 고, C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 (IRB) 에서 제공

하는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 다.

수용- 념 치료 로그램은 2015년 7월한 달 동안 회

기 당 약 120분, 주 2회, 총 8회기로 실시하 다. 여러 차

례의 수용 념치료 워크샵과 보조치료자 경력이 있는 연

구자가 직 집단을 운 하 으며, 매 회기마다 수퍼비

이 이루어졌다. 8회기가 끝나는 시 과 치료 종결 6주

후 시 에,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에게 사 검사에서 실시

했던 것과 동일한 척도를실시하 다. 연구 종료 후참가

자 12명에게 연구 결과에 해 설명하 으며, 통제집단

이 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나타내지 않아 연구 참여

에 한 보상만을 지 하 다.

2.5 료 

Shapiro-Wilk test 결과, 자기주장척도 (p = 1.00) 와

사회불안검사 (p = .93) 의 수들의 정규성 가정이 충족

되어 모수통계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먼 치료집

단과 통제집단의 수 차이를 확인하기 해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 다. 치료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 , 사

후, 추 시기별 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해 혼합

설계 변량분석을 하 다. 한 집단의 주효과 시기의

주효과의 구체 인 양상을 추가 으로 탐색하기 한 단

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치료집단의 측정 시기별 효

과를 알아보기 해서 사후검증을 실시하 다. 모든 분

석은 SPSS 20.0을 사용하 다.

3. 결과 

3.1 사전 동질  검

수용 념치료 로그램을 실시하기 에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인불안, 주장성 수용행동의 동질성 검

증을 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 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그램 실시 집단 간 인불안, 주장성 수용행동에

서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두 집단은 동질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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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Cont.

(n = 6) (n = 6) t p

M (SD) M (SD)

Interpersonal
Anxiety

100.33
(12.14)

108.50
(13.17)

-1.12 .29

Assertive-
ness

57.17
(6.52)

57.17
(2.85)

.00 1.00

Table 2. Test of homogeneity of variances

3.2 수용전념치료(ACT)  효과

사 , 사후 추 조사에서 얻어진 치료집단과 통제

집단의 인불안, 주장성 수용행동 수의 평균과 표

편차는 Table 3과 같다. 주장성과 인불안에 한 수

용 념 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에 앞서 Mauchly의 구

형성 검증을 실시하 고, 주장성(p = .10) 인불안(p

= .06)의 구성형이 검증되어 2 (치료집단, 통제집단) × 3

(사 , 사후, 추 )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하 다. 사회불

안 척도는 총합과 4개의 하 요인-사회 자아 평가 불

안, 자아존 감, 사회 기술, 사회 불안 증상-을 각각

제시하 다.

Groups

Times

Pre
M
(SD)

Post
M
(SD)

Follow
M

(SD)

Assertive-
ness

Exp.
(n = 6)

57.17
(6.52)

62.83
(4.79)

66.67
(4.36)

Cont.
(n = 6)

57.17
(2.85)

56.67
(3.78)

56.83
(5.56)

Interpersonal
Anxiety

Exp.
(n = 6)

100.33
(12.14)

89.67
(17.51)

76.50
(14.32)

Cont.
(n = 6)

108.50
(13.17)

106.33
(17.20)

101.50
(11.50)

Evaluation Anxiety
of Social Self

Exp.
(n = 6)

27.17
(5.67)

23.50
(4.72)

19.83
(3.43)

Cont.
(n = 6)

30.50
(3.27)

30.16
(4.35)

27.50
(3.39)

Self-esteem

Exp.
(n = 6)

17.83
(2.78)

17.00
(2.68)

15.16
(3.65)

Cont.
(n = 6)

21.16
(2.85)

20.83
(4.91)

20.16
(1.72)

Social Skill

Exp.
(n = 6)

28.66
(4.27)

24.83
(5.91)

21.33
(5.81)

Cont.
(n = 6)

27.00
(6.06)

27.50
(6.31)

26.16
(5.19)

Social Anxiety
Symptom

Exp.
(n = 6)

17.50
(2.81)

15.66
(4.45)

13.00
(2.28)

Cont.
(n = 6)

19.50
(4.63)

17.33
(4.67)

17.66
(2.87)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3.3 주  효과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장성의 수는 집단의

주효과가유의하게나타났으며 [F(1, 10) = 6.88, p < .05],

시기의 주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F(2, 20) = 3.99, p

< .05]. 한 집단과 검사 시기 간 상호작용의 효과도 유

의하게 나타났다 [F(2, 20) = 4.66, p < .05].

SS df MS F

between
subjects

group 256.00 1 256.00 6.88*

error 372.22 10 37.22

within
subjects

time 126.72 2 63.36 3.99*

group×time 148.17 2 74.08 4.66*

error 317.78 20 15.89
* p < .05

Table 4. ANOVA result for assertiveness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두 집단은 사후검사 [F(1, 10)

= 6.13, p < .05] 와 추 조사 [F(1, 10) = 11.60,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검사 시기에 따른 차이에

서 치료집단은 측정시기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 으나 [F(2, 10) = 6.61, p < .05], 통제집단은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체 인 수 변화는 Fig. 1과

같다.

Fig. 1. Comparing the change in assertiveness  by 

time in groups

3.4 대 안  효과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불안의 수는 집단

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F(1, 10) = 6.18, p <

.05], 시기의 주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F(2, 20) =

6.25, p < .05], 집단과 검사 시기 간 상호작용의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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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df MS F

between
subjects

group 2483.36 1 2483.36 6.18*

error 4018.94 10 401.89

within
subjects

time 1439.39 2 719.69 6.25*

group×time 425.06 2 212.53 1.85

error 2301.56 20 115.08
* p < .05

Table 5. ANOVA result for interpersonal anxiety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추 조사에서

만 유의하 고 [F(1, 10) = 11.01, p < .05], 사후검사에서

는 유의하지 않았다 [F(1, 10) = 2.77, p =.13]. 검사 시기

에 따른 차이에서는 치료집단은 통계 으로유의한 차이

를 보 으나 [F(2, 10) = 5.38, p < .05], 통제집단은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불안의 핵심증상은 타인의 평가에 민하고 두려

워하는 것인데, 사회불안검사의 하 요인 가장 두드

러진 변화를 보인것이 사회 자아 평가불안이었다. 사

회 자아 평가불안 하 요인에 한 분석결과, 집단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1, 10) = 7.88, p

< .05], 시기의 주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20) = 11.56, p < .05]. 그 지만, 시기와 집단 간 상호작용

은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 자아 평가 불안 하 요인에 한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사후검사 [F(1, 10) = 6.46, p

< .05] 와 추 조사에서 [F(1, 10) = 15.16, p < .05] 유의

하 다. 검사 시기에 따른 차이에서도 치료집단은 유의

한 차이가나타난 반면에 [F(2, 10) = 8.01, p < .05], 통제

집단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인 수

변화는 Fig. 2와 같다.

Fig. 2. Comparing the change in interpersonal 

anxiety by time in groups

4. 논

본 연구는 수용 념 치료 로그램이 인불안이 있

는 학생의 주장성과 인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

고자 한 것이다.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 념 치료집단의 주장성은 통제집단에 비

해 치료 후 더 증가될 것이라는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치

료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사후 추 조사에서 주장성

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는데, 이는 수용 념 치료 로그

램이 주장성에 효과를 미쳤고, 그 효과가 로그램이 끝

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가자들의 주장

행동을 방해하는 것은 화기술의 부족함보다는 자신의

말이 상 방에게 어떻게 들릴지에 한 걱정과 불안 혹

은 더 잘표 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잘되지않는 것에서

오는 좌 로 인한 것이 부분이었는데, 로그램 후에

는 많은 고민 없이 일단표 해보니, 차 익숙해지고 자

신감이 생기고 상 방과 더 많은 소통을 하게 되어 계

가 보다 만족스러워짐을 보고하 다. 이를 통해, 주장성

이 향상된 것은 참가자들이 수용 능력의 향상, ‘기꺼이하

기’의 증가, 부정 경험으로부터의 탈융합 그리고 화

기법에 한 교육의 효과로 추정된다.

수용- 념치료로 주장성이 향상된 것은 억제되어 있

는 것을 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에서 수용- 념 치

료로 아동기 정서 학 경험을 가진 학생의 정서표

를 증가시킨 Seo와 Kim[37] 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

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비주장성의 원인 하나인 인

불안보다 주장성에서 로그램의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

났다는 이다. 이것은 로그램의 이 주장성에 맞

춰져 있고, 비주장성의 원인이 되는 인불안 외에도

화기법과 주장성의 권리들을 교육시킨 것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경험회피를 여나가는 것이 사회불안 증상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핵심 기제라는 것을 밝힌 Ossman,

Wilson, Storaasli McNeill[4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

이다.

둘째, 수용- 념 치료집단의 인불안은 통제집단에

비해 치료 후 더 감소될 것이라는 가설 2가 부분 으로

지지되었다. 치료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추 조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인불안에 미치는

수용- 념 치료의 효과가 뒤늦게 나타나며 처치가 종료

된 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

가자들은 통제 략보다 수용 략이 오히려 부정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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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소에 효과 임을 보고하 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

은 자신을 더허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표 하다보니 걱

정이나 불안이 어들었음을 보고하 다. 수용 ‘기꺼

이하기’ 를 통해 경험회피를 여나간 것이 부정 경험

의 감소와 행동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기꺼이 경험하고 경험회피를 여나가

는 수용- 념 치료의 략이 불안 감소에 효과 이라는

연구 결과[28,47], 마음챙김과사회불안증상이 부 상

계에 있다는 연구결과[48], 수용- 념 치료가 부정

평가에 한 두려움과 잘 해내지 못할 것에 한 걱정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 이라는 연구 결과[49]와 유사한 것

이다. 한, 인불안의 증상 감소가 뒤늦게 나타난 것은

사회불안에 한 수용 기반 노출치료는 반부보다 후반

부부터 치료가 더 크게 드러난다고 밝힌 바 있는

Kim[5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반부

에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은 통제집단의 인불안

수도 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것 그리고 치료집단

과 통제집단 모두 인불안 수의 편차가 컸던 탓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 념 치료

로 주장성을 증가시켰다는 데에 있다. 인불안이 높은

학생들에게서 수용과 ‘기꺼이하기’를 통해 경험회피를

감소시키고 주장성을 증가시켰는데, 이는 행동을 변화시

키고자 하는 수용- 념 치료의 최 목표에 부합하는 것

이다.

둘째, 주장성 로그램의 다양화로 주장성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 주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자기주장 훈련 로그램은 인지행동치료가 부분으로

계 속에서 불안과 걱정 등을 일으키는 비합리 신념

을 수정하고 불안을 이완으로 체하는방법을 써왔으나,

본 연구는 행동치료의 제3 물결에 따라 심리 장애물들

을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방법을 채택하 다. 특히, 회피

략을 가지고 있거나 통제의 역설 인 효과를 크게 느

끼거나 혹은 연령이 높을수록 인지행동 치료보다 수용-

념 치료가 더 효과 일 수 있다[23,24].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연구에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수용 념 치료 로그램의 진

행자가 연구자와 동일했기 때문에 치료의효과에 연구자

의 기 효과를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연구자와 로그램 진행자를 분리시켜연구자의 기

효과를 배제한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표본이 학생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

진다. 주장성훈련을 한 수용- 념 치료의 연구 상을

확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재 부분의 주장성

훈련 로그램은 인지행동에 기반한 것인데, 이것과 수

용 기반 주장성 훈련 로그램의 효과를 비교해 볼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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