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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전념치료가 만성통증 노인의 통증, 통증간섭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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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on Pain, Pain Interference, and
Life Satisfaction for the Elderly People with Chronic Pain
Jaesook Shin, Bong-keo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Key messages
본 연구에서는 수용전념치료(ACT)를 노인들의 만성통증에 적용하여 통증과 통증간섭, 삶의 만족도에
대한 치료효과를 검증하였다. 퇴행성 질환으로 만성통증을 호소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료집단에는 ACT 집단 프로그램, 통제집단에는 건강교육을 총 8회기로 진행하였다. 결과분석에는 치
료집단 25명과 통제집단 27명으로 총 52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건강교육에 비해 ACT 프로
그램은 통증과 통증간섭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으며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불안과 심리적 경직성을 변화
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통증 및 통증간섭 감소에 대한 불안과 심리적 경직성 변화의 매개효과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만성통증 노인에 대한 ACT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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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e population of the aged has been rapidly increasing worldwide, and about 50% of
them are under chronic pain by irreversible degenerative diseases.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ACT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on pain, pain interference, and life
satisfaction in people with chronic pain.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that anxiety, depression,
self-efficacy, psychological inflexibility in pain, pain catastrophizing and kinesiophobia are mediating
the effectiveness of ACT.
Methods: Participants of ACT program for this study comprised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who had
been suffering from chronic pain for at least 6 months and reported their pain intensity of at least five
on the VAS (Visual Analogue Scale, 0-10). During the sessions,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ACT program designed by Stoddard and Wetherell(2011) and the control group received health
education. After finishing eight sessions of each program, data from 25 participa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7 in the control group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CT program is significantly more effective on relieving pain,
pain interference, anxiety, and psychological inflexibility in pain than health education program.
However, anxiety and psychological inflexibility did not have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on pain and
pain interference.
Conclusions: Finally, this study has verified the curative effect of ACT for elderly people suffering from
chronic pain. Therefor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can be used for supplementary
treatment for patients with degenerative disease.
Key Words: Chronic pain, The elderly,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Pain inter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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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018년 현재
14.3%로 나타나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Statistics Korea, 2018). 노인들은 노화에 따른 기능의 저
하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질병에 이환될 확률
이 높고 여러 가지 질병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흔하여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2014)가 실시한 조사를 보면, 의사에게
진단받은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90.4%였으며 만성질환
을 2개 이상 지니고 있는 복합 이환자가 72.2%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65∼69세와 70∼74세간의 유병율과 복합
이환율은 약 10%정도의 큰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노인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성질환으로 인한 고통이 훨씬 심각하
며 거의 대부분의 노인들에 있어 체계적인 질환관리가 필요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만성질환은 대부분 통증을 포
함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기능장애를 가져오기도 한다.
만성통증은 노인 연령대에서 경험하는 매우 흔한 증상으
로, Cha BK(2012)은 우리나라 만 60세 이상에서 남성은 약
60%, 여성은 거의 90% 정도가 통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로 인해 대부분의 노인이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 노인들은 류마티스 관절염, 골 관절염과 같
은 비가역적인 만성퇴행성 질환을 대부분 가지게 되어 완치
가 어렵고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는 통증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만성통증으로 인해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상태의 변
화, 의욕 저하, 무력감, 사회적 고립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KH et al., 2000).
만성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통증을 줄이기 위해 주로
진통제나 침요법, 물리치료, 또는 수술을 받기도 한다. 그러
나 이런 치료방법들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킬
뿐이며 장기적인 진통제 복용은 내성이나 부작용을 유발한
다고 보고되었다(Kim SJ et al., 2009). 만성 통증의 치료를
위해 약에 대한 의존이나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자신의 통증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심리적
치료기법들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심리적 치료기법 중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 이하 CBT로 약칭함)는 지금까지 만성통증
을 위한 중재로 가장 많이 적용되어왔고 그 효과가 입증되었
다(Samwel et al., 2009; Dysvik et al., 2010). 그러나 모든
만성통증에서 반응한 것은 아니었다. 몇몇의 메타분석 연구
(Bernardy et al., 2010; Glombiewski, et al., 2010)에서
전신의 만성적인 통증을 일으키는 섬유근육통 환자에서는
치료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성통증과 관련
된 장애(disability)의 개선에 대한 효과는 매우 약한 것으로
보고되었다(McCracken et al., 2002; Eccleston et al.,
2009). 따라서 만성통증 환자의 기능적 장애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대안적 치료방법이 요구되고 있다(Wicksell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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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지행동치료의 ‘제 3의 물결’이라 불리는(Swain et
al., 2013) 기법 중 수용전념치료(Acceptance-Commitment Therapy: ACT, 이하 ACT로 약칭함)가 주목 받고 있
다. ACT는 증상의 통제나 감소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인
CBT와 달리, 수용과 현재의 경험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알아차리는 마음챙김 전략을 강조하고 있으며 심리적 유연
성을 증가시켜 기능을 개선시키는 데 치료목표를 두고 있다
(Hayes et al., 2006). ACT접근에서는 사고의 내용과 빈도
를 변화시키기보다는 부정적인 사적 경험을 최대한 수용하
도록 돕고 가치 맥락과 마음챙김 훈련을 이용하여 활력 있는
삶으로 움직여 가는 데 초점을 둔다(Hayes et al., 2006). 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수용을 기반으로 한 개입법이 만성통증
환자에게 효과적임을 밝혔다(Veehof et al., 2011). CBT와
비교해볼 때, ACT가 우울, 불안 및 통증을 더 크게 개선시
킨 것으로 나타났으며(Vowles et al., 2009) 치료만족수준
도 더 높게 보고되었다(Wetherell et al., 2011). ACT의 분
명한 목표는 부정적인 사고, 감정, 신체 감각들을 좀 더 개방
적이고 유연한 방법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삶
의 질과 일상생활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이다(Wicksell et
al., 2011). Yeo YO et al.(2010)은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고
통 받는 노인들은 완치가 어려우므로 치료 중심보다는 일상
생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보고하였
으며, Kim YS et al.(2014)은 통증과 통증으로 인한 회피가
노인들의 일상생활 기능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 ACT는 통증과 싸우거나 회피하지 않고 통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는 기법으로(Baer, 2015), 피할 수
없는 통증과 함께 해야 하는 노인들의 일상생활의 기능을 유
지시키는 데는 ACT가 유용한 개입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만성통증을 호소하는 노인들을 대상으
로 심리치료적 개입 모델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수용전
념치료는 통증과 일상생활의 기능적 장애를 의미하는 통증
간섭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삶의 만족감을 증진시키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수용전념치료 개입이
한국의 만성통증 노인에게 새로운 심리치료적 개입 모델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ACT의 만성통증에 대한 치료
기제를 밝히는 것이다. 만성통증에 적용한 ACT의 치료효과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어떠한 과정변인이 치료효과를
매개하는지 치료기제를 밝힌 연구는 국외에서도 많지 않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언급
되었던 우울, 불안, 운동공포, 자기효능감, 재앙적 사고와 심
리적 경직성을 잠정적인 매개변인으로 하고 통증 강도, 통증
간섭, 삶의 만족을 결과변인으로 하여 ACT에 의한 결과변인
들의 효과를 매개하는 변인이 무엇인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매개변인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조
건이 성립되어야 하는데(Cho YR, 2012), 첫 번째는 수용전
념치료가 잠정적으로 가정한 매개변인들인 우울, 불안, 운동
공포, 재앙적 사고를 감소시키고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유연
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우선 만성통증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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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들(Johnston et al., 2010;
Wicksell et al., 2010; Wetherell et al., 2011; Buhrman
et al., 2013)에서 ACT의 효과로 우울과 불안수준이 감소되
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운동공포는 움직임이 통증을 더 증
가시킬 것이라 믿는 두려움을 말하며 ACT프로그램을 받은
경추손상 환자집단은 통상적인 의학 치료만 받는 집단에 비
해 운동공포가 유의하게 더 감소되었다(Wicksell et al.,
2010). 또 다른 매개변인으로 가정된 자기효능감과 재앙적
사고에 관해서도, ACT에 참가한 섬유근육통 여성환자들은
대기자집단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더 향상된 것으로 밝혀졌
으며(Wicksell et al., 2013), ACT에 참가한 만성통증 청소
년들은 무처치 통제집단에 비해 재앙적 사고가 뚜렷하게 감
소된 것으로 나타났다(Gauntlett-Gilbet et al., 2013). 마지
막으로 심리적 경직성은 ACT의 핵심목표인 심리적 유연성
의 반대개념으로 심리적 경직성이 커지면 통증에 의해 자신
의 삶이 통제된다고 여기며 통증으로 인해 가치있는 일을 포
기하게 된다(Hayes et al., 2006). 이와 관련하여 두 선행연
구(Wicksell et al., 2010; Wicksell et al., 2013)에서 심리
적 경직성은 ACT에 의해 크게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는 잠정적 매개변인들이 결과변인인 통증 강도, 통
증간섭, 그리고 삶의 만족 수준과 관련이 있는가에 관한 것
이다. 우선 우울과 결과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울은
통증민감성을 증가시키고 통증 감내력을 감소시켜 통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Lee JS et al., 2011). 우울은
무기력감과 활동에 대한 무관심을 증가시켜 통증간섭을 더
크게 느끼도록 하였으며 삶의 만족 수준과도 부적상관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Day et al., 2010). 다음으로 불안에
대해 살펴보면, 불안이 생리적으로 통증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고, 통증과 관련된 불안이 신체의 장애를 유발시키는 중요
한 요인이라고 보고되었는데(Zale et al., 2015), 신체장애는
통증간섭과 유사한 개념으로 통증간섭을 측정하여 확인될
수 있다. 운동공포와 결과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면,
Bränström et al.(2008)은 운동공포가 높은 만성통증 여성
이 낮은 여성보다 더 많은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통증간섭과
삶의 불만족이 더 컸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은 자기효능감과
결과변인들과의 관계이다. 자기효능감은 만성통증의 적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처전략의 결정인자로 통
증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orsbo
et al., 2010).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안
녕감이 높아진다고 설명하였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
은 힘든 상황에도 스스로를 유능하다고 믿음으로써 삶의 만
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재앙적 사
고란 통증을 하나의 재앙으로 여기는 것을 말하는데
(Sullivan et al., 2012), 통증을 만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Vlaeyen et al., 2000). 이러한 재
앙적 사고가 클수록 통증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며 만성통증
과 관련된 장애와도 깊은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Sullivan et al., 2012). Valeyen과 Linton(2000)은 만성통
증에 대한 심리적 모델인 공포-회피 모델(fear-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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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에서 통증감각에 대한 반응과 해석을 미래의 통증 경
험의 중요한 결정인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통증의 재앙적 사
고(catastrophizing)와 같은 부적응적 통증 인지는 두려움,
회피와 같은 정서적, 행동적 반응과 관련이 되고 우울, 기능
적 장애, 미래 통증을 예측한다(Valeyen & Linton, 2000).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우울, 불안, 운동공포,
자기효능감 및 재앙적 사고가 ACT의 통증, 통증간섭 및 삶
의 만족에 대한 효과를 매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경직성에 대해 살펴보면, Wicksell et al.(2010)은 경
추손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ACT를 통한 개선효과를 연구한
결과, 우울, 불안, 운동공포,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유연성 중
오직 심리적 경직성의 반대개념인 심리적 유연성만이 기능
장애를 감소시키고 삶의 만족 수준을 높이는 치료효과의 매
개변인임을 밝혔다. 그러나 섬유근육통 환자에서는 심리적
유연성이 ACT에 의한 삶의 질 개선효과를 매개하지는 못하
였다(Wicksell et al., 2013).
이와 같이 ACT의 치료기제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부분적으로 확인되어 ACT가 임상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
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다
수의 인구가 통증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ACT를 적용하여 효과와 치료기제를 밝힘으로서 노인들의
만성통증에 더욱 적합한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ACT 프로그램이 통증 및 통증간섭, 삶의 만
족도 그리고 우울, 불안, 운동공포, 통증관련 심리적 경직성,
재앙적 사고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가설 1.1: ACT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통증 및 통증
간섭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할 것이다.
가설 1.2: ACT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 수
준이 유의하게 증가 할 것이다.
가설 1.3: ACT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우울, 불안,
운동공포, 통증관련 심리적 경직성과 재앙적 사고 수준은 감
소하고, 자기효능감은 증가할 것이다.
연구문제 2: ACT 프로그램을 통해 통증 및 통증간섭, 삶
의 만족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하는 변인을 알아본다.
가설 2.1: 우울, 불안, 운동공포, 통증관련 심리적 경직성,
재앙적 사고 및 자기효능감이 통증 및 통증간섭에 대한 치료
효과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2.2: 우울, 불안, 운동공포, 통증관련 심리적 경직성,
재앙적 사고 및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에 대한 치료 효과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만성통증을 호소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수용전
념치료가 통증, 통증간섭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알
아보고 치료기제를 밝히기 위해 실시되었다. 실험집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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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CT 프로그램을, 통제집단에게는 건강교육을 각각 네 집
단에 주 1회 90분씩 8회기에 걸쳐 실시하였다. 사전설문은
1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약 한 시간 동안 이루어졌
다. 이때 프로그램 참여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안내
를 받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8회기를 마치고 사전검사에서 실시한 동일한 측정도구
를 사용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은 Wetherell
et al.(2011)이 만성통증 환자를 위해 그룹형식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의 프로토콜을 사용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은 본 연
구자가 수행하였으며 수용전념치료 워크샵을 이수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수용전념치료의 프로그램 회기별 내
용은 다음과 같다.
• 1회기(프로그램 소개): 자기소개 및 참여 동기 나누기/
만성통증에 대한 심리 모델과 ACT관점 소개/지금까지 적용
해왔던 통증조절(통제) 전략과 그 비효과성 확인
• 2회기(가치 찾기): 현재 가장 많은 시간 에너지를 투자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확인/주요한 삶의 영역에서 가치 찾기
• 3회기(인지적 탈융합): 통증과 관련된 부정적(재앙적)사
고에 대한 평가나 변화시키려는 시도 없이 ‘생각’만으로 관
찰하기/사고, 감정, 통증과의 분리 연습
• 4회기(수용 및 현재 경험에 접촉하기): ‘현재에 머물기’
명상/사적 경험과 거리 두기 위한 통증에 형태 만들기
• 5회기(전념 행동): 가치, 목표, 장애물, 전략들을 서로
연결시키기
• 6회기(가치 중심 삶의 시작): 구체적인 가치 중심의 삶
의 계획 짜기
• 7회기(가치 중심 삶의 경험): 실습 및 경험담(실천 전략,
장애물) 나누기
• 8회기(프로그램 마무리): 치료과정 핵심 숙지/프로그램
내용 정리 및 평가하기/소감나누기
통제집단에게는 노인들에게 가장 흔하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 여섯 가지(고혈압, 당뇨병, 중풍, 관절염, 폐렴,
우울)를 매 회기마다 한 가지씩 질병을 교육하고 심리적 지
지를 하였다.
만일 프로그램에 참여하다가 심한 통증이 발생하면 참가
자는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멈출 수 있고 이에 따른 도움을
연구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허리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가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불편감이 있을 시 즉시 알려 원하는 자세로 변경하
거나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하도록 미리 설명하였으나 프로
그램 시 중단을 요구하거나 불편감을 호소하는 대상자는 없
었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OO군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공고문을
통해 ‘열려라, 행복한 노후’프로그램에 신청한 노인들을 선
착순으로 모집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6개월 이상 만성
통증을 호소하면서 현재의 통증 수준을 5이상(visual ana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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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 scale 0∼10)으로 보고한(Wetherell et al., 2011) 65
세 이상의 노인들이다. 연구의 참가는 전적으로 참가자의 자
발적인 신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암성 통증(cancer pain)
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정신장애를 동반하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자는 제외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참가 기간 전에
수술 또는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 참가자는 탈락되었다.
총 60명을 선발하여 실험집단에 30명, 통제집단에 30명
을 각각 무선 할당하였으나 프로그램 시작 전에 수술과 개인
적인 사정으로 실험집단에서 4명, 통제집단에서 3명, 총 7명
이 탈락되었고 실험집단 중 1명이 사후평가를 하지 못하여
연구 결과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실험집단 25명, 통제집단
27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
2
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검증과 t 검증 결과 두
집단 간에 연령, 동거상태, 교육수준, 종교, 경제상태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총 52명 중 남자 4명
(7.7%), 여자 48명(92.3%)으로 두 집단 모두에서 여자가 훨
씬 더 많았다. ACT집단의 평균 나이는 77.84 (SD=3.22)세
였고, 건강교육집단의 평균 나이는 77.37 (SD=3.86)세로 집
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50)=0.47). 교육수준은 초등
학교 졸업이 42명(80.8%)으로 가장 많았고, 무학 8명
(15.4%), 중학교 졸업이 2명(3.8%) 이었다.

3. 연구도구
1) 단순통증척도(Brief Pain Inventory: BPI)
단순통증척도(BPI)는 통증의 다면적 특성을 간결하게 측
정하기 위한 도구로 통증 정도와 통증의 일상생활 방해 정도
를 사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도구는 Daut et al.(1983)
에 의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Yun et al.(2004)이 번안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한
국판 BPI를 사용하였다. 단순 통증 정도의 첫 번째 영역인
통증 정도는 지난 24시간 동안 경험한 가장 심한 통증, 가장
약한 통증, 평균 통증 정도 및 현재 통증 정도의 네 가지 변
수로 구성되어 있고, 각 변수는 0점(전혀 통증 없음)에서 10
점(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범위로 측정한다. 두 번째
측정영역은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방해 정도에 대한 것으
로 7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통증이 일상 활동, 기분, 걷
기, 일상적인 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수면 및 여가 생활
을 방해하는 정도를 0점(전혀 방해되지 않음)에서 10점(완전
히 방해됨) 범위로 측정한다. Yun et al.(2004)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α=.75였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α
=.84로 나타났다.
2) 삶의 만족 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Diener et al.(1985)이 개발하였으며, Cho MH et
al.(1998)이 한국판으로 번안하였고 Lim YJ(2012)이 타당도
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이 도구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 수
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5개 문항의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5점에서 3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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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
Category
Age (Mean)
Gender
Religion

Education
Level
Living Condition

Economic status
Pain
Duration of pain

ACT group (n=25)

Male
Female
No religion
Christian
Buddhism
Catholic
Elementary
Middle school
Uneducated
Living alone
Living with spouse
Living with child
Difficult
Normal
Limbs
Back
6M∼12M
13M∼24M
25M∼36M
37≤

77.84
1
24
8
8
4
5
18
2
5
11
9
5
10
15
20
5
2
2
2
19

족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Lim YJ(2012)의 연구에서
는 내적합치도가 α=.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는 α=.79로 나타났다.
3) 일반적 자기 효능감 척도
Cha JE(1996)이 개발하였고 Kim AY(1997)이 수정한 일
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
도는 총 24개 문항과 3개의 하위요인 즉,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자들은 6점
Likert척도 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Kim AY(1997)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α=.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α=.72이었다.
4) 병원 불안 우울 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
Zigmond et al.(1983)이 고안한 HADS 설문도구는 병원
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불안과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
해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도구는 Oh SM et
al.(1999)에 의해 번안되고 표준화된 한국판 HADS로,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홀수 번호 7 문항은 불
안을 측정하는 척도이며, 짝수번호 7 문항은 우울을 측정하
는 척도이다. 각 문항은 4점(0∼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과 우울이 각각 최소 0점에서 최대 21점의 범위를 가지
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불안과 우울 도구의 절단점은 8점으로 8점 이상이면 임상적
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다. Oh SM et al.(1999)의 연구
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불안 α=.89, 우울 α=.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불안 α=.69, 우울 α=.71로
나타났다.

(3.22)
(4%)
(96%)
(32%)
(32%)
(16%)
(20%)
(72%)
(8%)
(20%)
(44%)
(36%)
(20%)
(40%)
(60%)
(80%)
(20%)
(8%)
(8%)
(8%)
(76%)

Control group (n=27)
77.37
3
24
11
4
6
6
24
0
3
14
11
2
8
19
23
4
1
2
3
21

(3.86)
(11.1%)
(88.9%)
(40.7%)
(14.8%)
(22.2%)
(22.2%)
(88.9%)
(0%)
(11.1%)
(51.9%)
(40.7%)
(7.4%)
(29.6%)
(70.4%)
(85.2%)
(14.8%)
(3.7%)
(7.4%)
(11.1%)
(77.8%)

t or χ2

p

.47
.92

.638
.336

2.22

.527

3.28

.193

1.77

.412

.62

.432

.24

.621

.55

.906

5) 통증관련 심리적 경직성 척도(The Psychological
Inflexibility in Pain Scale: PIPS)
PIPS는 만성통증과 관련된 심리적 경직성을 평가하기 위
해 개발되었다. 통증의 회피와 통증과 관련된 인지적 융합이
측정되며 총 16문항으로 구성된다(Wicksell et al., 2008).
7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비유연성이 크다
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가 1차 번안한 후, 이중 언어사
용자가 사회ㆍ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문항의 어휘와 내
용을 수정하였다. 선행연구(Wicksell et al., 2008)에서 내적
합치도는 α=.8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α
=.85로 나타났다.
6) 운동공포 척도(Tampa Scale for Kinesiophobia-11:
TSK-11)
운동공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Tampa 설문지-11을
사용하였다. Tampa 설문지는 Miller et al.(1991)이 17개
항목으로 고안하였고, 이후 Tkachuk et al.(2012)이 11개
항목으로 수정한 TSK-11을 제시하였다. TSK-11은 신체증
상에 대한 병적 집중(Pathological somatic focus)과 활동
회피(activity avoidance)의 두 가지 요소 내에 11개 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당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운동공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Tkachuk et al., 2012). 만성 통증 환자에 대한 움직임과
손상의 두려움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TSK-11은 간단하고,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평가도구이다(Tkachuk et al.,
2012). Tkachuk et al.(2012)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α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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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증의 재앙적 사고 척도(Pain Catastrophizing Scale:
PCS)
통증의 재앙적 사고 척도는 통증에 대한 다양한 재앙적
사고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Sullivan et al.(1995)에 의
해서 개발되었다. 통증이 있을 때의 사고와 감정을 평가한
다. 통증의 재앙적 사고 척도는 하위 항목으로 반추적 사고
4문항, 과장적 사고 4문항, 무기력한 사고 5문항, 총 13문항
으로 되어있다.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총점은 0에서 52점
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재앙적 사고 경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
낸다. 본 연구에서는 Sullivan et al.(1995)이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1차 번안한 후, 이중 언어사용자가 사회ㆍ문화
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문항의 어휘와 내용을 수정하였다. 개
발 당시 내적합치도는 α=.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
치도는 α=.85이었다.

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종속변인에 대한 집단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집단의 회귀계수(c)를 산출하였다. 두
번째는 매개변인에 대한 집단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회귀
분석을 수행하여 회귀계수(a)를 산출하였다. 세 번째는 종속
변인에 대한 집단과 매개변인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회귀
분석을 수행하여 매개변인의 회귀계수(b)와 집단의 회귀계
수(c')를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매개효과는 a와 b를 곱하
여 추정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
트스트랩 검증을 사용하였다.

결

과

1. ACT집단과 건강교육집단의 동질성 검증
ACT집단과 건강교육집단의 처치 전 상태에서 동질적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치료 효과 변인인 통증 및 통증 간섭,
삶의 만족도와 잠정적인 매개변인으로 본 우울, 불안, 운동
공포, 자기효능감, 심리적 유연성, 재앙적 사고 수준에 집단
간 사전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모든 변
인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
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치
료 효과 비교를 비교하기 위해 변인들의 사전점수를 공변량
으로 처리하는 공변량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시하여 순수한 처치효과를 확인하였다. 다음으
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에서 처치 전과 후에 변인에 차
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수용전념치료 집단 프로그램의 치료기제를 확인하기 위해
MacKinnon et al.(2007)의 매개효과 분석방법을 사용하였
다. 세 번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매개효과를 추정하며 분석절

2. ACT집단과 건강교육집단 간 치료 효과 비교
1) 통증, 통증간섭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치료 효과 비교
우선 집단 간 치료 효과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치료 후에 ACT집단과 건강교육집단의 통

Table 2. Homogeneity test of ACT group and control group
ACT group (n=25)

Control group (n=27)

Mean (SD)

Mean (SD)

t

p

1.51

.88
.85
.42
−.54
−1.08
.88

.138
.852
.738
.383
.401
.678
.589
.287
.382

Variable
Outcome Variables

Potential Mediators

Pain intensity
Pain interference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Anxiety
Kinesiophobia
Self-efficacy
Psychological inflexibility
Catastrophizing

5.66
4.82
19.84
7.72
7.24
28.04
86.28
63.40
25.32

(0.58)
(1.29)
(5.58)
(3.38)
(2.06)
(3.59)
(11.79)
(12.27)
(6.38)

5.44
4.90
20.37
6.88
6.63
27.63
88.25
67.70
23.51

(0.49)
(1.80)
(5.75)
(3.41)
(3.00)
(3.48)
(14.20)
(16.11)
(8.14)

−.19
−.34

Table 3. Results from analysis of covariance of treatment effects

Pain intensity

Pain interference

Life satisfaction

Source

TypeIIISS

df

MS

F

p

Pre score
Group
Error
Pre score
Group
Error
Pre score
Group
Error

.23
6.25
36.75
21.61
23.90
118.20
169.20
116.56
1781.64

1
1
49
1
1
49
1
1
49

.23
6.25
.75
21.61
23.90
2.41
169.20
116.56
36.36

.31
8.34

.006

8.95
9.91

.003

4.65
3.20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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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49)=8.34, p＜01). 즉 건강교육집단과는 달리 ACT집단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통증 수준이 감소하였음을 의미
한다. 다음으로 두 집단의 통증간섭 수준을 공변량분석한 결
과에서도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F(1,49)=9.91, p＜.01).
즉, 건강교육집단에 비해 ACT집단에서 통증간섭 수준이 유
의미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에
서는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1,49)=3.20, p＞.05). 건강교육집단에 비해 ACT집단에서
삶의 만족 수준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
2) 잠정적 매개변인에 대한 치료 효과 비교
본 연구에서 잠정적 매개변인으로 본 우울, 불안, 운동공
포, 자기효능감, 재앙적 사고 그리고 심리적 경직성에 대한
치료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두 집단 모두에게 사전, 사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ACT
집단과 건강교육집단의 불안 수준을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49)=5.67, p
＜.05). 이는 건강교육집단에 비해 ACT집단에서 불안 수준
이 의미 있게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통증과 관련
된 심리적 경직성에 대한 집단 간 치료효과를 살펴보면, 건
강교육집단은 교육 후에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ACT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심리적 경직성이 감소하였다(F(1,49)=
10.03, p＜.01).
그 이외에 운동공포(F(1,49)=.45, p＞.05), 자기효능감
(F(1,49)=.09, p＞.05), 우울(F(1,49)=.10, p＞.05) 및 재앙
적 사고(F(1,49)=2.26, p＞.05)는 처치 후 두 집간 간에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ACT집단과 건강교육집단의 사전-사후 차이 비교
ACT집단과 건강교육집단 각각에서 처치 전과 후에 치료
효과 변인과 잠정적 매개변인에 차이가 있는 지 검증하기 위
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Table 5에 제시
하였다.
우선 통증 및 통증간섭과 삶의 만족도 수준에서 통제집단

Table 4. Results from analysis of covariance of potential mediators’s effects

Depression

Anxiety

Kinesiophobia

Self-efficacy

Catastrophizing

Psychological inflexibility

Source

TypeIIISS

df

Pre score
Group
Error
Pre score
Group
Error
Pre score
Group
Error
Pre score
Group
Error
Pre score
Group
Error
Pre score
Group
Error

1.41
.79
387.10
12.62
41.24
356.10
88.21
6.73
729.66
319.27
11.39
6094.82
554.23
164.87
3567.63
985.78
1112.63
5434.99

1
1
49
1
1
49
1
1
49
1
1
49
1
1
49
1
1
49

F

MS
1.41
.79
7.90
12.62
41.24
7.27
88.21
6.73
14.89
319.27
11.39
124.38
554.23
164.87
72.80
985.78
1112.63
110.92

p

.18
.10

.753

1.73
5.67

.021

5.92
.45

.505

2.56
.09

.763

7.61
2.26

.139

8.88
10.03

.003

Table 5. Paired sample t-test result for ACT group and control group
ACT group (n=25)
Variable

Pain intensity
Pain interference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Anxiety
Kinesiophobia
Self-efficacy
Catastrophizing
Psychological
inflexibility

Control group (n=27)

Pre

Post

M (SD)

M (SD)

5.66
4.82
19.84
7.72
7.24
28.04
86.28
25.32
63.40

(0.58)
(1.28)
(5.58)
(3.38)
(2.06)
(3.59)
(11.79)
(6.38)
(12.27)

4.68
3.92
21.68
5.20
4.36
25.84
90.16
16.52
57.16

(0.83)
(1.32)
(6.24)
(3.04)
(2.67)
(3.86)
(11.42)
(7.40)
(11.50)

t

5.05
2.86
−1.51
2.60
4.24
2.95
−1.40
5.59
2.21

p

.000
.009
.144
.016
.000
.007
.174
.000
.037

Pre

Post

M (SD)

M (SD)

5.43
4.90
20.37
6.88
6.62
27.62
88.25
23.51
67.70

(0.49)
(1.80)
(5.75)
(3.41)
(3.0)
(3.48)
(14.20)
(8.14)
(16.11)

5.36
5.31
18.85
5.40
6.03
26.40
91.48
19.29
67.85

(0.88)
(1.93)
(6.24)
(2.53)
(2.75)
(4.19)
(11.23)
(10.38)
(11.16)

t

.39
−1.08

.99
2.10
.90
1.27
−1.01
2.07
−.05

p

.698
.287
.328
.045
.372
.213
.320
.048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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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강교육 효과는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에 유의미한 변
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한 실험집단에서는 치료 전에 비해 치료 후에 통증(t(24)=
5.05, p＜.001)과 통증간섭(t(24)=2.86, p＜.01)수준이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다음은 ACT집단과 건강교육집단 각각에서 처치 전 후에
잠정적인 매개변인에 차이가 있는 지 검증하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이다. 건강교육을 받은 통제집단은 교
육 전과 교육 후의 비교에서 우울(t(26)=2.10, p＜.05)과 재
앙적 사고(t(26)=2.07, p＜.05) 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
다. 반면 불안 및 운동공포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경
직성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ACT실험집단에서는 자기효능감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울(t(24)=2.60, p＜.05)과 불
안(t(24)=4.24, p＜.001), 운동공포(t(24)=2.95, p＜.01), 재
앙적 사고(t(24)=5.59, p＜.001) 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하
였고, 심리적 경직성(t(24)=2.21, p＜.05) 또한 유의미한 감
소를 보여주었다.

4. 효과 기제 분석
본 연구에서 잠정적으로 정한 매개변인들인 우울, 불안,
운동공포, 자기효능감, 통증관련 심리적 경직성 그리고 재앙
적 사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ACT의 치료기제를
밝힌 선행연구(Wicksell et al., 2010)에서 사용한 절차와 동
일한 방법인 Mackinnon 등(2007)의 매개효과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사후 측정치에서 사전 측정치를 뺀 값을 종속변
인으로 사용하였으며,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고, 사
후에 측정한 과정변인을 매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세 번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매개효과를 추정하였는데, 첫 번째는 종
속변인에 대한 집단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수
행하여 집단의 회귀계수(c)를 산출하였고, 두 번째는 매개변
인에 대한 집단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수행하
여 회귀계수(a)를 산출하였다. 세 번째는 종속변인에 대한
집단과 매개변인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수행
하여 매개변인의 회귀계수(b)와 집단의 회귀계수(c')를 산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매개효과는 a와 b를 곱하여 추정하였
다. a와 b를 곱한 경로에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Mackinnon
et al., 2007).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
트랩 검증을 사용하였으며 부트스트랩 검증에서 반복표본추
출회수는 5000번이었다.
ACT집단과 건강교육집단 간 치료 효과 비교 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통증과 통증간섭을 종속변인으로 하였고, 잠정
적 매개변인 중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불안과 심리적
경직성을 과정변인으로 하였으며,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하
여 분석하였다. 먼저 불안의 감소가 통증 감소에 대한 ACT
의 효과를 매개하는 지 분석해 본 결과,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지 않았으며(95% 신뢰구간= −0.424∼0.036), 심리적 경
직성의 감소도 통증 감소의 효과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95% 신뢰구간= −0.375∼0.195). 그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

Table 6. Results from mediator analyses with pain intensity (change scores: pre to post) as outcome measure
Mediator
Anxiety

Psychological inflexibility

Path

B

SE

t

p

a
b
Total (c)
Direct (c')
a*b
a
b
Total (c)
Direct (c')
a*b

−1.677

0.754
0.051
0.271
0.285
0.100
3.145
0.012
0.271
0.304
0.138

−2.225

.031
.352
.002
.006
.424
.001
.800
.002
.006
.807

0.048
−0.906
−0.826
−0.080
−10.692
0.003
−0.906
−0.872
−0.034

0.939
−3.341
−2.901
−0.800
−3.399
0.255
−3.341
−2.873
−0.244

Bootstrap results
(95% confidence interval)

−0.424∼0.036

−0.375∼0.195

Table 7. Results from mediator analyses with pain interference (change scores: pre to post) as outcome measure
Mediator
Anxiety

Psychological inflexibility

Path
a
b
Total (c)
Direct (c')
a*b
a
b
Total (c)
Direct (c')
a*b

B

SE

t

p

−1.677

0.754
0.094
0.497
0.525
0.177
3.145
0.022
0.497
0.552
0.258

−2.225

.031
.578
.011
.024
.619
.001
.338
.011
.007
.371

0.052
−1.310
−1.222
−0.088
−10.692
−0.022
−1.310
−1.541
0.231

0.560
−2.635
−2.328
−0.497
−3.399
−0.967
−2.635
−2.793
0.895

Bootstrap results
(95% confidence interval)

−0.493∼0.147

−0.139∼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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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간섭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보면, 불안(95% 신뢰구
간= − 0.493 ∼ 0.147)과 심리적 경직성(95% 신뢰구간=
− 0.139 ∼ 0.736)이 ACT에 의한 통증간섭의 효과를 매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ACT에 의해 통증
과 통증간섭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지만 유의한 매개변인
이 없어 그 치료기제를 밝히지 못하였다.

고 찰
본 연구는 수용전념치료(ACT) 프로그램을 만성통증에 적
용하여 효과를 검증하였고 치료기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요약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인 통증 및 통증간섭, 삶의 만족 수준 그리고
잠정적 매개 변인에 대한 ACT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증과 통증간섭 수준을 건강교육집단과 비교한 검
증 결과, 건강교육집단은 통증수준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
나 ACT집단은 처치 후 통증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
것은 이전의 선행연구(McCracken et al., 2005; Vowles et
al., 2009; Veehof et al., 2011)와도 일치하고 있으며 ACT
가 만성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Schutze et
al.(2010)에 따르면, 마음챙김은 재앙적 사고를 줄임으로써
회피를 줄이고 그로 인해 통증관련 신체부위의 적절한 사용
으로 장애를 막고 결국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
다. Morone et al.(2008)은 만성 허리통증을 가진 노인들에
게 마음챙김 명상을 8주 동안 적용하여 통증이 감소되었고
이는 노인의 만성통증을 위한 비약물치료의 가능성을 시사
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증간섭의 정도는 건강교육집단에서는 차이가 없었
지만 ACT집단은 그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것은 6
개월 이상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악성질환이 아닌 질병을 가
진 환자를 대상으로 통증간섭에 대한 ACT의 효과를 검증한
Wetherell et al.(2011)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통
증간섭은 통증부위의 불용으로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
에 ACT는 통증간섭을 줄여 신체 기능 장애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CT집단 프로그램이
통증과 통증간섭을 감소시킨다는 가설1.1을 지지한다. 본 연
구에서는 수용전념치료의 수용과 인지적 탈융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고통의 수준은 통증과 관련된 인지적 융
합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은 통증과 관련된 부
정적인 사고를 믿고, 그 사고와 감정들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을 말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들은 통증을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정상적인 감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통증과
관련된 사고, 감정, 행동에 직면하여 심리적으로 유연해짐으
로써 통증에도 불구하고 삶에 의미를 주는 일상적인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들은 통증이 있더
라도 종교, 교우관계 활동 등을 회복하고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둘째, 삶의 만족 수준은 건강교육집단에 비해 다소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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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이
것은 ACT가 삶의 질과 만족도에 유의한 개선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Johnston et al.(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 연구의 본 연구와의 차이점은 일반 성인을 대
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노인의 삶의 만족 수준을 증가시키
는 데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추후 연
령에 따른 연구와 전체 프로그램 실시기간을 증가시켜 재검
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ACT가 삶의
만족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가설 1.2는 지지되지 않았다.
셋째, 잠정적인 매개변인들의 치료효과를 검증한 결과, 건
강교육집단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ACT집단은 불안
수준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것은 불안 수준
에 대한 ACT의 효과를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들(Johnston
et al., 2010; Wicksell et al., 2010; Vowles et al., 2011;
Wetherell et al., 2011; Buhrman et al., 2013; Vowles et
al., 2014)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ACT모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신병리는 사적 사건을 회피하려는 ‘경험 회피’라고
보고 있다. 경험 회피는 불안을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며 마음챙김과 수용을 포함하고 있는 ACT가 이러한 경험
회피를 감소시킴으로써 불안 수준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
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통증
경험을 판단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마음챙김 훈련을 통해 통증과 관련된 모
든 감각, 정서, 생각을 알아차림으로써 두려움이 둔해지고
결국 회피행동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운동공포에 대한 치료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보
면, 처치 후 집단 간 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경추손상장애를 가진 대상으로 ACT의 효과를 검증한
Wicksell et al.(2010)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 선행연구(Wicksell et al., 2010)는 ACT를 전통적인 인
지행동치료와 비교하였는데, 이는 수용전념치료가 전통적인
인지행동치료에 비해 운동공포를 감소시키는 데는 덜 효과
적인 것으로 시사된다. 즉각적으로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운동에 대한 공포를 감소시키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
로 여겨진다. 그러나 건강교육 집단에서는 처치 전과 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ACT집단에서는 프로그램 적용
후 의미 있는 감소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ACT가 만성통증
환자가 통증으로 인해 포기하지 않고 운동이나 일상생활에
서의 활동을 지속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매개변인으로 본 심리적 경직성은 ACT의 최종목
표인 심리적 유연성의 반대 개념으로, 통증과 관련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면, 심리적 유연성은 통증과 싸우거나 피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중요한 가치의 방향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증과
관련된 심리적 경직성을 평가하였으며 하위요인으로 통증과
관련된 인지융합과 회피를 포함하고 있다. 심리적 경직성이
높은 경우,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통증이라고 생
각하며 통증을 덜 느끼기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포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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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심리적 경직성의 경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며, 하위요인 중 통증과 관련된 인지융합에서 뚜렷한 감소를
나타냈다. 건강교육 집단에서는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
면, ACT집단에서는 심리적 경직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즉, ACT프로그램을 통해 통증과의 싸움을 멈추고 가치 있는
삶에 더 전념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만성통
증 환자를 대상으로 ACT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들
(Wicksell et al., 2010; Wicksell et al., 2013)과도 일치하
는 결과이다. 심리적 유연성이 ACT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
표인 만큼, 본 연구에서의 치료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우울 수준의 분석 결과이다. 우울은 처치 후 두 집
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건강교육집단과 ACT집단
모두에서 처치 전에 비해 처치 후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기 때
문이다. 만성통증을 대상으로 ACT의 효과를 검증한 많은 선
행연구들에서 우울 수준을 평가하였고, 의미 있는 개선효과
를 보고하였다(Dahl, 2004; Vowles et al., 2008, 2009,
2014; Johnston et al., 2010; Wicksell et al., 2010;
Wetherell et al., 2011; Buhrman et al., 2013;
McCracken et al., 2013).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일관되는
결과지만, 본 연구에서는 ACT의 우울 감소효과가 건강교육
보다 크지 않았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ACT집단의 44%, 건
강교육집단의 51.9%가 배우자나 다른 가족과 살지 않는 독
거노인들이었다. 평상 시 늘 혼자 지내던 노인들에게 ACT프
로그램뿐만 아니라 건강교육의 참여 자체가 다른 노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상호 지지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만성통증 환자들에게 있어서 통증을 하나의 재앙으
로 생각하는 재앙적 사고 수준도 우울 수준의 결과와 마찬가
지로, ACT집단과 건강교육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그러나 처치 전과 후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는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 공포회피 모델
(Vlaeyen et al., 2000)에서, 통증에 대한 재앙적 사고는 통
증을 경험한 후의 첫 번째 단계로 통증이 만성적으로 진행되
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재앙적
사고 수준이 높은 경우,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지속될까봐
항상 걱정하며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다. Schütze et al.(2010)은 마음챙김 훈련
을 통해 재앙적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혀, 공포회피
모델에 마음챙김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ACT집
단에 적용한 마음챙김 훈련이 적절하였고 그로 인해 통증에
대한 재앙적 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만성통
증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ACT가 재앙적 사고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밝힌 Gauntlett-Gilbert et al.(2013)
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건강교육
집단에서도 재앙적 사고 수준이 유의하게 개선되어 처치 후
비교 결과 두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재
앙적 사고 수준에서도 ACT프로그램만의 효과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건강교육집단에서 재앙적 사고가 유의하게
개선된 이유를 예측해 보면,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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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확한 지식 습득과 각각의 질병에 따른 일상생활에
서의 통증관리와 간호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통증을
하나의 재앙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일상생활의 관리로 어느
정도는 개선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로 생각된다.
마지막 잠정적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 수준은 처치 후에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ACT집단에서 약간의
증가는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또
한 이것은 Wicksell et al.(2013)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Wicksell et al.(2013)은 섬유근육통을 진단받은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ACT를 적용하여 우울, 불안,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에서도 대기자 집단에 비해 유의한
개선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의 치료기제
는 심리적 유연성임을 밝혔다. 본 연구와의 차이점은 대상자
의 평균 연령이 45.1세이었으며 실험집단에게 제공되었던
ACT프로그램이 12회기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만성통증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은 통증에 적응하여 적절히 대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
이 높은 사람은 통증에 대한 회피 행동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에 있어 의미 있는 개선효
과를 확인 할 수 없었다. 고연령의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젊
은 성인들에 비해 자신감이 낮을 수 있으며 그 낮은 자신감
또는 자기효능감을 8회기 내에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
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 수준이 뚜렷한
변화를 보이려면 ACT프로그램의 8회기만으로는 부족하고
12회기 또는 그 이상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요약하면, 잠정적인 매개변인 중 불안과 심리적 경직성은
건강교육집단에 비해 ACT집단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으
며 이는 가설 1.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반면 그 이외 매개
변인으로 예측한 우울, 재앙적 사고, 운동공포, 그리고 자기
효능감은 ACT집단이 건강교육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개선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1.3을 지지하지 않
은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가설 1.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두 번째 연구과제는 통증 및 통증간섭 그리고 삶의 만족
수준에 미치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가져온 매개변인이 무엇
인지를 알아내 치료기제를 밝히는 것이다. ACT 집단치료에
서 통증과 통증간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변인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잠정적으로 가정된 모든 매개변인이 통증과 통증
간섭의 감소효과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1은 지지되지 않았다. 심리적 경직성의 감소가 통증
간섭의 감소효과를 매개하지 못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능 장
애의 감소효과가 심리적 유연성의 향상에 의해 매개되었다
고 보고한 Wicksell et al.(2010)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
다. 이렇게 상이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연구 대상과 프로그
램 진행방법이 다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와 비
교해 볼 때, 2회기가 더 많았으며 무엇보다도 개인치료와 집
단치료의 차이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ACT를 노인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의 회기를 더 늘릴 것을 제안하고 개인치료와 집단치료의 차
이를 비교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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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만성통증에 대한 ACT 접근이
통증과 통증간섭을 감소시켜 치료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
며, 불안과 심리적 경직성에도 ACT 접근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에 기초해 잠정적으로 예측한 매개
변인이 치료효과를 매개하는 지 검증하였으나 가정된 모든
변인이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보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가한 대상자는 거의 대부분 여성노인들
이었다. Wicksell et al.(2013)도 섬유근육통을 호소하는 여
성 환자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자기효능감, 우울, 불안, 그
리고 삶의 질이 개선되는 ACT의 효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한 연구(Bränström et al., 2008)에 의하면, 운동공포 수준
에서 성별의 차이가 있으며 운동에 대한 공포 수준이 높은
여성의 경우에 통증과 통증간섭, 장애 그리고 삶의 불만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 성별 차이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추후에는 남성 노인들의 참가 비율을
균등하게 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모두 자기보고식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참가자가 자신을 왜곡할 수 있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일관되게 응답하는 반응 경향성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McCracken et al.(2005)은 만
성통증 환자에게 ACT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 우울, 불안
과 같은 변인에다 일차 건강기관 방문과 진통제 사용에 대한
변인을 포함시켰다. 이는 피검자가 왜곡하기 어려운 변인으
로서 자기보고식 검사도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유용한 측정
변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는 진통제 사용량이
나 병원 방문 횟수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변
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증의 재앙적 사고(Sullivan et
al., 1995)와 통증관련 심리적 경직성 척도(Wicksell et al.,
2008)는 국내에서 아직 타당화 되지 않은 척도들로 본 연구
에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두 척도 모두 적합
한 신뢰도 지수를 보였지만, 추후에 두 척도에 대한 충분한
타당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만성통증을 호소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ACT의 치료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만성통
증을 가진 노인들에 대한 ACT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ACT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주로 심리적인 문제를 다
루는데 적용되어 왔는데, 국내에서 다른 의학적 질병을 가진
임상 집단에 적용한 예는 극히 드물다. 최근 만성통증 환자
를 대상으로 하여 ACT를 적용한 국내의 한 연구(Jang YS,
2015)에서는 30∼범위40대의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실험집단에게만 처치를 제공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ACT
를 적용한 대부분의 연구는 비교집단이 대기자집단인 경우
가 많아 그 결과에 치료자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배제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임상집단이면서 70∼80대의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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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만성통증은 여러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노인
들에서의 통증 관리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젊은 성
인들이 갖는 통증은 수술이나 운동 등의 재활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노인들의 만성통증은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스관절염과 같은 만성퇴행성 질환들이 그 원인이 된
다. 이는 불가역적인 질병으로 완치가 불가능함은 물론 나이
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진행되어 간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
선택한 의학적 치료는 일시적이거나 부작용을 야기 시켜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질환을
가진 노인들은 남은 삶을 통증과 함께 살아가야하기 때문에
심리프로그램으로 인한 통증과 통증간섭의 감소효과는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성통증 노인을 대상으
로 한 ACT의 연구는 국외에서도 McCracken et al.(2012)
의 연구가 유일하며 국내에서는 본 연구가 처음으로 실시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증과 통증간섭을 감소시키는
데 만성통증에 대한 치료로 그룹형태의 ACT 개입이 임상질
환을 가진 노인에게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심리적 중
재가 통증과 통증간섭을 감소시키는 의학적 통증치료에 대
한 부가적인 치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ACT집단의 대상자 중 88%에서 통증 수준이 감소
하였고, 72%에서 통증간섭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임상적 의
미가 있는 높은 수준의 불안 대상자 중 91%가 정상범위 내
로 감소하였고, 우울 수준은 71%가 감소하였다. 우울 수준
의 경우에 건강교육집단과의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지만 임상적인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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