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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안 경향자의 해석편향수정 훈련 효과: 긍정적 심상 관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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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messages
본 연구는 사회불안 성향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적 심상 관점을 결합한 해석편향수정(CBM-I)
훈련이 긍정해석편향 증가와 사회불안의 감소에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44명의 참가자를 선별
하여 자발적심상, 장관점, 관찰자관점 세 조건에 무선 할당하였다. CBM-I 훈련은 모호한 사회적 시나리오
에 대해 단어완성과제를 한 후, 그 시나리오의 심상을 떠올리도록 한다. 자발적심상 집단은 긍정적 심상을
자유롭게, 장관점 집단은 1인칭으로, 관찰자관점 집단은 3인칭으로 긍정적 심상을 생성하였다. CBM-I 훈
련 이후 세 집단 모두 긍정해석편향의 증가, 사회불안의 감소를 보였으며, 훈련 종료 4주 이후에도 개입
효과가 유지되었다. 이는 CBM-I 훈련이 준임상 수준의 사회불안 경향자에게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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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s whether cognitive bias modification-interpretation (CBM-I) training
facilitates an increase in positive interpretive bias and a decrease in the social anxiety level of college
students.
Methods: We selected 44 college students in Daegu and Gyeongbuk, with high levels of subclinical
social anxiety, by measuring the intensity of their condition. The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ree groups: the voluntary imagery group, field perspective group, and observer perspective
group. CBM-I training was conducted to stimulate the recall of scenes in ambiguous social scenarios
after the word completion task. In the voluntary-imagery group, positive imagery was freely recalled. In
the field perspective group, positive imagery was recalled from a first-person perspective. The observer
perspective group was instructed to recall positive imagery from a third-person perspective.
Results: After the CBM-I training, all three groups showed an increase in positive interpretation bias and
a decrease in social anxiety,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hree groups. Moreover,
even four weeks after the CBM-I training, all three groups maintained a degree of positive interpretation
bias and reduced social anxiety. This study concludes that when CBM-I training is administered for
social anxiety, positive interpretation bias improves, and the social anxiety level of the voluntary imagery,
field perspective, and observer perspective groups lowers.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CBM-I training is effective in enhancing positive interpreting bias
and diminishing subclinical social anxiety.
Key Words: Social anxiety, Interpretation bias, Positive imagery, Observer perspective, Field perspective

272 Da In Kim, Hyae Young Yoon

서 론
현대인들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타인에게 평가받거나
관찰되는 상황에 노출되는데 이러한 상황들에 놓이게 되
면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불안을 경험한다. 불안이
란 감정이 우리를 준비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적응적이라
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상황들이 과도한 불안을
경험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고통을 느끼며 사회적 상황들
을 지속적으로 피하게 만든다. 이는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의 주 증상으로, 사회불안장애 환자들
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찰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에 대해 과도하게 두려
움을 보인다[1]. 사회불안장애에 대한 미국의 역학조사에
의하면 평생 유병률이 12.1%이고 준임상 군까지 포함했
을 때 약 25%에 해당되는 것을 고려하면[2], 많은 사람들
이 사회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불안장애는 사회적 관계형성이 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현대인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장애이며, 치
료를 받지 않으면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기에 효과적인 심
리치료를 필요로 한다.
사회불안장애에 효과적으로 알려진 치료 중 하나로 인
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가 있다. 인
지행동치료에서는 사회불안의 발달 및 유지와 관련된 역
기능적 신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지적 재구성이나 행
동 실험과 같은 기법들을 사용한다. 인지행동치료가 사회
불안증상이나 정보처리편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치료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어 왔지만, 다른 불안장애에 비
해서 사회불안장애의 인지행동치료 효과가 다소 낮은 편
이다[3]. 인지행동치료의 경우, 치료 중 환자가 직접 참여
해야 하는 과제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10회기에서 15회
기로 진행되는 긴 치료 기간으로 인해 치료 완료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인지행동치료와 같은 심리치료는 언어적이고
외현적인 지시로 이루어진 기법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적
이며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정보처리편향을 변화시
키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4].
기존의 심리치료가 갖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심리치료
서비스 접근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몇몇 사회불안장애
환자들은 낯선 치료자에게 사적인 정보를 밝히는 것을 꺼
려하고 비용이나 낙인 문제로 인해 심리치료에 대한 거부
감을 가지고 있어서 심리치료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5]. 한국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문제가 더욱 심각
한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6년 전국 정신질환 실태
조사[6]를 보면, 정신질환 경험자가 정신의료서비스를 이
용하는 비율은 22.2%에 불과하여 캐나다(46.50%), 미국
(43.10%), 벨기에(39.50%)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
은 수준이다. 2016년 불안장애의 유병률이 9.3%로 낮은
것을 고려하면[6], 사회불안장애 환자들이 정신의료서비
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불안장애의 증상 변화를 위해서는, 접근성이 높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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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비의식적인 정보처리편향 수정을 포함하는 효과적
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해석 편향(interpretation bias)은 사회불안장애의 발현
과 유지요인으로 설명되는 다양한 인지적 정보처리의 편향
중 하나로, 모호한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원인이나 결
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말하며, 사회불안 증
상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인지적 변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최근
에는 컴퓨터 기반의 개입 방법인 해석편향수정(cognitive
bias modification of interpretation, CBM-I) 훈련이
개발되고 있다.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은 모호한 사회적 상
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약간의 부정적인 사회적
상황에도 파국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7], 긍정적
으로 해석하는 경향 또한 부족하다[8,9]. 이러한 해석편향
은 자동적, 암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4],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CBM-I 훈련에서는 컴퓨터 기반의 과제
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좀 더 긍정적인 정보처리양
식을 훈련하도록 만드는데 초점을 둔다. CBM-I 훈련을
사용한 다양한 연구에서 사회불안자의 부정적인 해석 편
향의 감소, 긍정적인 해석 편향의 증가 및 사회불안 수준
의 감소가 보고되었다[10-12]. 하지만 이러한 CBM-I 훈
련 연구결과들의 효과 크기가 해석 편향에 있어서는 중간
정도, 불안에 대해서는 작은 효과 크기가 나타나[13] 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CBM-I 훈련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조절 변인(moderator)을 확인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준임상 집단을 대
상으로 훈련하는 것, 회기 수를 늘리는 것, 심상 지시문을
사용하는 것, 실험실 안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CBM-I 훈련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14,15].
이 연구에서는 CBM-I 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준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단발성의 훈련이 아닌 반복적인 훈
련 회기로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CBM-I 훈련 과정에서
심상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미 다 회기
(multi-session)로 훈련을 진행한 몇몇 연구들은 단일 회
기(single session)로 훈련을 진행했을 때보다 더 긍정적
인 결과가 야기된다는 사실이 검증된 바 있으며[11,16,17],
본 연구에서도 훈련효과의 증진을 위해 회기 수를 4회기
로 증가시켜 실시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사회불안이 높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3주 동안 3번의 CBM-I 훈련을 실
시한 Yoon [18] 연구에서도 긍정해석훈련 집단이 대기자
집단에 비해 모호한 상황을 위협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해
석하는 경향이 증가하였고 이후 사회불안 수준도 감소하
였으나, 해석편향의 변화 경향성만 관찰되는 등 효과 크기
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연구에서는 CBM-I의 효과
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4회기로 회기 수를 증가시켰다.
뿐만 아니라, CBM-I 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
한 선행 연구에서는 심상(imagery)을 주요한 치료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19]. 이는 사회불안장애를 설명하는 인지
적 모델에서 부정적 심상이 장애의 발달 및 유지의 핵심 요
인으로 여겨 지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불안자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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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긍정적인 심상을 유도한 연구들은 국내외로 활발히 진
행되고 있고, 그 효과 또한 입증되고 있으며[20-22], 우울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상을 결합한 CBM-I 훈련을 진행
한 연구들 역시 반복적인 인지편향 수정 훈련이 해석 편향
의 변화 및 우울 증상의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
다[23,24]. 사회불안자들을 대상으로 CBM-I와 심상을 결
합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나 CBM-I의 효과나 긍
정적 심상의 효과가 독립적으로 사회불안 증상의 감소에
효과적이었음을 고려했을 때, 사회불안자들에게 긍정적인
심상을 떠올리도록 하는 절차와 함께 CBM-I 훈련을 다
회기 방식으로 개입한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사회불안장애 환자에게 긍정적인 심상을 떠올리
도록 할 경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변인이 있는데, 바로
심상의 관점(perspective)이다. 우리는 과거 사건을 회상
하거나 미래 사건을 상상할 때 특정한 관점을 취하면서 이
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이는 관찰자 관점과 장관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관찰자 관점은 3인칭 관점이라고도 하
며 마치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처럼
자신을 주의의 대상으로 두는 것을 말한다. 장 관점은 1인
칭 관점이라고도 말하며 기억을 부호화 할 때 경험하는 것
과 같은 관점으로 자신의 눈을 통해 보는 것을 말한다
[25,26]. 사회불안장애 환자는 사회적인 상황을 상상할 때
마치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관찰하는 것과 같은 관찰
자 관점(observer perspective), 즉 3인칭 관점으로 해
당 상황을 상상하는 경향이 있지만, 비사회적인 상황을 상
상할 때는 자신이 의식의 주체가 되는 1인칭 관점인 장 관
점(field perspective)으로 심상을 떠올린다[27]. 이렇게
사회불안장애 환자들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주로 관찰자
관점의 부정적 심상을 생성하고, 이는 자기 초점적 주의
(self-focused attention)를 더욱 증폭시켜 부정적인 자
기상을 유지시키게 한다는 면에서 자신이 떠올리는 심상
의 관점(perspective)이 사회불안의 유지와 발현에서 어
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심상을 떠올릴 때 관찰자 관점보다는 장 관점을 유지하
여 긍정 정서 및 해석 편향을 수정하고자 시도한 몇몇 연
구들이 존재한다. 발표 상황에 있는 참가자에게 관찰자 관
점을 유지하도록 했을 때 집단의 사회불안 수준과 상관없
이 부정적인 사고와 안전 행동이 증가하였고, 관찰자 관점
을 유지한 사회불안이 높은 집단만이 장 관점을 유지한 집
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고하였다[28]. 긍정적 심
상의 관점에 따라 정서나 해석편향에서 차이를 보인 Heyes
등[29]의 연구에서는 장 관점으로 사진-단어 심상 훈련을
한 집단이 관찰자 관점으로 훈련을 한 집단보다 모호한 사
진에 대해 더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했고 부정적인 해석 편
향도 더 많이 감소하였다. Holmes 등[30] 연구에서도 관
점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는데, 참가자가 100
개의 긍정적 스크립트를 장 관점 심상으로 떠올렸을 때 관찰
자 관점과 언어적 조건의 참가자들보다 긍정적 정서의 증
가를 보고하였다. 반대로 관찰자 관점 집단과 언어적 조건

의 참가자들은 긍정적 정서의 감소를 보고하였고, 이는 긍
정적 사건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장
관점의 심상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장 관점으
로 심상을 떠올리면 긍정적 해석편향과 긍정적인 정서의
증가를 보이며[30], 관찰자 관점과 달리 자신이 아닌 상황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사회적 상황에서 객관적인 자기상을 가지
지 못하는 사회불안자에게 장 관점을 취하게 하는 것은 치
료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CBM-I 훈련 절차에 심
상과 관점의 요소를 추가하여 미래와 관련된 긍정적 심상
을 떠올리는 방식으로 긍정적 심상을 조작하는 다 회기
CBM-I의 효과가 사회불안의 감소나 해석 편향의 변화를
야기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미래와 관련된 긍
정적 심상을 떠올리도록 조작한 동시에, 관찰자 관점과 장
관점을 조작하여 어떤 관점을 취했을 때 사회불안 증상 및
해석 편향의 변화에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뿐
만 아니라 스트레스-취약성 모델(stress-diathesis model)
에 의하면 부정적인 인지 편향과 같은 잠재적인 취약성이
스트레스 상황을 만났을 때 불안 또는 우울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Murphy 등[12]의 연구에 따라, 4회기
훈련 종료 후 추후 회기 측정 시 예기불안유도절차를 사용
하여 사회불안자들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사회적 상황을
노출시켜 부정적 인지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도 CBM-I의
효과가 지속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대구 경북 소재의 사립대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하였고, 교내 홈페이지 게시판에 ‘발
표 불안 및 대인관계 불안 완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이
라는 공고문을 올려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Lee와 Choi [31]의 연구를 참고하여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SADS)에서 1 표준편차 이상의 기준인 85점 이상,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단축형(Brief-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B-FNE) 42점 이상에 해당된 사람을
사회불안 경향자로 규정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총 44명으
로 실험 신청 순서에 따라 무작위로 자발적 심상 조건 14
명(남자 3명, 여자 11명), 관찰자 관점 조건 15명(남자 3
명, 여자 12명), 장 관점 조건 15명(남자 3명, 여자 12명)
으로 할당되었다. CBM-I 훈련 4회기까지 완료한 참가자
들은 총 44명이었고, 추후 회기까지 완료한 참가자들은
총 4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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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도구
1) 자기보고식 검사
(1) 사회적 회피 및 불안감 척도(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SADS)
Watson과 Friend [32]가 개발하고 Lee와 Choi [31]
이 번안한 것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
와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
서 척도는 참가자를 선별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총 28문
항으로 5점 척도(1∼5점)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 점수의 범
위는 28점에서 140점까지 분포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
록 높은 사회불안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의 점
수가 85점 이상일 경우 실험 대상자로 선별되었다. 본 연
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4였다.
(2)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단축형(Brief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B-FNE)
Watson과 Friend [32]가 원래 30문항으로 제작한 것
에서 Leary [33]가 전체 점수와 0.50이상의 상관이 있는
문항만을 선별하여 제작되었다. 척도는 타인으로부터 부
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며 본 연구
에서 척도는 참가자를 선별하기 위해 Lee와 Choi [31]이
번안한 5점 척도(1∼5점)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
는 총 12문항으로 12점에서 60점까지 점수가 분포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많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3이었다.
(3)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증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Radloff [34]가 개발하고 Chon 등[35]이 한국판으로 번
안한 것으로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많
이 사용되는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척도는 집단 간 우울
점수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총 20문
항으로 점수 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 분포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
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2였다.
(4) Liebowitz 사회불안 척도(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LSAS)
Liebowitz [36]가 개발하고 Yu 등[37]이 번안한 것으로
사회공포증의 상황적 요인들을 평가한다. 척도는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적 요인으로 발표 상황(speak), 공공장소의
상황(public), 낯선 사람과의 상호작용 상황(strange), 자
기주장 상황(assert),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의 수
행 상황(obs)의 5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참가자들이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상황적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훈련 전후로 참가자들의 사회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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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척도는 총 24
문항으로 점수 범위는 0점에서 72점까지 분포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안과 회피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92였다.
2) 해석편향측정도구
(1) 스크램블 문장 완성 검사(Scrambled Sentence
Task, SST)
참가자의 해석편향측정치를 구하기 위해 스크램블 문장
완성 검사[38,39]를 사용하였다. SST는 모호한 정보에 대
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성을 측정
하는데 사용된다. 문항 당 여러 개의 단어가 무작위로 섞
여 있고 참가자들은 단어들을 사용하여 문법적으로 올바
른 문장을 완성하라는 지시를 받는데, 이 때 문장은 긍정
적인 해석 또는 부정적인 해석 중 하나로 완성될 수 있다.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 중 참가자가 긍정적인 문장보다
부정적인 문장을 많이 만들었다면 그 참가자는 부정적인
해석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Heyes
등[29]의 연구에서 사용한 SST를 번안한 것과 Standage
등[40]의 연구에서 SST를 만든 방식대로 B-FNE와 SADS
의 척도 문항을 참고하여 총 60개의 스크램블 문장을 만
들어 사전, 사후, 추후 측정에 각각 20문항씩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에게 ‘보인다/현명한/나는/것처럼/어리석은/타
인에게’으로 구성된 스크램블 문장을 제시했을 때, ‘나는
타인에게 현명한 것처럼 보인다.’로 완성하면 긍정 해석,
‘나는 타인에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로 완성하면 부
정 해석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총 20
개의 문항 중 긍정적으로 문장을 완성한 비율을 구해 긍정
해석편향 측정치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에게
SST를 보고 제일 먼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문장을 가급적
빨리 적어 달라고 지시하였으며, 검사를 완성하는 데 대략
4분 정도 소요되었다.
(2) 단어문장연합패러다임(Word Sentence Association
Paradigm, WSAP)
Beard와 Amir [16]의 연구에서 해석편향수정을 위해
개발된 컴퓨터화된 도구이다. WSAP는 위협 단어 또는 비
위협단어가 제시되고 이후 모호한 상황의 문장이 나타나
면 이전에 제시했던 위협 또는 비위협단어와 서로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그 다음 모호한 상황의 문장을 참가자
가 긍정적으로 해석했는지 또는 부정적으로 해석했는지를
질문하는 이해질문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Kim [41],
Yoon [18]이 기존의 WSAP를 한국적 상황에 적합하게
변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WSAP는 정답 관련 피드백을
주는 기존의 WSAP와 달리 모호한 상황에 대해 참가자가
제대로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해질문이
추가되었다. 이해질문은 Mathew와 Mackintosh [10]의
연구를 참고하여 모호한 문장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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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WSAP의 제시 화면 예는
아래의 Fig. 1에 제시하였고 WSAP의 구체적인 진행은
다음과 같다.
WSAP의 경우, 컴퓨터 화면에 응시점이 나온 후 위협
단어 또는 비위협 단어 중 하나가 제시되며, 단어가 사라
지면 바로 모호한 문장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당황하다’
라는 위협 단어가 제시된 후 바로 ‘당신이 말하자 사람들
이 웃습니다.’의 모호한 상황의 문장이 나타난다. 참가자
들은 이전에 제시된 단어와 모호한 문장이 서로 관련이 있
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면 ‘Z’키를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면 ‘/’키를 누른다. 만약 비위협 단
어와 모호한 문장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면 긍정해석편
향을 나타내는 것이고, 위협단어와 모호한 문장이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면 부정해석편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관련
성에 응답하고 나면 이해질문이 제시되는데 이해질문은
‘당신이 실수한 것 같나요?’와 같은 부정적 질문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유머 있다고 생각하나요?’와 같은 긍정
적 질문이 50대 50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이해질문은 참
가자가 모호한 상황의 문장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나타
내는데, 긍정적 질문에 ‘예’, 부정적 질문에 ‘아니오’를 답
한 경우 참가자는 모호한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을 한
것으로 보며 이는 긍정해석편향 측정치로 사용될 수 있다.
반대로 긍정적 질문에 ‘아니오’, 부정적 질문에 ‘예’를 답
할 경우 참가자는 모호한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해석을 한
것으로 보며 이는 부정해석편향 측정치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긍정해석편향 측정치는 부정적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 긍정적 질문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다. 이해 질문 반응시간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연습효과로 인하여 후반부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고, 위협ㆍ비위협 단어와 모호한 문장의 관련
성에 대한 질문의 경우, 참가자들이 제시된 단어가 이전
문장과 대부분 관련성이 있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아 해
석편향측정치에서 제외되었다. WSAP는 CBM-I 훈련 전후,
훈련 종료 4주 후에 참가자들의 해석편향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WSAP를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대략 10분 정도였다.

3) 심상 관점 확인 절차
참가자들이 평소에 심상을 떠올릴 때 주로 어떤 관점을
취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D’Argembeau와 Van der
Linden [42]의 연구에서 사용한 심상 관점 확인 절차를
참고하여 질문을 제작하였다. CBM-I 훈련 시나리오를 상
상할 때 시나리오의 특성상 참가자들은 미래 시점으로 상
상을 하게 된다. 따라서 참가자들이 평소 미래를 상상할
때 주로 어떤 관점을 취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심상 관점
확인 절차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6개의 미래 시간 단
서가 제시되는 화면을 본 후, 눈을 감고 그 시간 단서에
해당하는 미래 사건을 충분히 상상하였다. 참가자들에게
상상해야 하는 미래 사건은 자신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
는 일이어야 하고 최대한 상세히 떠올려야 한다고 지시하
였다. 참가자가 미래 사건에 대해 충분히 이미지를 떠올렸다
고 생각되면 ‘스페이스 바’를 누르게 한 뒤 그 이미지의 관점
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심상 관점 확인은 Nigro
와 Neisser [25]가 개발한 7점 척도의 심상 관점 확인 질
문을 사용하여 본인이 떠올린 심상이 장 관점(1인칭)으로
떠올린 것에 가까우면 −3, 관찰자 관점(3인칭)으로 떠올린
것에 가까우면 +3으로, −3에서 +3 중 가장 적합한 숫자
를 누르도록 하였다. 참가자가 6개의 미래 시간 단서에 대
해 떠올린 심상의 관점을 체크한 값은 평균을 구하여 사용
하였다. 시간은 총 5분 정도 소요되었다.

3. 실험 도구
1) 실험 장치
본 연구에 사용된 해석편향 측정 프로그램인 WSAP와
해석편향 훈련 프로그램인 CBM-I, 심상 관점 지시문은
Direct RT v2016을 이용해 제작하였다. 실험 자극과 지
시문은 16인치 컴퓨터 화면으로 제시되었으며 참가자들
의 반응과 반응시간은 모두 실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
로 측정되었다. 참가자들은 모니터 이외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자극은 모두 차단된 공간에서 실험에 참여하였다.
2) 해석편향수정프로그램(Cognitive Bias ModificationInterpretation, CBM-I)
해석편향수정 프로그램(CBM-I)은 컴퓨터 기반의 과제

Fig. 1. Example of word sentence association paradigm presentation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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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좀 더 긍정적인 정보 처리 양
식을 갖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둔 기법이다[10].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2주 동안 4회기, 회기 당 100개의 시나리오
를 사용하였고, 긍정 시나리오와 중립 시나리오를 8:2 비
율로 구성하여 총 320개의 긍정 시나리오와 80개의 중립
시나리오로 훈련을 진행하였다[11]. 긍정 시나리오는 모
호한 사회적 상황의 시나리오가 긍정적으로 해결되었고 중
립 시나리오는 ‘청소하기’와 같은 비사회적 상황의 내용으
로 구성하였다. CBM-I 훈련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
된다. 모호한 상황의 시나리오를 한 문장씩 화면에 제시하
고 이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마지막 문장에 있는 단어를
완성한다. 이때 마지막 문장에 있는 단어를 완성시킴으로
써 시나리오의 모호함이 긍정적 또는 중립적으로 해결된
다. 참가자가 단어를 완성하면 참가자가 그 시나리오를 이
해하였는지 묻는 이해질문이 제시된다. 참가자가 긍정 시
나리오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을 하여 이해질문에 답할 경
우 ‘맞았습니다.’ 라는 피드백을 주었고 부정적인 해석을
하여 이해질문에 답할 경우 ‘틀렸습니다.’ 라는 피드백을 주
어 참가자가 시나리오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참가자가 이해질문에 답하고 나면 완성했던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심상을 떠올리도록 지시하는 관점 지시
문이 제시된다. 관점 지시문은 집단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
었고, CBM-I 훈련 제시 화면은 Fig. 2에 제시하였다.
3) 심상 관점 지시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상 관점 지시문은 Choi와 Kwon
[28], Choi와 Choi [43], Heyes 등[29]의 연구들을 참고
하여 각 시나리오 상황에 맞게 각색하였다. 집단에 따라
심상 관점 지시문은 다르게 제시되었는데, 세 집단 모두
시나리오 상황에 자신이 있다고 상상하도록 하였다. 여기
에 장 관점의 경우 추가적으로 1인칭의 관점으로 시나리
오 상황의 대상 및 주변 환경을 떠올릴 수 있도록 지시문
을 만들었고, 관찰자 관점의 경우 마치 제3자가 바라보듯
이 그 시나리오 상황에 있는 자신이 수행하는 모습을 TV
화면으로 본다고 상상하라고 지시문을 만들었다. 예를 들
면 교양 수업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의 모호한 시나리
오가 ‘흥미’라는 단어를 완성하면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해
결되고 난 후 다음과 같은 심상 관점 지시문이 제시된다.
자발적 심상 집단의 경우 ‘당신이 이 발표 상황에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장 관점 집단의 경우 이에 더하여 ‘당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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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본다고
상상하십시오.’, 관찰자 관점 집단의 경우 ‘당신이 발표하
고 있는 모습을 TV화면으로 본다고 상상하십시오.’라고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이 관점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만들
기 위해 장 관점의 경우 1인칭 관점의 사진 자극(주변 사
물이나 주위 환경만 볼 수 있는 사진), 관찰자 관점의 경우
3인칭 관점의 사진 자극(행위자의 모습 및 주변 상황을 함
께 볼 수 있는 사진)을 사용하였다. 각 시나리오 당 참가자
들이 상상하는 시간은 대략 5초로 설정되었다.

4. 연구 절차
저자들이 소속된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40525-201611-HR-134)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
다. 본 연구는 2주 동안 4회기, 4주 후 추후 회기로 이루어
졌으며 CBM-I 훈련은 각 회기 당 100시행을 실시하였다.
회기 수와 시행 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하였다[11]. 전
체적인 연구절차는 Fig. 3에 도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실험 목적과 비밀보장 등이 명시되어 있는
실험 동의서를 작성한 후, 해석편향을 측정하는 WSAP와
SST, Liebowitz 사회불안 척도를 완성하였다. 그 다음 참
가자가 주로 많이 취하는 심상 관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미래 시간대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상상한 후 심
상 관점 확인 척도를 완성하였다. 이어서 참가자는 레몬을
자르는 심상을 떠올리는 심상 유도 연습[44]을 하였는데,
집단에 따라 각기 다른 관점에서 해당 장면을 상상하도록
지시하였다. 예를 들면 관찰자 관점 집단의 경우 ‘레몬을
자르는 당신의 모습을 보라.’, 장 관점의 경우 ‘잘려지는
레몬을 당신의 눈을 통해 보라.’, 자발적 심상 집단의 경우
‘레몬을 자르는 상상을 자유롭게 떠올려라.’라고 지시하였
다. 그 다음 참가자들은 CBM-I 훈련을 대략 45분 정도
참여하였고, 훈련을 마치고 난 후 다음 회기 일정을 잡고
실험을 종료하였다.
2회기, 3회기에 참가자들은 CBM-I 훈련만 하였고, 4회
기에는 CBM-I 훈련을 한 후 중립적인 시나리오를 완성하
는 필러 과제를 완성한 후에 사후 측정으로 WSAP와 SST,
Liebowitz 사회불안 척도를 완성하였다. CBM-I 훈련에 대
한 간단한 디브리핑을 한 후 추후 회기에 대해 안내하였다.
4주 후 추후 회기에 참여한 참가자들에게 예기 불안 유
도 절차를 실시하였다. 예기 불안 유도 절차는 Murphy
등[12]이 사용한 방식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두 명의 연

Fig. 2. Example of CBM-I presentation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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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BM-I training procedure.

구 보조자와 5분간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하여 참가자
들의 불안을 유도한 후, WSAP와 SST, Liebowitz 사회불
안 척도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참가자가 모든 추후 검사들
을 완성하고 나면, 연구 보조자와 대화를 나누는 절차는 실
제 진행하지 않는다고 고지를 했고, 실제 연구 보조자와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믿었는 지의 여부 및 불안 정도(1점
‘전혀 불안하지 않다.’∼5점 ‘매우 불안하다.’)를 확인하였
다. 참가자들은 모두 대화를 할 것이라고 믿었으며 4∼5
점정도의 높은 예기 불안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참가
자에게 예기 불안 유도 절차가 필요한 이유 및 본 연구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불안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간
략하게 설명하였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6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장 관점 집단과 관찰자 관점 집단 그리고 자발적 심상 집
단의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2
ANOVA) 및 χ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를 산출하였고, 집단별로 심상 관점이 잘
조작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3 (관점; 장 관점군, 관찰
자 관점군, 자발적 심상군)×2 (시기; 처치 전, 처치 후) 반
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
였다. 셋째, WSAP 이해질문 비율과 SST 그리고 LSAS 점
수에서 각 집단 별 해석편향수정 전후로 훈련 효과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효과크기(Cohen’s d)를 산출하였다. 넷
째, 각 집단 별 해석편향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3 (관점;
자발적 심상군, 장 관점군, 관찰자 관점군)×2 (시기: 사
전, 사후)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 ANOVA)
을 실시하였다. 이 때 관점을 피험자 간 변인으로 시기를
피험자 내 변인으로 설정한 후, WSAP 이해질문 비율,
SST 긍정적 문장 완성 비율, LSAS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각각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추후 회기에서는 CBM-I 훈
련 4회기를 모두 완료한 44명의 참가자 중 41명이 참여
하여 중도 탈락한 3명의 참가자 추후 검사 결과는 LOCF
(last observation carried forward) 분석을 사용하여
구하였다. LOCF 분석은 중도 탈락된 참가자의 점수가 탈
락 직전의 점수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추후 회기에 참여하지 않은 3명의 참가자의 사후
검사 결과를 사용하여 추후 검사의 누락된 점수를 추정하
였다. 이후 각 집단 별로 사전-추후, 사후-추후의 긍정해
석편향 측정치와 사회불안 점수에 대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효과크기(Cohen’s d)를 구하였다.

결

과

1. 사전 동질성 검증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사전 검사 점수에서 차이
2
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χ 검증을 실
시하였다. 세 집단 간 연령(F=0.74, p＞0.05), 사회적 회
피 및 불편감 점수(F=3.10, p＞0.05), 부정적 평가에 대
한 두려움 점수(F=1.12, p＞0.05), LSAS 점수(F=1.79,
2
p＞0.05), 우울 점수(F=0.90, p＞0.05), 성별(χ =0.01,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무선 배정된 각 집단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심상 관점이 집단 간 처치에 따라 전후로 변화했는
지 확인하기 위해 Nigro와 Neisser [25]가 개발한 심상
관점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한 값으로 집단(3)×시기(2)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 시기와 집
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F=7.32, p＜0.01). 이
는 사전에는 관점을 취하는 데에 있어서 세 집단 간 동일
한 특성을 가졌지만, 처치 후에는 장 관점 집단과 관찰자
관점 집단 모두 할당된 조건에 맞게 관점을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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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s in scores for psychological assessment of the groups after the CBM-I training
Voluntary imagery group (n=14) Field perspective group (n=15)
Mean (SD)
Mean (SD)
Pre
LSAS
WSAP N-N
WSAP P-Y
SST-po

46.00
34.21
48.41
0.31

Post

(14.63) 35.93 (16.20)
(16.09) 62.30 (22.24)
(25.64) 76.69 (13.96)
(0.13)
0.55 (0.18)

Pre
36.87
44.21
53.33
0.41

(14.15)
(12.71)
(17.67)
(0.15)

Post
28.60
60.37
68.77
0.49

(16.87)
(26.88)
(22.55)
(0.24)

Observer perspective group (n=15)
Mean (SD)
Pre
39.80
41.75
44.44
0.38

(10.61)
(17.96)
(19.47)
(0.13)

Post
30.27
62.59
65.96
0.50

(10.66)
(18.60)
(23.78)
(0.14)

ANOVA (F)
Group
1.52
0.33
0.81
0.06

Time

Time×group
b)

35.94
33.85b)
32.22b)
35.29b)

0.12
0.85
0.93
3.43a)

a)

p＜0.05, b)p＜0.001.
SD: Standard deviation, LSAS: 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WSAP N-N: Word sentence association paradigm negative question–no, WSAP P-Y: Word
sentence association paradigm positive question–yes, SST-po: Scrambled sentence test–completion ratio of positive meaning.

2. CBM-I 효과 검증
CBM-I 효과 검증을 위해 사회불안 및 긍정해석편향의
변화 정도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사회불안 수준에서
CBM-I 훈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LSAS 점수를 종속
측정치로 집단(3)×시기(2)의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측정 시기의 주효과는 나타났으나(F=35.94,
p＜0.001), 집단과 측정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
지 않았다(F=0.12, p＞0.05). 이는 세 집단 모두 관점에
상관없이 CBM-I 훈련 이후 사회불안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과크기(Cohen’s
d)를 확인했을 때 세 집단 모두 0.70 이상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사회불안 경향자의 해석편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WSAP 이해질문과 SST를 사용하였다. 긍정적 해석편향의
변화는 WSAP 이해질문에서 긍정적 질문에 ‘예’라고 답한
비율, 부정적 질문에서 ‘아니오’라고 답한 비율을 통해 검
증하였고, SST에서 20개의 문장 중 긍정적 문장으로 완성
한 비율을 통해 측정되었다.
CBM-I 훈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WSAP 이해질문
의 비율에 대해 집단(3)×시기(2)의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해질문 중 긍정적 질문-예 비율에서 측정
시기의 주효과는 나타났으나(F=32.22, p＜0.001), 집단
과 측정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F=0.93,
p＞0.05). 이해질문 중 부정적 질문-아니오 비율에서 측
정 시기의 주효과는 나타났으나(F=33.85, p＜0.001), 집
단과 측정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F=0.85,
p＞0.05). 이는 모든 집단의 참가자들이 CBM-I 훈련에
참가한 후 긍정해석편향이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 집단
별 사전, 사후에 대한 효과크기(Cohen’s d) 값을 비교했
을 때 자발적 심상 집단과 관찰자 관점 집단은 1.00이상
의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장 관점 집단은 0.77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SST에서 긍정적 문장을 완성한 비율을 대상으로 집단
(3)×시기(2)의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 시기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며(F=35.29, p＜0.001),
집단과 측정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났다(F=3.43, p＜
0.05). 이는 관점의 처치가 긍정해석편향에 영향을 주었음

을 의미한다. 집단 별로 SST 점수에 대한 시기의 효과를
분석했을 때, 자발적 심상 집단과 관찰자 관점 집단은 시
기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나(F=36.63, p＜0.001; F=10.34,
p＜0.01) 장 관점 집단의 경우 시기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F=2.39, p＞0.05). 이는 자발적 심상 집단과 관찰
자 관점 집단은 훈련 전후로 긍정해석편향의 증가가 나타
났으나 장 관점 집단의 경우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집단 별 사전, 사후에 대한 효과크기(Cohen’s d) 값을 비
교했을 때도 자발적 심상 집단과 관찰자 관점 집단은
1.00 이상의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나 장 관점 집단의 경
우 0.20 이상의 작은 효과크기를 보였다.

3. CBM-I 훈련 효과 유지
CBM-I 훈련의 효과가 훈련 종료 4주 후에도 유지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추후 회기에서 WSAP, SST 그리고
LSAS를 측정하였다. 특히 예기 불안이라는 스트레스 상황
에서 집단에 따라 효과가 유지되는 양상의 차이가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 불안유도절차를 실시한 후 해당 과제를
실시하였다. CBM-I 훈련 4회기를 모두 완료한 44명의
참가자 중 41명이 추후 회기에 참여하였다. 각 집단 별로
사전-사후, 사전-추후, 사후-추후의 긍정해석편향 측정치
와 사회불안 점수에 대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효과크기(Cohen’s d)를 구하고 그 결과를 Table 2에 제
시하였다.
긍정해석편향을 나타내는 WSAP 긍정적 질문-예 비율
에서 세 집단 모두 CBM-I 훈련 이후 유의한 변화가 있었
으며(t=−4.23, p＜0.01; t=−2.19, p＜0.05; t=−3.52,
p＜0.01) 훈련 전에서 추후 회기까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4.17, p＜0.01; t=−2.55, p＜0.05; t=−4.12, p＜
0.01). 사후-추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59,
p＞0.05; t=−1.25, p＞0.05; t=−0.29, p＞0.05). 그리
고 세 집단 모두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자발적 심상 집
단, 관찰자 관점 집단, 장 관점 집단 순으로 효과크기가 크
게 나타났다.
WSAP 부정적 질문-아니오 비율에서 세 집단 모두
CBM-I 훈련 이후 유의한 변화가 있었으며(t=−3.37, p＜
0.01; t=−2.42, p＜0.05; t=−5.49, p＜0.001) 훈련 전에
서 추후 회기까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9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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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size and post-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group and time
Group
Level of social anxiety
LSAS
Voluntary imagery group
Field perspective group
Observer perspective group
Positive interpretation bias
WSAP N-N
Voluntary imagery group
Field perspective group
Observer perspective group
WSAP P-Y

Voluntary imagery group
Field perspective group
Observer perspective group

SST-po

Voluntary imagery group
Field perspective group
Observer perspective group

Time

Average difference

Standard error

t

Cohen’s d

Pre-follow
Post-follow
Pre-follow
Post-follow
Pre-follow
Post-follow

11.86
1.79
12.60
4.33
11.20
1.67

9.60
8.03
12.64
8.71
9.56
8.39

4.62d)
0.83
3.86c)
1.93
4.54d)
0.77

−0.80
−0.11
−0.80
−0.25
−0.99
−0.15

Pre-follow
Post-follow
Pre-follow
Post-follow
Pre-follow
Post-follow
Pre-follow
Post-follow
Pre-follow
Post-follow
Pre-follow
Post-follow
Pre-follow
Post-follow
Pre-follow
Post-follow
Pre-follow
Post-follow

−30.33
−2.23
−24.56
−8.40
−23.68
−2.85
−30.53
−2.26
−19.65
−4.21
−23.27
−1.75
−0.23
−0.00
−0.22
−0.14
−0.19
−0.06

28.74
24.20
23.42
17.96
25.40
23.78
27.38
14.26
29.84
13.07
21.90
23.84
0.16
0.12
0.18
0.12
0.16
0.17

−3.95
−0.35
c)
−4.06
a)
−1.81
c)
−3.61
−0.46
c)
−4.17
−0.59
b)
−2.55
−1.25
c)
−4.12
−0.29
d)
−5.42
−0.12
d)
−4.78
d)
−4.51
c)
−4.40
−1.42

c)

1.76
0.11
1.32
0.34
1.19
0.14
1.48
0.16
0.95
0.18
1.15
0.08
1.53
0.02
1.25
0.64
1.13
0.38

a)
p＜0.10, b)p＜0.05, c)p＜0.01, d)p＜0.001.
LSAS: 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WSAP N-N: word sentence association paradigm negative question–no, WSAP P-Y: word sentence association paradigm
positive question–yes, SST-po: scrambled sentence test–completion ratio of positive meaning.

Fig. 4. Changes in SST completion ratio of positive meaning by groups.

t=−4.06, p＜0.01; t=−3.61, p＜0.01). 사후-추후에서
는 자발적 심상 집단과 관찰자 관점 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t=−0.35, p＞0.05; t=−0.46, p＞0.05), 장 관점
집단에서는 경향성이 나타났다(t=−1.81, p＜0.10). 그리
고 세 집단 모두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자발적 심상 집
단, 관찰자 관점 집단, 장 관점 집단 순으로 효과크기가 크
게 나타났다.
SST 긍정문장완성 비율에서는 CBM-I 훈련 이후 사전사후 점수에서 자발적 심상 집단과 관찰자 관점 집단은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나(t=−6.05, p＜0.001; t=−3.52, p＜

0.01) 장 관점 집단에서는 차이가 없었고(t=−1.55, p＞
0.05), 사전-추후에서는 세 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t=−5.42, p＜0.001; t=−4.78, p＜0.001; t=−4.40,
p＜0.01). 그러나 사후-추후에서는 장 관점 집단만이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t=−4.51, p＜0.001). 각 집단별 사
전, 사후, 추후 SST 긍정문장완성비율을 Fig. 4에 도시하
였다. 그리고 세 집단 모두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자발적
심상 집단, 관찰자 관점 집단, 장 관점 집단 순으로 효과크
기가 크게 나타났다.
사회불안 수준을 나타내는 LSAS 점수에서 세 집단 모두
CBM-I 훈련 이후 사전-사후 점수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었
고(t=3.47, p＜0.01; t=2.80, p＜0.05; t=4.47, p＜0.01),
사전-추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t=4.62, p＜0.001;
t=3.86, p＜0.01; t=4.54, p＜0.001) 사후-추후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t=0.83, p＞0.05; t=1.93, p＞0.05;
t=0.77, p＞0.05). 세 집단 모두 LSAS 점수에서 중간 정
도의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긍정해석편향 및 사회불안 수
준에서 세 집단 모두 훈련의 효과가 4주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이 높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긍
정적 심상을 결합한 CBM-I 훈련이 긍정해석편향과 사회
불안 증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기존 C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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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2주 동안 4회기로 구성된
다 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집단에 따라 긍정적 심상
관점을 조작하였다. 긍정적 심상을 떠올릴 때는 장 관점을
취하는 집단, 관찰자 관점을 취하는 집단 그리고 자발적으
로 심상을 떠올리는 집단으로 나누어 CBM-I 훈련을 실시
하였다. 훈련 전후로 LSAS 척도를 통해 측정한 사회불안
증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암묵적 해석 편향의 변화를 확인
하기 위해서 WSAP, SST를 함께 측정하여 측정도구를 다
양화하였다.
본 연구 결과 세 집단 모두 CBM-I 훈련 후 LSAS로 측
정한 사회불안 증상심각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암
묵적 정보처리과정에서 긍정해석편향을 나타내는 WSAP
이해질문 긍정선택비율 및 SST 긍정문장완성 비율이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긍정적 심상을 유지하며 모호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긍정적 해석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훈
련할 경우, 세 가지 심상 조건 모두에서 사회불안 수준이
감소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높아졌음을 의미한
다. 다만 WSAP 이해질문 긍정해석편향 측정치에 대한 집
단 별 사전, 사후에 대한 효과크기(Cohen’s d) 값을 비교
했을 때 자발적 심상 집단과 관찰자 관점 집단은 1.00이
상의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나 장 관점 집단은 0.77정도의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한편, 긍정해석편향 측정
치를 나타내는 SST에서는 훈련을 받은 이후에 자발적 심
상 집단과 관찰자 관점 집단에서만 긍정문장완성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장 관점 집단에서는 긍정문장완성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자발적 심상 집단
과 관찰자 관점 집단의 경우, 긍정 심상을 유지하며 해석
편향 수정 훈련을 마무리한 직후에 개입의 효과가 뚜렷하
게 나타났으나, 장 관점 집단의 경우 심상 훈련 직후에는
개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CBM-I 훈련 종료 4주 이후에도 긍정적 심상의
관점에 따라 훈련 효과가 유지되는 양상이 다른지 탐색하
였고, 실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앞둔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 훈련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세 집
단 모두 긍정해석편향을 나타내는 WSAP와 SST, 사회불
안 수준을 나타내는 LSAS 점수에서 훈련의 효과가 4주
후에도 유지되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WSAP의 부정적
질문-아니오 선택 비율과 SST 긍정적 문장 완성 비율에서
사전-사후 측정에서는 장 관점의 훈련 효과가 충분히 크
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자발적 심
상 집단이나 관찰자 관점 집단만큼 훈련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가능한 설명으로 장 관점 집단 참가
자들이 심상 생성과 해석편향 수정 훈련을 함께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지부하(cognitive load)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지부하는 특정 인지적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자원의 양을 의미한다[45]. 개인이 수행
하고 있는 과제가 많거나 어려울 경우 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 많은 인지적 자원을 사용하게 되어 다른 과제를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심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작업 기억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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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46], 장 관점 또는 관찰자
관점으로 심상을 떠올리는 것은 자발적 심상 집단의 참가
자들과는 다르게 관점에 따라 상상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
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관점 지시문을 보고 의도적인
노력을 했던 관점 집단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심상을 떠
올리는 것이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며 심상 몰입에 방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주로 관찰자 관점으로
심상을 형성하는 사회불안 경향자에게는 장 관점으로 심
상을 떠올리는 것이 보다 더 많은 부담이 되었을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장 관점 집단에서 CBM-I 훈련 직후에는 효
과가 다소 작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사회불
안을 유발하여 CBM-I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을 조절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한 추후 회기에서는 장 관점의
처치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 장 관점이 효과의 지속
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아울러 훈련 직후 관찰자 관점이 장 관점에 비해 더 나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설명으로 심리적 거리
확보를 통한 정서조절 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실제
로 Sekiguchi와 Nonaka [47]의 연구에 따르면 외상적
경험 이후 경험했던 부정적 감정에 대한 글쓰기 처치의 경
우, 관찰자 관점을 강조한 3인칭 글쓰기가 장관점으로 기
록한 1인칭 글쓰기에 비해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도록 하
여 부정적 정서의 강도를 감소시켰다. Gu와 Tse [48]의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자서전적 기억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자서전적 기억 역시 1인칭 글쓰기에서 3인칭 글쓰기로 전
환했을 때, 정서조절 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
다. 이는 긍정적인 해석편향 수정 훈련에서 관찰자 관점이
정서조절효과를 야기할 수 있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해
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찰자 관점을 취하여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정서를 조절한다는 연
구결과는 관점전환 글쓰기 처치에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편향 수정 처치에서도 동일한 기제가 작용했을지의
대해서는 보다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긍정적 심상을 떠올리고 관점을 조작한 연구는 비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29,44,49],
시나리오의 내용이나 시나리오의 시점에 따라서도 쉽게
취할 수 있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50] 하나의 관점 지
시문을 사용하여 심상 관점을 조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관점을 조작할 때 각 장
면에서 참가자들이 취해야 할 관점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
로 지시하여 심상을 떠올리기 용이하도록 CBM-I 절차를
수정한다면 처치의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여
겨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상 관점을 비
교할 수 있는 집단은 있었지만 긍정 심상의 그 자체의 효
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제집단이 없었다는 것이다. 사회불
안 경향자들의 특성상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시나리
오 심상 노출 경험 자체가 사회불안의 감소, 긍정해석편향
의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이러한 효과들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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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집단에서의 유의한 처치 효과가 나타나 사전-사후 변
화가 온전히 긍정적 심상을 통한 CBM-I 처치의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추후 연구에
서는 CBM-I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대기 집단을 넣어서
순수한 통제집단을 추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
다. 둘째, 실험 참가자의 대부분은 학교상담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발표불안 및 대인관계 불안 완화 프로그램 참가
자 모집’ 이라는 공고문을 보고 참여하였다. 따라서 참가
자들은 어느 정도 연구 목적을 알고 있었으며, 자발적인
훈련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것이기 때문에 치료에 대
한 기대효과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 셋째, CBM-I 훈련
시나리오에서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기술한 것은 장점이
라고 할 수 있으나 참가자 대부분이 대학생인 점을 고려할
때, 자기관련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가 많았다는 한계점
이 있다. 예를 들면, 직장 상사와의 대화나 거래처와의 미
팅 등의 시나리오를 대학생인 참가자들이 심상을 생성하
는 것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그 연령대에 맞는 시나리오를 훈련에 추가하
여 심상을 더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 심상을 결
합한 CBM-I가 준임상 수준의 사회불안자들에게 효과적
인 개입임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메타
분석 결과에서도 CBM-I가 다른 증상에 비해 불안 증상에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51]. 또한 다 회기로 CBM-I 훈련을
실시하여 훈련 효과를 높이고 추후 회기를 통해 CBM-I
훈련 효과 유지를 탐색했다는 점에서 추후 CBM-I의 치료
적 개입 방향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CBM-I가 긍정해석편향을 증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혔다. 추가적으로 분석한 부정해석편향에
서도 세 집단 모두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긍정해석편
향에서보다 효과크기가 작았다. 이러한 결과는 Yoon [18]
연구에서 비위협적인 해석이 증가하였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CBM-I가 긍정해석편향을 수정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
을 입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준임상 수준 사회불안자들의
증상 악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불안 경향자들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심
상을 떠올릴 때 관점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 연구임에 의
의가 있다. 사회불안 경향자들에게는 부정적 심상에 있어
서 관점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심상에 있어
서는 관점을 의도적으로 떠올리기에는 많은 인지적인 자
원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심상
을 떠올릴 때 장 관점을 취하는 것이 사회불안 증상의 완
화 및 긍정해석편향의 증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어 추
후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지적 부하가 적을 수 있도록
충분히 장 관점의 긍정적 심상 훈련을 한다면 CBM-I 훈
련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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