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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한국형 수용태도 척도를 개발하고 이 척도에 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데 목 이 있

다. 연구 1에서는 수용태도 척도를 개발하 다. 먼  문헌조사  기존 연구들을 통해 비문항을 추출하

다. 그리고 학생 324명을 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와 심층면 을 통하여 수집한 문항들을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총 24개의 비문항을 선정하 다. 다음으로 학생 355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비

문항의 신뢰도 분석, 탐색  요인분석과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12개 문항을 최종 확정하

고 2개의 하 요인(외향  수용, 내향  수용)을 추출하 다. 연구 2에서는 새로 개발한 수용태도 척도의 

타당화를 하여 328명의 성인들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새로 개발한 수용태도 척도

와 자아존 감, 심리  안녕감, 우울, 불안, 그리고 부정  평가에 한 두려움 척도와의 상 분석을 통해 

수렴타당도를 확인하 다. 끝으로 본 척도 개발의 의의와 제한 , 후속연구를 한 제언 등을 논의하 다. 

■ 중심어 :∣수용∣수용태도∣척도 개발∣타당화∣요인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Korean version of the acceptance attitude scale 

and was to verif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is scale. Study 1 was developed to acceptance 

attitude scale. First, we extracted the preliminary question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previous studies. And the resulting data of to the open-ended question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324 college students were selected 24 preliminary questions using the content analysis 

method. Then through a survey of 355 college students conducted a reliability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preliminary questions. As a 

result, 12 item with two sub-factors(externally acceptance, interally acceptance) was extracted. 

Study 2 was for the validation of the new acceptance attitude scale was conducted online 

surveys of 328 adults. Conducted a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new acceptance attitude scale 

and self-esteem, psychological wellbeing, depression, anxiety, fear of negative evaluation were 

verified for convergent validity. Finally, importance and limitation of this scale development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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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통 인 심리치료 이론들은 심리  부 응이나 장

애를 지닌 사람들은 왜곡된 인식을 지니고 있고 이를 

올바른 사실 인 인식으로 체함으로써 치료될 수 있

다는 가정 아래 사실  사고와 응  행동으로 바꾸려

는 태도를 취해왔다[1]. 컨 , 불안과 같은 감정을 노

출하는 방법을 통해 이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을 맞추었거나[2], 통  인지치료와 합리  정서행

동 치료에서는 비합리 인 생각을 직 으로 논박하

는 방식을 사용하 다[3]. 이런 치료방법들의 공통 은 

특정한 사고, 감정, 신체  감각상태가 부 응 행동의 

결과를 래하며 행동 개선을 해서는 행동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맥락 하에서 일어나는 심리  사건들

은 동일한 심리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1], 인간의 

심리  경험과 내용은 무한하게 다양하다. 따라서 스트

스 상황에서 개인이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처하는

지에 따라 정신건강이나 응의 여부는 달라진다[4][5]. 

즉, 심리  사건이 갖는 의미는 사  사건과 심리  맥

락 사이의 계에서 발견되며, 인간은 심리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스스로 조작하거나 통제하려고 한다. 

이때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은 더욱 으로 받아들여

지며 성공 이지 못한 통제에 한 노력은 극단  고통

스러움을 래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고통은 내  경험

을 통제하거나 이려는 시도로부터 생겨난다[6].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심리치료 장면에서는 고통

의 제거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며, 오히려 고통을 어떻

게 다루느냐 하는 것과 고통과 함께 어떻게 앞으로 나

아가느냐가 더 요하다고 볼 수 있다[7]. 따라서 인간

이 추구하는 가치 실 을 한 자신의 경험에 한 수

용은 심리  유연성의 증진과 정신건강  심리  안녕

감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8]. 이와 같이 

응의 여부는 상황과 에 따라 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의 경험을 어떤 처치나 조작에 의해 

변화시키려는 통제 인 치료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 새

로운 심리치료  안이 필요하게 되었다[9].

최근에는 원치 않는 사고와 감정을 바꾸거나 이기 

해 자신의 사  경험을 피하거나 억제하려는 시도 

신 수용의 략이 새로운 심리치료의 안으로 제시되

고 있다[10]. 자신과 타인, 환경, 나아가 세계에 한 수

용이 개인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견해는 동서

양 문화에 근원을 두고 있다. 시 와 문화를 뛰어넘어 

범 한 역의 이론가들이 수용의 이로움을 이해하

기 해 노력해 왔다. 수용이 때로는 변화와 조를 이

루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지만, 그 다고 체념과 동일 

개념은 아니다. 심리학의 역에서는 형 으로 인간

심과 실존주의 이론가들, 그리고 특히 Rogers는 수용

을 자기실 과 치료  변화의 기제로 간주하 다[11].

이와 같이 수용의 략이 새로운 심리치료의 안으

로 제시되고 있고, 집단 로그램이나 치료  응용에 

많이 용되고 있으나 수용 개념 자체에 한 문화  

측면을 탐색한 기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그동

안 수용을 주제로 한 국내 연구들은 우리와 사회문화  

배경이 다른 서양의 학자들이 개발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계 심의 문화권에 속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용을 어떻게 인식하며 경험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치료  기제

로서의 ‘수용’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히 용하

기 해서는 서양의 이론과 일부 학자들의 정의에 근거

하기 보다는 한국인이 실제 수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

험하는지에 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수용에 한 생각과 

정서  행동을 탐색하고 그 하 요인을 확인해 으로

써 상담  심리치료 역에 치료기제로서의 수용을 더

욱 잘 목시킬 수 있는 략을 제공할 토 를 마련하

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 을 달성하기 해 본 연구에

서는 기존에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수용척도의 문항

을 분석하기보다 우리 문화권에서 실제 인 수용 경험

을 반 한 수용태도 척도를 개발하고 이 척도의 신뢰도

와 타당도, 그리고 요인구조를 확인하여 한국  수용태

도 척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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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용의 의미
수용(psychological acceptance)이란, 사  사건을 온

히 그리고 방어·회피·통제·변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그 순간을 온 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1]. 

즉, 재 있는 그 로의 부정 인 사고나 감정을 인식

하고 있지만 이것을 바꾸려 하거나 벗어나려 하지 않고 

부정  사고나 감정을 단순히 마음에서 지나가는 사건

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Zettle(1994)는 수용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단지 알

아차리는 행동의 개념으로 보았다[12]. 이것은 마음챙

김과 유사한 것으로 지  여기에서 있는 그 로의 경험

[13]에 개방 이고 재 지향 이며 비 단주의로 이해

할 수 있다[14]. Williams와 Lynn(2011)은 마음챙김이 

수용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서 마음챙김을 수용

의 요소로 보는 [8]과 마음챙김의 요소로서 수용을 

보는 [15]이 있는데, 수용을 마음챙김의 요소로 보

는 이 더 우세하다고 주장하 다[16]. 한 장성숙

(2012)은 마음챙김과 수용 모두 재 경험에 을 둔 

정신작용이지만, 보다 더 포 인 구성요소를 지니고 

있는 마음챙김에 비해 수용은 경험에 한 비회피와 비

단 인 측면에 좀 더 을 두는 것이라고 하여 두 

개념을 구분하 다[17]. 허재홍, 최명식, 진 정(2009)

은 어떤 순간 자신에게 드는 감정이나 생각, 신체반응, 

기억 는 행동성향을 있는 그 로 체험하는 것을 수용

이라고 하며 수용하는 과정과 행동하는 과정이 따로 떨

어진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 다[18][19]. 

이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하면 수용이란 내면에서 일어

나고 사라지는 감각·사고·감정들을 단하거나 제거하

려 하지 않고 있는 그 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수용개념의 문화적 차이
일 이 Hayes 등(1996)은 인간의 사고와 감정에 

한 실험 분석, 처 양식에 한 분석을 통해 자신의 사

 경험에 충분히 하지 않고 형태나 빈도 그리고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것을 경험회피라고 한 바 있다

[20].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회피가 정신건강 문제를 

래할 수 있음을 경험  연구를 통해 밝혔다. 그들은 통

제의 노력들이 인간의 고통을 지속시키며 역설  결과

를 래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개인의 사  경험을 

회피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 신 경험을 수용하도록 

제안하 다[6][20].

최근 국내에서도 수용에 한 인지행동치료들이 등

장하고 있다. 수용 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모델을 심으로 심리  수용 진 

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한 연구[21], 수용 념 

집단상담  로그램의 효과에 한 연구[22-24], 수

용 념치료의 효과에 한 연구[25-27] 등이 있으며, 

수용이 심리  변인에 미치는 향[28][29]을 살핀 연구

들도 있다. 이 연구들은 수용이 스트 스[21][23][31], 

불안[28], 자살생각[32], 심리  증상[29]들을 감소시키

며, 심리  안녕감[21][32], 자아존 감[24][29], 삶의 만

족도[29] 등을 향상시키는데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수용은 부 응이나 심리  고통을 감소

시키고[16] 심리  유연성을 증진시키고 정신건강  

심리  안녕감을 향상시켜서[8] 응과 정신건강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처럼 다양한 역에 걸쳐 수용 념치료의 치료  

효과가 보고되지만, 문화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

음을 시사하는 연구도 있다[33]. 최근 비교문화심리학

자들은 주로 서양에서 시작된 인간의 본성과 련된 개

념들이 동양인들의 행동을 설명하기에는 합하지 않

을 수도 있다는 문제 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용 념치료에서의 수용의 개념도 역시 서양에서 비

롯된 개념으로,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용되는지에 한 의

문이 있을 수 있다. 자기수용보다는 타인에 한 배려

가 더 시되는[34] 한국의 문화  특성으로 인해 수용

이 체념이나 강제  수용의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

다. 허재홍, 최명식, 진 정(2009)은 수용 개념에 문화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하 고[18], 이지연과 박미란

(2013)은 수용 련 연구들의 실용  개입에 한 논의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원인은 측정도구를 개선

하고 련 연구를 진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때문이

라고 지 하면서 수용 개념에 하여 문화  향을 고

려해야 한다고 하 다[35]. 김천수, 강 신, 노안



한국형 수용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135

(2015)은 주부 상 수용 념치료의 효과성에 한 연

구를 통해 치료 후 수용 수 의 변화가 유의하지 않았

다고 보고하 다[33].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 주부들

의 문화  특성에 따른 수용에 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수용 개념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 따라서 서양문화에 바

탕을 둔 수용 척도를 통하여 측정되어지는 수용에 한 

태도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용의 의미에는 차이

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맞는 수용 

개념에 한 본질  연구와 이를 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3. 국내 수용 연구의 동향 및 제한점
지 까지의 수용 련 연구들은 부분 수용 개념 자

체에 한 기 연구보다는 수용 념 로그램의 효과

나 치료  응용을 다루고 있어서, 상 으로 개념에 

한 기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29]. 수용 련 연구

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과 련된 이론과 용어, 척도들은 개인주의

인 서구인의 특성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그러

한 잣 에 의해 한국인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한 연구의 

은 한국인에 한 이해와는 필연 인 괴리를 지닐 

수밖에 없다[36]. 문화와 심리는 불가분의 계이며 심

리  과정은 문화 으로 구성된다는 에서 수용에 

한 근도 문화 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34]. 오

래  상담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내에서도 기

존의 근들이 개인 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소수민족이나 타민족에게는 합

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고[37], 국내의 상담  심리학

계에서도 서구문화에 해 아무런 여과 없이 흡입하는 

태도는 검토되어야 하며, 우리 풍토나 정서에 입각한 

치료를 펴야 할 시 이라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38].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은 집단주의 문

화권이다.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계 심  인간

과 함께 상호의존  자기  는 계  자기 이 지배

이다. 그러므로 행 의 원동력을 계 속에 내포된 

역할과 규범, 그리고 타인에 한 심과 배려에서 찾

는다[39].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자기를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이나 조직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나’보다는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며[40-42], 개

인의 독립성, 목표, 자율성, 자기실 보다는 집단의 목

표를 우선하여 타인과의 조화로운 계유지를 강조한

다. 그 기 때문에 추구하는 이상 인 인간형도 자기주

장이 뚜렷한 독립 이고 자율 인 서구문화의 이상형

과는 달리 자기를 제하며 남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겸양을 갖춘 사람이다[38]. 이러한 사회에서는 가능하

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집단 속에 은폐시키는 것이 

집단의 조화를 유지하는 방편이라 여겨 자연스럽게 받

아들인다. 자기를 있는 그 로 드러내고 극 으로 자

기주장을 하는 것은 사회의 통합에 해를 끼칠 뿐만 아

니라, 장기 으로는 외톨이가 됨으로써 정신건강에도 

악 향을 미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42]. 따라서 개

인 심  가치를 시하는 서구인, 특히 미국 내 백인

들에게 용되는 개념과 원리들이 계 심 인 인간

과 가치를 시하는 동양의 문화권에 동일하게 용

하는 것은 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최근 수용 념치료의 효과를 검증하는 측정도

구로 수용행동 질문지(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 AAQ)를 사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용 념치료의 처치효과 측정도구로 활용되는 

AAQ에는 AAQ-9문항과 AAQ-16문항이 있다. 이 도

구는 주로 처치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 사용되고 있으

며 국내에서도 이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다. 

Hayes는 수용을 임상장면에 용하여 수용이 갖는 어

휘  제약성(수용하느냐 안하느냐와 같은 행 결과 

는 진행과정을 나타냄)  개념의 모호성(특수 맥락과 

일반  맥락 등)을 극복하기 해, 보다 직 인 표

인 경험회피를 사용하 다[23]. Hayes(2004)는 경험회

피에 인지 이고 감정  통제, 부정  사  사건의 회

피, 사  사건에 직면하여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 인지

 융합의 형태를 포함시켜 AAQ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실시하 다[43]. 문항 9개를 선정하여 1요인 모

형 AAQ-9문항을 제시하 다. 조용래(2007)는 AAQ가 

경험  회피와 내  경험에 한 부정  평가를 측정하

는 문항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 하 다[44]. 이

정은과 조용래(2007)에 의해 1요인으로 보고된 AAQ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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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고 개발한 한국  검사결과 2요인 구조가 

한 것으로 보고하 다[45]. Bond의 AAQ-16문항 타당

화의 결과에 의하면 AAQ-16문항은 비 단  노출 7문

항과 목표추구행동 9문항의 2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

나[23], 연구결과에 의하면 심리  수용의 개념이 우리

나라의 일반 인 조직구성원들에게는 상 로 용되

지 않았으며 기존의 16문항에 12문항을 추가하여 28문

항의 검사를 탐색  요인분석 한 결과 3요인 구조가 

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학생을 상으로 한 문 미

(2006)의 연구에서는 AAQ-16문항의 2요인 구조가 확

인되었다[21]. 청소년을 상으로 한 이지연과 박미란

(2013)의 연구에서도 2요인 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요인

이 내  경험의 부정  평가와 사  경험 회피하기의 

요인의 내용이 연구 상자에 따라 다름을 확인할 수 있

었다[35]. 그리고 후속연구에서는 수용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해 사고, 정서, 행동의 통합  구인을 바탕으

로 척도를 개발, 타당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

Ⅲ. 연구 1. 수용태도 척도의 개발

1. 연구방법
1.1 연구대상
수용태도척도를 개발하기 해 연구 1에서는 문헌조

사, 비연구 1, 비연구 2를 통해 문항 선정을 한 후 

내용타당도 검증과 본 연구를 실시하 다. 비연구 1

(개방형 설문조사) 참여자는 G 역시와 J도에 소재한 4

년제 학에 재학 인 학생 324명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 104명(31.9%), 여학생 220명(68.1%)이었고, 학

년별 분포는 1학년 113명(34.9%) 2학년 138명(42.7%), 

3학년 42명(13.0%), 4학년 31명(9.6%)이었다. 비연구 

2(심층면 )에 참여한 연구 상은 J도 소재 D 학교에

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2-3학년 재학생 7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상은 G 역시와 J도에 소재한 4년제 

학에 재학 인 학생 372명이었다. 연구 상자에게

는 사 에 연구 과정  언제든지 설문 참여를 단할 

수 있는 권리 등 피험자 권리에 해 설명하 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상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 작성  

설문을 실시하 다. 설문작성은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17명의 자료를 제외한 355

명을 최종 연구 상자로 선정하 다. 

분석 상에 포함된 355명  남자는 141명(39.7%), 

여자는 214명(60.3%)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77명

(21.7%), 2학년 144명(40.6%), 3학년 71명(20.0%), 4학

년 63명(17.7%)이었다. 연구 상자의 평균연령은 

22.25(SD = 2.48)세 다. 

1.2 연구절차
1.2.1 비연구(개방형 설문조사  심층면 )

비문항을 개발하기 해 먼  기존의 수용 련 문

헌들과 연구들을 조사하여 련 문항들을 추출하 다

[21][46]. 이후 개방형 설문조사와 심층면 을 통하여 

비연구를 실시하 다. 비연구는 한국인의 수용태

도 척도의 개발을 한 비문항 목록을 수집하기 해 

수행하 다. 다양하고 구체 인 응답을 얻고자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자유응답식으로 ‘수용’에 해 갖는 생각

이나 태도를 조사하 고, 심층면 을 통해 수용에 한 

자유로운 의견을 수집하 다. 개방형 설문은 수용에 

하여 지니고 있는 생각이나 태도에 해 떠오르는 로 

기록하게 하 다. 개방형 설문의 내용은 ‘수용하면 떠오

르는 단어나 문장을 어 주세요.’, ‘수용을 떠올려 보고 

느 던 감정, 기분은 어떤 것인지 어 주세요.’, ‘왜 그

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가요?’, ‘수용에 한 기분(감

정)을 느 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요?’이다. 심층면

은 편안한 분 기에서 ‘수용’에 해 자유로운 의견을 

말하도록 하 고,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의견을 말하도

록 돕는 것 이외에는 가  개입을 최소화하 다. 

1.2.2 비문항 선정  내용타당도 검증

개방형 설문조사와 심층면 을 통해 얻어진 자료는 

내용 으로 유사한 의미를 갖는 응답을 심으로 상담

심리학을 공한 박사 2인과 박사과정 학원생 3인에 

의해 1차 내용분석이 이루어졌다. 비문항의 선정은 

연구참여자  10명 이상이 응답한 반응을 선택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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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된 응답과 의미상 모호한 응답은 제거하여 1차로 

79개의 비문항을 선정하 다. 이 게 선택된 문항에 

해 상담심리학을 공한 박사 2인과 박사과정 학

원생 1인에 의해 2차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여

히 복된 문항이나 의미 달이 불분명한 문항을 제거

하여 24개의 최종 비문항을 도출하 다.  

1.2.3 본 연구

일련의 비연구 과정을 거쳐서 추출된 한국형 수용

태도 비척도 24문항에 해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

도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2요인 12문항의 본 척도

가 구성되었다. 이를 다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구조의 모형 합도를 검증하 고 신뢰도 확인을 

하여 내  일치도 계수를 구하 다. 

1.3 측정도구
1.3.1 수용태도 척도

연구 1을 통하여 개발한 한국형 수용태도 척도는 개

인의 수용에 한 인식이나 태도에 한 질문으로 구성

되어 있다. 총 12개의 문항으로, 외향  수용 6문항과 

내향  수용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  

그 지 않다’ 1 , ‘그 지 않다’ 2 , ‘보통이다’ 3 , ‘그

다’ 4 , ‘매우 그 다’ 5 으로 반응하는 Likert식 5  

척도로써 수가 높을수록 수용태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각 하 요인별 내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외향  수용은 .84, 내향  수용은 .75로 나타났다.

1.3.2 수용행동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용행동 척도는 수용 념 치료

모델(ACT)에 근거하여 Hayes 등(2004)이 개발한 총 

16문항의 수용행동 질문지(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16; AAQ)로, 문 미(2006)가 번안한 것

을 사용하 다[21][43]. 이 척도는 자신의 가치와 목

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면서 생각이나 감정을 기

꺼이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7  Likert식 척도로 8

문항(1, 4, 5, 7, 10, 13, 15, 16번)은 역 채 을 한다. 수

가 높을수록 내  경험을 회피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성

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68이었다.

1.3.3 무조건  자기수용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무조건  자기수용 질문지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Questionnaire)는 

Chamberlain과 Haaga(2001)가 개발하고 이를 김사라

형선(200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다[46][47]. 총 20

문항으로 REBT(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  그 지 않다’에서 ‘항상 

그 다’까지 7  Likert식 척도이다. 수가 높을수록 

무조건  자기수용이 높음을 의미하며, 11개 문항(1, 4, 

6, 7, 9, 10, 12, 13, 14, 15, 16번)은 역 채 을 한다. 김사

라형선(2005)의 연구에서 내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67이었다.  

1.4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통계 로그램 SPSS 19.0과 AMO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먼 , SPSS 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 통계치를 구하고 문항분석  신뢰도 분

석을 실시하 다. 다음으로 수용태도 척도의 요인구조

를 알아보기 해 신뢰도 분석과 탐색  요인분석을 실

시하 다. 이어서 요인구조의 합성을 알아보기 해 

AMOS 로그램으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확인된 최종문항의 신뢰도를 구하 다. 

2. 연구결과
2.1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확인
수용태도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해 24문

항의 비문항에 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표본의 합성을 알아보는 KMO(Kaiser-Meryer-Olkin) 

합성 지수는 .87로 문항 간 상 이 양호하 고, 

Barlett χ2(66, N= 355) = 1300.25, p< .001로 요인분석

을 하기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48].  

한 요인 수를 알아보기 해 주축요인분석

(Principal axis factor analysis)을 실시하고, 회 방식

은 사각회  방식  직  오블리민(direct oblimin) 방

식을 사용하 다. 요인 수의 결정은 고유값(eigenvalue)

>1.0 기 (Kaiser, 1960)과 스크리 검사(Scree test)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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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께 고려하 는데, 고유값이 1 이상을 충족시키

는 요인은 4개로 추출되었다[49]. 이  2개 이하의 문

항만 존재하는 요인을 제외하고 해석의 용이성 등을 고

려한 결과, 2개 요인이 한 것으로 단되었다. 이에 

요인을 2개로 지정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각 요인

에 부하량 차이가 .10미만인 교차부하(cross loading)된 

문항이나 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을 제외한 결

과, 최종 으로 2개 요인의 12문항으로 구성된 척도가 

제작되었다. 최종문항에 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 다. 각 요인에 한 요인부하량은 .49-.80의 범

를 보 고, 체 설명변량은 41.73%이었으며, 문항 

내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표 1. 수용태도 척도의 요인구조와 요인계수 및 신뢰도 
요인 1 요인 2

b15. 수용이란 하기 싫은데 꼭 해야 해서 강
제적이다. .80 -.01

b08. 수용이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
이다. .73 -.02

b07. 수용이란 나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다. .70 .01
b17. 수용이란 남의 명령이나 의지 등에 그

대로 따르는 것이다. .66 -.07
c02. 수용하기 위해 내 입장을 포기한다. .60 .10
b19. 수용이란 희망을 버리고 체념하는 것이

다. .57 -.23
b04. 수용이란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

는 것이다. -.01 .71
b05. 수용이란 사람들과의 차이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이다. .04 .66
b06. 수용이란 다른 사람을 따뜻하고 너그럽

게 감싸 안는 것이다. -.02 .55
b10. 수용이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

정하는 것이다. .07 .52
b18. 수용이란 현재보다 개방적이고 열린 마

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 -.09 .51
c05. 수용이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것이다. -.09 .49
Cronbach’s α .84 .75

요인 1은 ‘수용이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 ‘수용이란 내 입장을 포기하는 것이다.’ 등의 6개 

문항으로, 외  거에 의해 자발 이지 않은 수용태도

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요인 1은 ‘외향  

수용’이라고 명명하 다. 요인 1의 고유치는 2.78, 설명

변량은 31.61%로 나타났다. 요인 2는 ‘수용이란 다른 사

람을 그럽게 감싸 안는 것이다.’, ‘수용이란 다른 사람

을 있는 그 로 인정하는 것이다.’ 등의 6개 문항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요인 2는 ‘내향  수용’이라고 명명하 다. 요인 

2의 고유치는 2.01, 설명변량은 10.11%로 나타났다. 요

인 1과 요인 2의 상 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2.2 확인적 요인분석
수용태도 척도의 요인구조의 합성을 검증하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탐색  요인분석

의 결과에 따라 2요인 구조를 연구모형으로 하고, 1요

인 구조를 경쟁모형으로 하여 모형을 검증하 다. 모형

의 합도 검증을 하여 표 인 부합도 지수로 사용

할 수 있는 카이자승(χ2), RMSEA, CFI를 확인하 고

[50], NFI, NNFI도 자주 보고되는 부합도 지수이기 때

문에 함께 확인하 다. 모형의 합도를 정하는 기

은 RMSEA는 .08이하, CFI, NFI, NNFI는 .90 이상일 

경우 체 으로 좋은 모형으로 채택할 수 있다[50]. 

모형에 해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

용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 다. 2요

인 모형의 합도 지수는 χ2(53, N = 355) = 113.82, 

RMSEA= .06, CFI = .95, NFI = .91, NNFI = .94로 나타

났고, 1요인 모형의 합도 지수는 χ2(54, N= 355) =

344,02, RMSEA= .12, CFI = .77, NFI = .74, NNFI = .72

로 나타나 연구모형인 2요인 모형이 합한 모형인 것

으로 확인되었다. 계수의 범 는 .66-.92로 모두 유의하

다.

표 2. 수용태도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 df RMSEA CFI NFI NNFI

연구모형
(2요인 모형) 113,82 53 .06 .95 .91 .94
경쟁모형

(1요인 모형) 344,02 54 .12 .77 .74 .72

Ⅳ. 연구 2. 수용태도 척도의 타당화

1. 연구방법
1.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 단 의 다양한 성인표본 추출을 하

여 문 패  리서치 기 에 의뢰하여 온라인 패 조사



한국형 수용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139

를 실시하 다. 조사 결과 328명의 응답 결과를 회수하

다. 분석 상자  남자는 154명(47.0%), 여자는 174

명(53.0%)이었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경기 207명

(63.11%), 강원 4명(1.21%), 충청 26명(7.93%), 라 26

명(7.93%), 경상 65명(19.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별로는 만 20세에서 67세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

고, 평균연령은39.73세(SD= 11.50) 다. 결혼유무는 미

혼은 132명(40.2%), 기혼은 196명(59.8%)이었고, 교육

수 은 학교 졸업 이하 5명(1.5%), 고등학교 졸업 77

명(23.5%), 문  졸업 52명(15.9%), 4년제 학교 졸

업 165명(50.3%), 학원 졸업 이상 29명(8.8%)이었다.

1.2 측정도구
1.2.1 수용태도 척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용태도 척도는 수용에 한 태

도를 묻는 자기보고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향  

수용 6문항과 내향  수용 6문항의 2개의 하 요인으

로 구성된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  그 지 

않다’ 1 , ‘그 지 않다’ 2 , ‘보통이다’ 3 , ‘그 다’ 4

, ‘매우 그 다’ 5 으로 반응하는 Likert식 5  척도

로써 수가 높을수록 수용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 요인별 내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외향  

수용 .85, 내향  수용 .78로 나타났다.

1.2.2 자아존 감 척도

자아존 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병제(1974)가 번안한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를 사용하 다[51][52]. RSE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고 정 인 존재로 지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며,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의 Likert 척도로 된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정문

항 5개에 해서는 역 채 하여 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 감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 척도의 내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7이며, 본 연구에서는 .83으로 

나타났다. 

1.2.3 심리  안녕감 척도

심리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는 Ryff(1989)가 개발하고 김명소, 김혜

원, 차경호(2001)가 한국 성인 남녀를 상으로 문항을 

분석하여 46개 문항으로 번안·축약한 척도를 사용하

다[53][54]. 5  Likert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심리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자아수용, 정  

인 계, 자율성, 환경통제력, 삶의 목 , 개인  성장

의 6가지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 요인의 내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자아수용 .76, 정  

인 계 .72, 자율성 .69, 환경통제력 .66, 삶의 목  .73, 

개인  성장 .70이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 합치

도(Cronbach’s α)는 자아수용 .82, 정  인 계 .79, 

자율성 .55, 환경통제력 .65, 삶의 목  .68, 개인  성장 

.65로 나타났다. 

1.2.4 우울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 척도는 Beck 등(1961)이 개

발한 우울 척도를 이 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하여 

표 화 한 한국  Beck 우울 척도를 사용하 다

[55][56]. 정서 , 인지 , 동기   생리  증상 역을 

포 하여 우울의 정도를 측정하는 4  척도의 21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와 송종용(1991)이 보고한 

내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4 고, 본 연구에

서는 .91로 나타났다[54].

1.2.5 불안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불안 척도는 Beck과 Steer(1990)

가 개발한 Beck 불안 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를 권석만(199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다. 4  

척도의 자기보고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55][57]. 

보고된 내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3, 반분신뢰

도는 .89,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4 다. 본 연구에서

의 내 합치도 계수는 .93이었다.

1.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용태도 척도의 구성개념 타당

도를 검증하기 해 SPSS 19.0과 AMOS 21.0 로그

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 다. 먼  연구 1에서 도

출된 척도의 최종 모형이 다른 표본으로도 반복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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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타당도를 알아보기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

하 다. 다음으로 련된 다른 변인들과의 계 검증을 

통한 수렴타당도를 알아보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다.   

2. 연구결과
2.1 교차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용태도 척도의 확인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구 1에서와 마찬

가지로, 모형의 합도를 확인하기 하여 카이자승(χ
2) 검증과 합도 지수들  RMSEA, CFI, NFI, NNFI

를 사용하 다. 분석 결과, 연구모형의 합도 지수는 χ
2(53, N = 328) = 136.34, RMSEA= .07, CFI = .93, NFI =

.90, NNFI = .92으로 나타났고, 1요인 모형의 합도 지

수는 χ2(54, N= 328) = 395.39, RMSEA= .16, CFI = .66, 

NFI = .64, NNFI = .58으로 나타났다. 계수의 범 는 

.94-1.34로, 모두 유의하 다. 이는 수용태도 척도가 연

구 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2요인 모형이 합함을 확인

해 주는 결과이다.

표 3. 연구 2의 수용태도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 df RMSEA CFI NFI NNFI

연구모형
(2요인 모형) 136.34 53 .07 .93 .90 .92

경쟁모형
(1요인 모형) 495.39 54 .16 .66 .64 .58

2.2 수렴타당도 검증
수용태도 척도의 하 요인 간 상 분석  기술통계

를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수용태도 척도 하 요

인인 외향  수용과 내향  수용은 부  상 을 나타냈다.

표 4. 수용태도 척도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변인 2 M SD α

1. 외향적 수용 -.26** 2.61 .63 .85
2. 내향적 수용     3.63 .52 .78
** p < .01

 

선행연구에서 수용과 련이 있는 척도들과의 상

분석을 통해 수렴타당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

다. 분석에 포함한 척도는 수용과 정  상 이 있는 것

으로 제안된 자아존 감과 심리  안녕감 척도, 그리고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제안된 우울, 불안, 부정  평

가에 한 두려움 척도이다. 그 결과, 수용태도는 자아

존 감(r = .34, p< .01), 심리  안녕감(r = .39, p< .01)

과는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고, 우울(r = -.30, p<

.01), 불안(r = -.25, p< .01), 부정  평가에 한 두려

움(r = -.15, p< .01)과는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다. 

표 5. 수용태도 척도 타당화 검증을 위한 상관분석 결과
변인 외향  수용 내향  수용

자아존중감     -.30**      .26**

심리적 안녕감     -.34**      .27**

   자아수용     -.22**      .22**

   긍정적 대인관계     -.31**      .19**

   자율성     -.05      .15**

   환경통제력     -.25**      .23**

   삶의 목적     -.32**      .24**

   개인적 성장     -.30**      .22**

우울      .29**     -.18**

불안      .32**     -.05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17**     -.06

** p < .01

하  요인별로 살펴보면, 내향  수용은 자아존 감

(r = .26, p< .01), 심리  안녕감(r = .27, p< .01)과는 유

의미한 정  상 을 보 고, 우울(r = -.18, p< .01)과는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으며, 불안(r = -.05, ns), 부

정  평가에 한 두려움(r = -.06, ns)과는 상 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에, 외향  수용의 경우는 자아

존 감(r = -.30, p< .01), 심리  안녕감(r = -.34, p<

.01)과는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고, 우울(r = .29, p

< .01), 불안(r = .32, p< .01), 부정  평가에 한 두려

움(r = .17, p< .01)과는 유의미한 정  상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다시 정리하면, 내향  수용태도가 높고 

외향  수용태도가 낮을수록 더 높은 자아존 감과 심

리  안녕감을 경험하고, 외향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우울이나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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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용태도 척도가 개념 으로 기 되는 방향으로 

다른 척도들과 련됨을 보여주고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최근 새로운 심리치료의 안으로 수용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심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수용 념치

료를 심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수용

념치료에서는 심리  괴로움은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이 고통이 괴로움으로 

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수용이기 때문에 삶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피하지 않고 수용하도록 장려한다[7]. 

그러나 경험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 로 수용하도록 

하는 본래의 의미가 달되기에 앞서 집단주의 문화인 

한국인들에게는 ‘수용’이라는 개념에 한 다른 언어  

의미와 정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 념치료와 

같은 심리  개입에 앞서 이러한 측면에 한 고려가 

우선 으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의 국내 

수용 련 연구들이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되어 한국인의 수용태도를 설명하기에 합하지 

않다는 문제의식 하에 계 심의 문화권인 한국인의 

수용에 한 태도를 측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 다. 그 결과, 최종 으로 외향  수용과 

내향  수용 2요인으로 구분되는 12문항의 한국형 수

용태도 척도를 개발하 고,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 다. 척도의 개발과정과 결과를 심으로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먼  비연구에서는 수용과 련한 경험  연구와 

기존 척도를 기반으로 문항을 수집하고, 개방형 설문조

사와 심층면 을 토 로 79문항의 비문항을 개발하

다. 1차 개발된 비문항 79문항  복된 문항 제거

와 내용타당도, 체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2차 비문

항을 24문항으로 압축하 다. 선별 문항에 한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으로 2요인 12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 다[표 1]. 추출된 문항을 살펴보면 내향  수용 

요인으로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상 방

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것’, ‘다른 사람을 있는 그

로 인정하는 것’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향  수용 요

인으로는 ‘하기 싫은데 꼭 해야 해서 강제 인 것’, ‘어

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 ‘남의 명령이나 의지 등에 

그 로 따르는 것’, ‘수용하기 해 내 입장을 포기하는 

것’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항들은 기존의 수용 

련 척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내용들이다. 개인주의  

가치보다는 집단주의  성향이 문화  배경으로 작용

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독립성, 목표, 자율성, 자기실

보다는 집단의 목표가 우선시 되어 타인과의 조화로

운 계유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수용의 개념  이러한 

측면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기주장이 뚜

렷한 독립 이고 자율 인 서구문화의 이상형과는 달

리 집단주의 문화에서 추구하는 이상 인 인간형은 자

기를 제하며 남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에 을 

둔다는 장성숙(2002)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다[38]. 한, 서구에서 개발된 용어나 척도로 한국인을 

바라보고 그러한 연구의 은 한국인에 한 이해와

는 필연 인 괴리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한규석(1999)

의 연구 결과와도 그 의미를 같이 한다[36].

사실 집단주의 문화인 우리 사회에서는 집단과 조화

롭게 행동하는 것이 요한 미덕이고, 사회 으로도 더 

기능 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개인들

에게 혹은 맥락에 따라서는 개인의 개성보다 조화로움

을 우선시하는 문화  분 기에 순응하면서 경험하는 

미묘한 심리  어려움이나 반발심이 내재되거나 축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심리상담자들은 상담 장면에서 

‘수용’과 련한 용어를 사용하고 상담기법을 용할 때 

기의 불편감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섬세하게 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Hayes 등(2004)이 ACT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

한 수용행동 척도(AAQ)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으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형 수용태도 척도는 2개

의 요인구조로 나타났다[43]. 연구 1에서 탐색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 2요인 구조가 추출되었고[표 1], 연구 

1과 연구 2의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서도 2요인 구조

가 합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 다[표 2][표 3]. 한, 

척도의 2개 하 요인들은 각각 안정 인 내  일 성

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수용에 한 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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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따라 다르며, 한국을 비롯한 동양문화권에서는 사

 사건을 수용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타인이나 집단을 

고려한 보다 복잡한 내면의 기제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셋째, 수용태도 체 척도와 각 하 요인  하 요

인들 간의 상 계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표 4][표 

5]. 즉,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내향  수용태도가 높고, 

외향  수용태도가 낮을수록 자아존 감과 심리  안

녕감이 높았으며, 외향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우울이나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용

의 수 이 높을수록 심리  안녕감을 경험하며[21][32], 

비수용은 스트 스, 불안, 우울과 상 계가 있다는 선

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23][31]. 한 수용태도 척도의 

하 요인들에서 내향  수용보다 외향  수용이 다양

한 정신건강 련 지표들과 더 높은 상 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주의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

는 내향  수용태도의 증가보다 외향  수용태도의 감

소가 좀 더 정신건강 지표와 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특히, 부정  정신지표와 련된 불안, 부정

 평가에 한 두려움의 경우는 내향  수용과는 유의

미한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향  수용과

는 유의미한 부  상 이 나타나, 정신건강 련 부정

 지표가 높은 경우는 내향  수용태도보다는 외향  

수용태도의 감소를 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자기를 

있는 그 로 드러내고 극 으로 자기주장을 하는 것

은 사회의 통합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장기 으로

는 외톨이가 됨으로써 정신건강에도 악 향을 미친다

고 받아들여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집단 속에 은폐시키

는 것이 집단의 조화를 유지하는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는 조 호(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44].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얻은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수용의 생각·감정·

행동에 해 탐색하고 확인하여 척도를 구성하 다. 기

존의 수용과 련된 척도들이 외국 척도를 번안해 사용

함으로 인해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에 반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들을 상으로 개방형 설문과 심

층면 의 자유반응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함으로

써 그들이 생각하고 경험하는 바를 구체 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

라 성인들이 생각하는 수용의 하 요인들이 심리  안

녕감, 스트 스를 언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연구 결과 집단주의 문화에 속하는 한국인들은 

수용에 해 양가 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용태도 척도

는 외향  수용과 내향  수용의 2요인으로 구분되었

다. 이 요인구조가 의미하는 것은, 수용은 자신에게 드

는 감정이나 생각, 신체반응, 기억 는 행동성향을 있

는 그 로 체험하는 것이며, 수용하는 과정과 행동하는 

과정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다는 

과 상충되는 것이다[18][19]. 즉, 한국인들은 수용을 

자신의 사  경험에 한 이나 받아들이는 것 신

에 타인의 의견이나 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하

고 있으며, 이러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실제 인 행동

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수용에 한 양

가 인 한국인의 태도는 개인  자율보다 ‘역할’이라는 

사회  책임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장성숙(2002)의 연

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38]. 한 한국인들은 계

성의 가로 인해 개인의 발달과 련된 개성이나 자유

가 억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원만한 

삶을 해서는 자신에 한 확립과 함께 타인에 한 

배려도 균형 있게 발달시켜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42].

셋째, 한국인이 생각하는 수용의 개념에 한 바른 

이해는 한국인들의 발달과업이나 당면한 실 인 문

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돕기 

한 상담  심리치료의 략수립에 시사 을 제공할 

수 있다. 수용은 내담자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에 

요한 치료  요소이므로 수용과 련한 한국  상담

장면에서는 내면  수용과 함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사

회문화  맥락을 고려한 수용의 탐색과정이 필요하다. 

컨  박세란과 이훈진(2012)은 ACT기반 가치탐색 

로그램의 효과연구를 통해 인간에게 가치를 찾는 작

업은 다양한 심리치료의 주요한 략이 될 수 있다고 

하 다[58]. 따라서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 한 수

용은 자신에 한 탐색과 심리  역량의 증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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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개입 로그램 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본다. 이와 함께 한국인들에게 서양의 문화  가치

에 을 뜨게 해주는 략도 보완  차원에서 필요한 

방법이라고 사료된다[38].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척도 개발을 한 비연구에서 학생만을 

상으로 자료를 수합하 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 의 

생각이나 태도를 포함하지 포함시키지 못했을 수 있다. 

물론 성인 체 연령을 상으로 개발한 척도의 타당화 

과정을 거치긴 하 으나 한국사회에서 ‘수용’의 개념이 

문화  환경의 향을 받을 것이라는 제에 비추어봤

을 때 다양한 연령 에서 비문항 목록을 수집하지 못

한 은 본 연구의 제한 이 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수용태도 척도의 타당

도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집단을 상으로 한 탐

색  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인을 상으

로 Bond의 AAQ 16문항을 타당화한 김인구(2008)의 연

구결과에 의하면 목표 추구행동이 단기목표와 장기목

표로 구성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23]. 이와 맥락을 같

이하여 수용과 련된 요소들도 문화  맥락에 의해 다

르게 구성되는 것 이외에 개인이 속한 집단 혹은 연령

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특성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

다. 즉, Hayes(2004)가 수용의 개념이 개인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이기 때문에 다양한 측정도

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던 바와 같이 다양한 

연령이나 집단에 따라 다른 수용 요소들이 어떻게 확인

되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43].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서양과 

한국사회의 문화  차이를 고려한 수용태도척도를 제

안하고, 한국인이 경험하는 ‘수용’이라는 용어와 개념에 

한 개인 인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 다. 이는 수용과 련한 개개인의 심리  태

도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것이며, 심리 

상담  근에서도 수용 념치료(ACT)와 같이 치료  

기제로서 ‘수용’이라는 개념과 용어를 제시할 때 좀 더 

섬세한 개입을 이끄는데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

가 수용과 문화  측면에 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의 

가능성을 시사해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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