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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수용 념 치료(ACT)가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사람들의 과민성 장 증후군(IBS) 증상 심도, 지각된 스트 스,

과민성 장 증후군 특이 삶의 질 수용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성인 156명에게 과민성 장 증후군 진단

척도를 실시한 뒤 14명을 참가자로 선정하 고, IBS 증상 심도, 지각된 스트 스, 삶의 질 수용 행동에 한 사 검사를

실시하여 치료 집단에 7명, 통제 집단에 7명을 할당하 다. 로그램은 주 2회씩 총 10회기가 진행 되었고, 사후 검사

4주 후 추 검사가 실시되었다. 최종 참여자는 치료 집단에 6명, 통제 집단에 6명이다. 연구 결과, 수용 념 치료 로그램

에 따른 IBS 증상 심도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지각된 스트 스와 삶의 질 수용 행동 상의 변화는 유의하 다.

은 수의 참가자로 치료 로그램이 진행되어 참여 인원이 증가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은 있겠으나,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의 스트 스 수 을 낮추고 삶의 질과 수용 행동을 높이는데 수용 념치료가 효과 임을 입증하는 경험 인

증거를 제공한다.

주제어 : 수용 념 치료(ACT), 과민성 장 증후군 증상 심도, 지각된 스트 스, 과민성 장 증후군 삶의 질, 수용 행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s of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ACT) on 

IBS-symptoms, stress, quality of life, and acceptance-action of people with irritable bowel syndrome(IBS). After 156 

adults completed Rome Ⅲ Adult Questionnaire, Fourteen participants selected to 7 in ACT group and 7 in the control 

group. All participants completed IBS Severity Scale, K-IBS-QOL, 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16 at the 

pre-test, post-test, and the 4 weeks follow-up. The ACT programme was administered for 10 sessions. Dedicated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were 6 in ACT group, and 6 in the control group. As a result, ACT has positive 

effects on the change of perceived stress, quality of life, and acceptance-action, while has not on IBS-symptoms. This 

study suggest empirical evidence to prove that the ACT is effective in reducing stress and improving quality of life, 

and acceptance-action of IBS peoples. However, The study has only few participants and thus has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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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과민성 장 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 IBS)은

복부 통증이나 복부 불편감, 배변 빈도 수 는 변 형

태 변화 등이 만성 , 반복 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

다[1]. 국외 유병률은 체 으로 5-15%에 해당하며, 국

내 유병률은 2.2-9.6% 이다. 이에 더하여 35세미만의 연

령층의 유병률이 13.1%로 가장 높다고 하며, 남성보다

여성에게 과민성 장 증후군 증상들이 더욱 흔한 편이

라고 한다[2-4]. 더불어 과민성 장 증후군(IBS)은 감기

증상에 하는 학교결석 직장결근의주요 원인 의

하나로 지 되고 있으며,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사

람들의 부분이 경험되는 증상들로 인해일상생활의 주

인 불편감을겪고 있다고 한다[5]. 이를볼 때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생산성의 손실과 같은 간

인 비용 부담이 고조될 수 있겠으며, 진료비용과 같

은 직 인 비용의 손실 한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어 보인다[6].

한편, IBS 환자 40-90%에 이르는 사람들은 우울증,

불안장애 신체증상 장애 등도 경험하고있다[7]. 과민

성 장 증후군이있는 환자들은 조군에 비해불안, 신

체화 수 이 높다고하며[8, 9], 한 연구에서 1,077명에게

구조화된 정신과 면담(SCID)을 시행한 결과,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27.4%)가 당뇨병 환자(13.6%), 고 압

환자(14.4%)보다 유의한 수 으로 기분 장애, 불안 장애

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10]. Nicholl 등[8]의 15개

월 추 연구에서도 일반인의 3.5%가 정신 병리 원인

으로써 과민성 장 증후군을 경험했다고 한다[11].

이 듯 과민성 장 증후군의 발병이 정신 병리 상의

문제들과 련성이 높은 것으로 짐작되는 가운데, 과민

성 장 증후군의 발병에는 만성 인 생활 스트 스가

주요한 요인으로 밝 지고 있다고 한다[12]. 기존의 연구

에 의하면 식도나 소장과 같은 장기들은 생활 스트 스

로 인한 향이 유의하지 않았는데, 와 장은 스트

스 수 에 따른 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3]. 더불어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환자들 약

2/3가발병 38주동안 심각한 스트 스가 있었다고 하

며, 6개월 이상의 과도한 스트 스가 과민성 장증후군

의 경과, 증상의 심도를 측하는 요한 측 요인으로

확인되고있다[14, 15]. 특히 Mayer 등[16]은과민성 장

증후군 증상의 심도 조 에 스트 스가 미치는 역할

들을 요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1) 과민성 장 증후군

발생의 험 요인, 2) 증상의 악화 요인 3) 증상의 지

속화 요인으로 구분해 분석하기도 했다[16].

과민성 장 증후군의 원인으로써 생활 스트 스가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들이 보고

되는 가운데, 과민성 장 증후군과 삶의질의 수 도

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 천식 환자, 제2유

형 당뇨 환자에 비해 삶의 질이 유의하게 하되고 있고,

보다 장기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17]. 과민성

장 증후군의 증상들 복부 통증, 장내 가스 복부

팽만감 등이 특히 삶의 질과 하게 련되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그 복부 통증이 미치는 향이 가장

크다고 한다[18]. 특히 복부 통증을 만성 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 수 은 부분 조한 것으로 짐

작되며,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방해도 큰 것으로 보인

다[19].

이 듯 과민성 장 증후군(IBS)이 있는 사람들은

IBS 증상에 따른 생활 스트 스의 고조, 삶의 질 하 등

을 경험하고 있어 일상 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시사된다. 이에 더하여 선행 연구상의

결과들로 보아 IBS 증상뿐만 아니라 정신병리 상의 어

려움까지 경험할 수도 있는 바,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이 지각하고 있는 심리 인 스트 스를 완화

하고 정신 병리상의 문제를 방할 수있는치료 연구

의 활성화가 필요해 보인다.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을 한 치료 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1985~2000년까지의 선행 연구들에서

심리사회 인 근들이 과민성 장 증후군에 한 단독

약물 치료 는 장 증상 탐지보다 더욱 효과 인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20]. 이완 인 요소를 용한 심리치

료가 과민성 장 증후군의 심리 인 스트 스를 완화하

는데 효과 이었으며, 특히 이완 명상 단독 치료가 가장

정 인 향을 주었다고 한다[21]. 더불어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들에게 호흡 마음챙김 명상을 용한 결과

치료 집단의 83%(6명 5명)가 증상뿐만 아니라 련

변인들에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2]. 이 듯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환자들에게 심

리치료 인 근이 정 인 향을 수 있음에 한

선행 연구들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최근

10여 년간 과민성 장 증후군의 증상과 련된 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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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인 향을 수 있는 치료 인 연구들이 조한

것으로 확인되고있다. 이에 따라 본연구는 선행 연구들

을 바탕으로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을 한

치료 인 근에 해 알아보려고 하며, 이를 통해 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해보고자 하 다.

수용 념치료(ACT)는행동 치료의 제 3물결로서 부

정 인 정서와 인지의 강도 빈도를 감소시키기 한

통 심리치료의 안으로 등장하 다. 수용 념 치

료는 불유쾌한 생각과 정서 수 을 단순히 감소시키기

보다는, 내담자의 개인 인 가치를 분명히 하여 련 행

동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목표를 둔다[26]. 특히 수용 념

치료는 심리 인 고통을 비정상으로 보고이를 없애거나

피하려는 것이 주 인 고통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의 고통을 삶의 일

부로 수용하고, 고통과 기꺼이 함께하며, 자신이 진정으

로 원하는 가치를 선택해 념하는 것이 심리 인 스트

스를 근원 으로 해소하는데 효과 이라고 보았다. 그

러므로 수용 념치료는 ‘인간은 구나 고통을 경험하

며 이는 정상 이다.’라는 가정 하에 치료 인 근을 시

도하며, 수용, 인지 탈융합, 맥락으로서의 자기, 재

에 존재하기, 념 행동 가치와 같은 6가지 핵심 치

료과정을 통해 심 고통이 완화하도록 돕고 있다[33].

한편, 수용 념치료는 만성 통증, 독, 흡연, 우울, 불

안, 스트 스, 정신질환 등을앓고있는 환자들의행동상

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증상의 개선에 효과 인 것으

로 보고된다[23]. 특히 수용 념 치료의 노출과 수용 과

정이 만성 통증과 련된 심리 인어려움을 완화하는데

효과 이라고 한다[24]. 아울러 수용 념치료는 업무 스

트 스에 따른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효과 이며, 문제

상황에 직면하는 능력을 향상하는데도 도움이된다고 한

다[25]. 이는 참가자들이 수용 념 치료에서의 인지

탈융합과 수용으로써 재의 삶에 하도록 돕고, 이

로 인해 가치를 추구하는 념 행동을 실천하게 되면서

삶의 질과 만족감이 향상될 수 있게 돕기 때문으로 여겨

진다[26].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이들이 높

은 스트 스 수 을 경험하고 있으며, 심리 인 유연성

이 조한데다가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바, 수용 념 치료를 통해 이들의 증상 련 변인들

의 부정 인 향을 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에게 수용 념 집단 치료를 실시하 고, 이를 통

해 과민성 장 증후군 증상의 심도, 지각된 스트 스, 그

리고 삶의 질 수용행동에어떠한 향이있는지를알

아보고자 하 다.

2.  

2.1 참여   절차

본 연구는 4년제 학교의 생명윤리심 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을 받았다. 20~35

세 사이의 성인 156명을 상으로과민성 장증후군 진

단 설문지 (Rome Ⅲ Adult Questionnaire, IBS Module)

를 사용하여 1차선별을 하 으며, 사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 동의를 확인하 다. 최종 으로 14명이 선발되었으

며, 과민성 장 증후군에 한 의학 진단을 받지 않은

참가자들의 경우에는 련 의료원에서 장 조 술을 실

시하여 기질 장 질환이 없음을 확인하 다. 이후

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7명을 수용 념 치료 집단에, 연

구 참여는 가능하지만 시간 거리상의 이유 등으로

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7명은 통제집단에할당하 다. 수

용 념 치료 로그램은 2014년 7월말부터 5주간 진행

되었고, 1명이 도 탈락하여 최종 으로는 6명이 로

그램에 참여하 다. 통제집단에서도 1명이 탈락되어 최

종 6명이 집단에 참여해 설문지를 완료하 다. 수용 념

치료 로그램은 총 10회기로 구성 되었으며, 각 회기는

60-9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로그램 종료후 각 집단에

사 검사 때와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사후 검사

4주 후 추 검사를 실시하 다.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Variable Category
ACT
group
(n=6)

Control
group
(n=6)

Total
(N=12)

Sex

male
1

(16.67)
2

(33.33)
3
(25.0)

female
5

(83.33)
4

(66.67)
9
(75.0)

Age

20~24
5

(83.33)
2

(33.33)
7

(58.33)

25~29
0
(0.0)

2
(33.33)

2
(16.67)

30~34
1

(16.67)
2

(33.33)
3
(25.0)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n participant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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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  

2.2.1 과민   후  진단 질문지

Drossman 등[27]에 의하여 개발되었고, 한소화 운

동학회[4]에서 Rome Ⅲ Adult Questionnaire의 IBS

Module을 번역한 것을 사용하 다[4, 27]. 질문지는 총

10문항이며, 1∼3번 문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더불

어 4번 문항은 A군, 5번과 6번 문항은 B군, 7번과 8번 문

항은 C군으로 분류되고있으며, A~C 두 개 이상을 충

족시켜야 진단 용이 가능하다.

2.2.2 과민   후  상 심도 척도

Francis, Morris Whorwell [39]이 과민성 장 증

후군 증상의 심도를 측정하고자 제작하 으며, Park [28]

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 시각 아날로그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로, 각 문항 당 0~1000 까지 평정

할 수 있다. 총 은 500 이며, 75∼175 : 경도의 IBS;

175~300 : 등도의 IBS; > 300 ; 심도의 IBS에 해당

한다. Park [28]의연구에서Cronbach  계수는 .78이었다.

2.2.3 지각  스트레스 척도

Cohen, Kamarck Mermelstein [40]이 개발한 14개

항목의 척도로 일상생활에서의 반 인 스트 스 수

을 측정한다[29]. 0~4 사이의 리커트 척도(Likert

scales)이며, 4, 5, 6, 7, 9, 10, 13 문항은 역채 된다. 기존

연구들의 Chronbach  계수는 .84~.86이었다.

2.2.4 한  과민   후  삶  질 척도

Patrick 등[31]이 개발하 고, Park 등[30]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 과민성장증후군 삶의 질

(K-IBS-QOL)을 사용하 다[30, 31]. 본 도구는 34개 문

항으로 구성되며, 쾌감, 성생활, 일상생활의 방해, 건강

걱정, 음식회피, 사회 반작용, 인간 계 신체상의 8

개 역으로 구분된다. 1~5 사이의 리커트 척도이며,

문항을 역별로 합산한 다음 0∼100 척도로 환산하여

사용한다. Park 등[30]의 연구에서 Cronbach  계수는

.97이었다.

2.2.5 수용 행동 질문지

자신의 가치와 목 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면서

생각이나 감정을 기꺼이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본

척도는 수용 념 치료 이론에 기 하여 Hayes등[41]이

개발하 고, Moon [26]이 번안한 것을사용하 다. 본 도

구는 16문항으로, 1~7 사이의 리커트 척도(Likert

scales)이다. 이 AAQ-16의 Cronbach  계수는 .82이다.

2.3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의 수용 념 치료 로그램은 Hayes와 Smith

[33], Ciarrochi와 Bailey[32], 그리고 Moon [26] 의 로

그램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 다. 각 회기에 사용된

기법들은 련 논문과 연구 서를참고하여재구성했다.

ACT 로그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수용 념치료

의 소개; (2) 과민성 장 증후군과창조 망감; (3) 수

용과 기꺼이 경험하기; (4) 인지 탈융합 연습하기; (5)

내 생각이 내가 아니라면, 나는 구인가?; (6) 가치란무

엇인가?; (7) 행동으로 념하기; (8) 로그램 종결. 1회

기에서는 과민성 장 증후군과 스트 스 간의 계와

함께 수용 념치료에 한정의와내용 등을교육하 다.

이후에는 참가자들의 주 인 괴로움에 해 구체 으

로 탐색하고, 창조 망감을인지할 수있도록 2회기에

걸쳐 진행하 다. 이후에는 수용과 기꺼이 경험하기에

한 교육을 진행한 다음 인지 탈융합 과정을 2회기에

걸쳐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후에는 명상 시간을

통해 새로운 자기에 해 경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했으

며, 자신의가치와 가치에 따른 념 행동에 몰입하는 회

기를 진행하기도 했다.

2.4 료 

SPSS 18.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 고, 각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해서 독립 집단 t 검증을 실시하

다. 한 통제 집단과 비교하여 수용 념 치료 집단의

치료 효과성을 알아보고자혼합설계변량 분석을 하 다.

IBS
sympto-
m onset

elementary
school

2
(33.33)

0
(0.0)

2
(16.67)

middle
school

2
(33.33)

2
(33.33)

4
(33.33)

high school
1

(16.67)
1

(16.67)
3
(25.0)

university
1

(16.67)
2

(33.33)
2

(16.67)

company
0
(0.0)

1
(16.67)

1
(8.33)

Average
IBS
sympto-
ms
severity

mild
0
(0.0)

0
(0.0)

0
(0.0)

moderate
2

(33.33)
3
(50.0)

5
(41.67)

severe
4

(66.67)
3
(50.0)

7
(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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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1 집단 동질  검

수용 념치료 로그램을 실시하기 에 수용 념 치

료 집단과 통제집단의 과민성 장 증후군증상, 지각된

스트 스, 과민성 장 증후군 삶의 질 수용 행동 수

의 동질성 검증을 해 독립집단 t 검증을 하 으며,

그 결과 로그램 실시 두 집단이 동질 임을 확인하

다(Table 2 참고).

ACT
group
(n=6)

Control
group
(n=6)

t p

M(SD) M(SD)

IBS symptom
severity

330.00
(67.23)

278.33
(76.99)

1.238 .244

perceived
stress

31.67
(9.25)

34.83
(4.71)

-.748 .472

korea-irritable
bowel syndrome
quality of life

58.09
(25.72)

58.46
(14.05)

.031 .976

acceptance &
action

59.00
(12.93)

60.00
(6.16)

-.171 .868

Table 2. Homogeneity test between experiment groups

and the control group 

3.2 과민   후  상 심도 점수 변화

과민성 장 증후군 심도 수는 집단의 주효과와 시

기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집단과 시기의 상호

작용효과는 유의하 다［F(2. 20) = 3.974, p <.05］. 상

호작용 효과를 해석하기 해 수용 념 치료 집단과 통

제집단별 사 , 사후 추 수에 한 응표본 t 검

증을 실시하 는데, 치료 집단에서 사 수에 비해 사

후 수에 유의한차이가 없었으며, 사 수에 비해 추

수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통제 집

단에서는 사 -사후, 사 -추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3.3 지각  스트레스 점수 변화 

지각된 스트 스 수는 집단의 주효과와 시기의 주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집단과 시기의 상호작용효과

가 유의하 다［F(2.20) = 4.497, p <.05］. 상호작용 효

과를 해석하기 해 수용 념 치료 집단과 통제집단별

사 , 사후 추 수에 한 응표본 t 검증을 실시

한 결과, 수용 념 치료 집단에서 사 수에 비해 사

후 수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 다［t(5) =2.588, p <.0

5］. 한 사 수에 비한 추 수에서도 유의한 감

소를 보 다［t(5) =3.427, p <.05 ］. 통제 집단에서는 사

-사후와사 -추 수모두에서유의한차이가없었다.

3.4 과민   후  특 적 삶  질 점수 변화

과민성 장증후군 특이 삶의질 수는 시기의주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집단의 주효과가 유의하 다

［F(1, 10)= 6.522, p <.05］. 한 집단과 시기의 상호작

용 효과도 유의하 다［F(1.088, 20)= 4.915, p <.05］. 상

호작용 효과를 해석하기 해 수용 념 치료 집단과 통

제집단별 사 , 사후 추 수에 한 응표본 t 검

증을 실시한 결과, 수용 념 치료 집단에서 사 수에

비해 사후 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 수에 비해 추 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t(5) = -2.852, p <.05］. 통제 집단에서는 사 -사후와

사 -추 수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5 수용 행동 점수  변화

수용 행동 수의 경우 집단의 주효과가 유의하 다

［F (1, 10) =7.566, p <.05］. 한 시기의 주효과도 유

의하 다 ［F (1.120, 11.198) =6.039, p <.05］. 마지막으

로 집단과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 한 모두 유의하 다

［F (1.120, 11.198) =6.711, p <.05］. 상호작용 효과를 해

석하기 해 수용 념 치료 집단과 통제집단별 사 , 사

후 추 수에 한 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수용 념 치료 집단에서 사 수에 비해 사후 수에

서 유의한 증가가 보고되었다［ t(5) = -2.693, p <.05］.

그러나 사 수에 비해 추 수에서는 유의한 증가

를 보고하지 않았다 ［ t(5) = -2.551, p >.05］. 통제 집

단에서는 사 -사후와 사 -추 수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varia-ble grou-p

pre
test

post
test

f/u test
grou-p
(A)

test
time
(B)

A*B

M M M F F F

IBS
severity

ACT 330.00 253.33 212.50 .413 2.426 3.974*

control 278.33 286.67 293.00

Table 3. Results of ANOVA about IBS symptom 

severity, perceive stress, korea-irritable 

bowel syndrome quality of life, 

acceptance &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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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   

이 연구는 수용 념치료(ACT) 로그램이 과민성

장 증후군이있는사람들의 증상심도, 스트 스, 삶의질

수용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해 수행되었

다.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수용– 념 치료 집단의 과민성 장 증후군 증

상은 통제 집단에 비해 치료 후 증상이 유의하게 감소되

지 않았다. 한편, Lee, Kim Kim[34]의 마음챙김 명상

로그램 연구에서는 아홉 개 변인 복통, 변비, 복부

팽만감의 3개의 증상에서만 부분지지 되었고, Han, Kim

Kim[21]의 연구에서도 마음챙김 명상이 과민성 장

증후군의 주 증상을 감소시키지는 못한것으로 보고된다.

이에 더하여 과민성 장 증후군의 증상이나 련 변인

들에 효과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인지행동치료 연구

에서도 장 증상의 심각도 만큼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으며, 과민성 장 증후군의 증상 수 이 유의하

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 국내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질

병 수 이 심도 수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된다[35,

36]. 그러나 본 연구의 참가자들 부분은 등도

는 심도 이상의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참가자 부

분이 유병 기간이 5~10년으로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본 연구에서 실시된 단기치료 개입을 통

하여 증상의 심도를 유의한 수 으로까지 낮추는 데는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연구 결과를 구체

으로 살펴보았을 때 사 검사 시기에 비해 사후-추

시기에 이르게 될 수록 증상이 차 감소되고 있는 바,

추 기간을 8주~16주 등으로 장기화하여 증상 심도 상

의 유의한 변화를 가져온 Jang[35] 의 연구와 같이 의미

있는 결과를 기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둘째, 수용– 념 치료 집단의 스트 스 수 은 통제

집단에 비해 치료 후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ond와 Bunce [25]의 연구에서 수용– 념 치료가

업무스트 스에효과 이라는 연구결과와 일치되며, Jo

와 Son[37]의 연구에서 문제 음주 학생의 지각된 스트

스가 추 검사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 부

분 으로 일치되고 있다. 이를 볼 때 수용– 념 치료는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의 스트 스 수 을

감소시키는데 효과 인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수용– 념 치료 집단의 삶의 질 수 은 통제집

단에 비해 치료 후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볼 때수용 념 치료 과정상의 인지 인탈융합과수

용 행동 등이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이 재

의 삶에 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념 행동에 몰입

하도록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정 인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26]. 다만, 집단 내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 -사후 간의 수 변화가 유의하지 않았고, 사

-추 간의 결과만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 같이 사

-사후 간의 수 변화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련 척

도가 과민성 장 증후군 특이 삶의 질을 측정하다 보

니, 증상심도가 유의하게 감소되지 않은 과 일부 련

이 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 이는 추 검사 시기에증상

의 심도가 소폭으로 감소되자, 삶의 질수 은 유의한 수

도 향상되고 있는 이 이 같은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

로 사료된다.

넷째, 수용 념 치료 집단의 수용행동 수 은 통제집

단에 비해 치료 후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Hong과 Son[38]의 연구에서는 신체화 장애가 있는 참여

자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었는

데 수용 념치료가 신체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경험회

피 수 을 낮추어 수용 행동이 향상되고 있다고 보고된

다. 이는 본 연구 결과와도 일부 일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추 검사 시기까지는

치료 효과가 유지되지 않았는데, 이는 치료 개입의 기

간이 단기 인 , 참가자 추 검사 시기에 시험 스

트 스가 증가하여 회피 행동이 증가되었다고 보고하는

등의 상황 인 요인이 일부 반 된 것으로 짐작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 ,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들이 경험하고 있던 정

서 인 스트 스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수용

념치료가 실질 인 방법일 수 있다는 이다.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스트 스 상황에서 경험되

는 감정을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

해 과민성 장 증후군의 증상 빈도와 심도가 고조될 가

perceive
stress

ACT 31.67 23.50 24.33 4.893 3.347 4.497*

control 34.83 34.67 36.50

quality of
life

ACT 58.09 80.27 80.88 6.522* 2.309 4.915*

control 58.46 53.68 54.78

acceptan
ce
action

ACT 59.00 76.67 76.00 7.566* 6.039* 6.711*

control 60.00 58.83 60.33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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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더불어 과민성 장 증후군에 따

른 일상생활의 방해가 있다 보니 지각된 삶의 질이 조

하기 쉬울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수용- 념 치료에 참

여하게 될 경우 부정 인생각과감정을있는 그 로 수

용하도록 도와 재에 존재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으며,

인지 탈융합의 기법을 도입하여 사고의유연성을 증가

시키다 보니 내 고통의 각성 수 을 낮추고 효과 인

처 방략이 습득되도록 도울 수 있겠다.

둘째, 수용 념치료는다른 심리치료 인 개입에 비하

여 심리교육 인 근성이 용이한 것으로보고되고 있다.

참가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 스에 해 쉽

게 수용할 수있도록 돕고, 보다 효과 인 방략들을 습득

해 일상에서 손쉽게 용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 때문에

참가자들은 치료 인 개입이 끝난 후에도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치료 인기법들을 용할 수 있고, 이 때문에 경

제 이고도 장기 으로 치료 인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수용 념 치료는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사

람들의 주 인 웰빙에 도달할 수 있게 돕는 것에 있어

상당히 효과 인 치료일 것으로 상할 수 있겠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 은 무선 할당을 시도하지 않은

이다. 본연구는 참여자 선발에 련하여물리 정

서 인 제약이 상당했는데,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집단 치료 로그램에 참여하여자신의 증상과

일상 기능의 방해에 해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기

인 설문 조사에 응하는 것에서 조차 수치심, 두려움과

같은 정서 인 곤란감을 호소하여 연구참여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성별에 따른 집단을 나

어 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한 이 참가자들의 심

부담감을 고조시키는데 부정 인 향을 것으로 보인

다. 이 듯 참여 집단상의 무선 할당을 시도하는데 제약

이 크다 보니연구참여가가능한사람을토 로하여 참

가자들을 선정하게 되었다. 더불어 연구 설문 참여뿐만

아니라 집단 로그램 참여도 가능하다고보고한 참가자

들을 실험 집단에, 연구 설문 참여는 가능하지만 물리

정서 인 요인들로 인해 로그램참여까지는 어렵다

고 보고한 참가자들을 통제 집단으로 할당하여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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