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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emotional perception biases according to the level of social phobia 

and the relationship with visuospatial attention allocation ability. This study used the Korean self-report assessment 

test (Korean version of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K-SAD) to measure the level of social phobia. Moreover, 

the emotional perception and useful field of view (UFOV) tasks were employed for measuring emotional perception 

biases and visuospatial attention allocation ability, respectively. A total of 118 participants participated in this 

experiment, and only 107 (males: 94, females: 13) data were analyzed due to the exclusion of response errors and 

other statistical problems. The average age of the participants used in the analysis was 21 years (SD: 3.64), and 

thos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K-SAD scores. Consequently, all experimental 

groups showed negative emotional perception biases in the emotional perception task, but the magnitudes of the 

biases of each group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urthermore, the positive emotional perception biases were 

higher at higher levels of social phobia, which could be related to the tendency of interpreting positive stimuli 

negatively. In the UFOV task, the higher the level of social phobia, the lower the visuospatial attention allocation 

abil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deterioration of visuospatial attention allocation ability potentially contributes 

to the increase of positive emotional perception biases by being difficult to perceive external stimuli. Thus, this 

paper discusses the potential contribution of visuospatial attention allocation ability to the increased perceptual 

biases of positive emotions as the level of social phobia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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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사회공포증 수 에 따른 정서지각 편향성의 변화와 이 변화에 기여하는 시공간 주의배분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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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학IC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ITP-2020-2017-0-01630).

1김상엽: 고려 학교 심리학과 석박사통합과정 
2정재범: 고려 학교 심리학과 연구교수
3†(교신 자) 남기춘: 고려 학교 심리학과 교수 / E-mail： kichun@korea.ac.kr / TEL：02-3290-2548

감성과학
제23권 2호, 2020
<연구논문>

pISSN 1226-8593
eISSN 2383-613X

Sci. Emot. Sensib.,
Vol.23, No.2, pp.35-50, 2020

https://doi.org/10.14695/KJSOS.2020.23.2.35



36  김상엽․정재범․남기춘

주의배분능력을 측정하기 해 정서지각 과제(emotional perception task)와 UFOV 과제(useful field of view task)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는 118명의 연구참가자가 참여하 고 응답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연구참가자들을 제외하여 107명

(남: 94명, 여: 13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연구참가자들은 K-SAD 수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뉘어졌다. 연구 결과, 

정서지각과제에서 정  정서지각 편향성은 사회공포증 수 이 높을수록 더 크게 나타났으며 UFOV 과제에서는 사회

공포증 수 이 높을수록 하된 시공간 주의배분능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공포증 수 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

는 하된 시공간 주의배분능력이 정  정서지각 편향성에 부분 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사회공포증, 정서지각능력, 시공간 주의배분능력, 자기보고형 검사

1. 서론

정신장애진단  통계 편람 DSM-5에 따르면 사회공

포증(social phobia)은 사회  불안 장애  하나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사회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다

른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평가한다고 생각하며, 이

를 지나치게 걱정하여 극도의 긴장과 불안을 느끼는 장

애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공포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이 두려워하는 공포는 사회  상황에서 굴욕감을 느끼거

나 창피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강렬한 불안이 시작되고 일상 인 기능이 크게 손상된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일반 으로 사회공포증과 같이 불안수 이 높은 사

람들은 부정  정서자극에 해 편향 으로 지각하는 

인지처리기제를 가지고 있다(Mariann & Teresa, 2008; 

Fox, Russo, Bowles, & Dutton, 2001; Bar-Haim et al., 

2007; Mogg & Bradley, 1998; Wiliams et al., 1996). 

사회공포증과 정서자극을 지각하는 편향성의 계성

을 다룬 기존 선행연구들은 부정  정서지각 편향성이 

정서자극을 처리하는 기지각과정에 향을 미쳐 부

정  정서자극에 해 강하고 빠른 무의식  반응을 

일으키게 만든다고 보고하 다. 이와 련하여 Beck 

(1976) 그리고 Beck과 Clark(1997)의 연구에서는 스키

마 이론(schema theory)을 통해 시각 정보에 한 기억

과 해석이 이 지는 인지처리과정에 해 연구하 는

데, 불안수 이 높은 사람들은 그들의 스키마(schema)

에 의해 인 정서 자극을 편향 으로 처리한다고 

보고되었다. 한, Williams, Watts, MacLeod와 Mathews 

(1988)의 연구에서는 불안수 이 높은 사람들의 주의 

체계가 인 정서자극에 해 비정상 으로 민감

하여 정서자극을 처리하는 기의 자동  인지처리 단

계에서 주의가 인 정서자극으로 바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한, LeDoux(1995)의 연

구에서도 인 정서 자극을 기에 정보처리 하는 

상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

과와 다르게 Foa와 Kozak(1986) 그리고 Mogg, Bradley, 

De Bono와 Painter(1997)의 연구에서는 불안수 이 높

은 사람들은 인 정서자극에 한 편향  정보처

리가 자극의 후기 처리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보고되었

는데, 그 이유는 불안을 느낄 때 나타나는 주된 문제가 

인 정서자극을 억제하는 처리하는 과정 에 나

타나기 때문이라고 하 다. 한, Fox et al.(2001) 그리

고 Fox, Russo와 Dutton(2002)의 연구에서는 불안이 

인 정서자극을 탐지하기 한 기 처리과정에는 

향을 덜 주고 인 정서자극에 주의를 지속시키

는 처리과정에 더 큰 향을 다고 보고되었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와 같은 이유들로 불안수 이 높은 사

람은 불안수 이 낮은 사람에 비해 인 정서자극

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에, 사회공포증과 같은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

의 정  정서지각 편향성을 다룬 연구는 이 지지 

않았는데 이는 사회공포증과 련된 정서지각 편향성

은 주로 부정  정서자극에 해서 나타났다고 보고되

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선행연구인 Wallace와 

Alden(1997) 그리고 Yoon과 Zinbarg(2008)에 의하면 

사회공포증이 있으면 정  정서자극을 지각하더라

도 이를 부정 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성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사회공포증이 있으면 부정  정서자극 외에 

정  정서자극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가능

성이 있다.

그 다면 사회공포증 환자들이 부정  정서지각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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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과 정  정서지각 편향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가? 사회공포증 환자들은 기본 으로 사회  상황

에 노출된 후 타인의 부정  평가에 한 두려움을 나

타내는 불안장애이므로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한 타

인의 감정이 요하게 작용한다. 결국, 사회공포증이 

있다면 타인의 감정 상태를 확인하기 해 정  정

서자극과 부정  정서자극에 모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이에 한 편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한, 정  정서지각 편향성이 부정  정서지각 

편향성과 다르게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거의 보고되지 

않았던  다른 이유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정서지각 

편향성을 연구하기 해 연구집단을 단순히 사회공포

증의 유/무로 집단을 세분화하 기 때문인 것으로 여

겨진다(Gilboa-Schechtman, Foa, & Amir, 1999; Hope, 

Rapee, Heimberg, & Dambeck, 1990; Macleod, 1991; 

Mogg, Philippot, & Bradley, 2004). 사회공포증에 따

라 나타나는 인지특성은 사회공포증 증상의 심각도

(severity)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공포증을 진단

받았더라도 사회공포증을 느끼는 수 에 따라 그 증상

은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기존 선행연구에서 

정  정서지각 편향성이 보고되지 않았던 이유는 

정  정서지각 편향성이 부정  정서지각 편향성과는 

달리 사회공포증 수 이 높을 때 나타나는 인지특성이

기 때문에 사회공포증을 진단받았더라도 정  정서

지각 편향성이 쉽게 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 다면 정  정서지각 편향성이 부정  정서지

각 편향성과는 다르게 사회공포증에 따라 쉽게 발 되

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한 한 가지 가능성으

로 정  정서자극에 해 부정 으로 해석하려는 경

향성은 사회공포증 수 이 미약할 때 나타나는 인지특

성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다(Wallace & Alden, 1997; 

Yoon & Zinbarg, 2008). 반면에, 부정  정서지각 편향

성은 정서자극을 래하는 기 정보처리과정과 련

되어 있어 사회공포증이 미약하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다. 하지만, 정  정서자극을 부정 으로 해석

하는 경향성인 정  정서지각 편향성은 제시받은 정

서자극의 표면  의미를 왜곡하여 부정 으로 받아들

이는 정보처리과정으로 이는 극심한 정신  스트 스 

혹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 나타나는 정보

처리 상과 련이 있다(Vythilingam et al., 2007; 

Yoon & Zinbarg, 2008). 이는 정  정서지각 편향성

에 의해 나타나는 부정 인 해석 경향성은 심각한 사

회공포증일 때 나타나는 상이라는 것을 의미하여 

정  정서자극을 부정 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성은 사

회공포증 수 이 높을 때 나타나는 인지특성 이라는 

을 뒷받침해 다.

정  정서자극에 민감해지는 정보처리과정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정서자극이 

주로 시각 으로 제시된다는 을 고려해보면 시공간 

주의배분능력(visuo-spatial allocation ability)이 정서자

극에 한 편향  지각에 주된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여겨진다. 이때 시공간 주의배분능력은 시야 

범  내에 제시된 자극에 주의 집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시공간 주의배분능력이 높으면 주의집

하고 있는 역 외에 제시된 자극을 쉽게 지각하고, 반

로 시공간 주의배분능력이 낮으면 주의집  하고 있

는 역 외에 제시된 자극을 지각하는 것이 어렵다. 이

에 따라 시공간 주의배분능력의 하가 나타나면 정

 정서자극을 부정 으로 지각할 때 이를 벗어나기 

한 외부 시각자극을 지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분의 기존 선행연구들은 사회공

포증 증상에 따라 부정 인 정서자극에 주의가 쉽게 

이동하는 상인 부정  정서지각 편향성에 한 연구

들을 수행하 지만 사회공포증의 정서지각 편향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시공간 주의배분능력에 해서는 

연구를 수행하지 않아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여겨진다.

하지만, 사회공포증에 따른 시공간 주의배분능력의 

하가 정서지각 편향성에 향을 미칠 가능성에 해

서 탐구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사회공포증과 시공

간 주의배분능력간의 련성’과 ‘사회공포증과 정서지

각 편향성간의 련성’ 결과에 한 논의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사회공포증에 따른 시공간 주

의배분능력의 하가 정서지각 편향성에 향을 미칠 

가능성에 해 연구하기 한 실험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를 들어 다양한 시야각에

서 얼굴 정서자극을 제시하는 실험 방법과 같이, 다양

한 실험 방법의 차이가 실험 결과에 향을 미쳐 실험 

결과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해서 우선

으로 사회공포증과 시공간 주의배분능력 그리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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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증과 정서지각 편향성들의 계에 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 진 뒤에 사회공포증에 따라 나타난 정서지

각 편향성이 시공간 주의배분능력의 변화에 매개되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회공포증 증상과 련된 인지  특성과 더

불어서 사회공포증 수 에 따른 인지능력의 변화는 

진 으로 나타난다. 일반 으로 사회공포증은 임상심

리사의 면 한 면담과 내담자의 자기보고형 설문 검사

를 통해 단 을 기 으로 사회공포증을 진단받지만 

사회공포증의 증상은 사회공포증 수 의 심각도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미약한 정도부터 아주 심

한 정도까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공포증과 

련된 인지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해서는 이

와 같이 사회공포증 수 을 다양하게 나 어 사회공포

증과 인지능력 간의 련성에 해 알아야 한다. 이 방

법은 기존에 사회공포증과 련된 인지특성을 알기 

해 수행되었던 연구방법인 사회공포증 유/무에 따라 

연구 집단을 범주화하여 나 는 방법보다 사회공포증

과 련된 인지특성을 더욱 세 하게 이해하기 해 

필요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일반인들의 정신장애 수 에 따른 인지능력 변화에 

한 기존 선행연구로 Kim et al.(2017)에서는 주의력

결핍과잉활동장애(attention deficit and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로 진단 받지는 않았지만 ADHD 

검사인 revised-Corners rating scale(rCRS)를 수행한 후 

검사 수에 따라 실험집단을 나 어 rCRS 수에 따

른 시공간 주의배분능력과 가용된 시공간 주의집 력

의 변화에 해 탐구하 다. 유사하게, Kim et al.(2018)

에서는 양극성 장애(bipolar disorder)로 진단 받지는 않

았지만 한국형 자기보고형 양극성 장애 검사(K-MDQ)

를 수행한 후 검사 수에 따라 실험집단을 나 어 

K-MDQ 수에 따른 시공간 주의배분능력과 정서지각 

편향성에 해 탐구하 다. 이처럼 연구참가자들이 정

신장애로 진단을 받은 ‘유/무’에 구분 없이 정신장애의 

수 을 설문 검사지로 측정하여 수에 따라 실험집단

을 나 고 정신장애의 수 에 따라 변화하는 인지능력

에 해 탐구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해보면, 정신장애 수

과 련된 인지능력은 정신장애로 진단을 받지 않아

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사

회공포증 수 을 세분화하여 나  뒤에 사회공포증 수

과 련이 있는 정서지각의 편향성  시공간 주의

배분능력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의 첫 번째 연구 가설은 K-SAD 수가 높을수록 

정  정서지각 편향성 혹은 부정  정서지각 편향성이 

나타난다는 것과 두 번째 연구 가설은 K-SAD 수가 

높을수록 시공간 주의배분능력의 하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2. 연구
 

2.1. 연구 방법

 
2.1.1. 연구참가자

본 연구에는 연구 참가 공문을 통해 임의로 모집된 

총 118명의 연구참가자들이 참여하 다. 하지만, 응답

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11명의 연구참가자들을 제외한 

총 107명의 자료가 최종 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

석에 사용된 연구참가자  남자는 94명이고 여자는 

13명이며 연구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1세(SD: 3.64)

이다. 한, 연구참가자들은 한국  사회공포증 질문지

(Korean version of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이하 

K-SAD) 수에 따라 3개의 집단으로 나뉘어졌으며 첫 

번째 집단은 K-SAD 수가 낮은 집단(41-60 )으로 

34명, 두 번째 집단은 K-SAD 수가 보통인 집단

(61-80 )으로 35명,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집단은 

K-SAD 수가 높은 집단(81-100 )으로 38명이다. 세 

집단 간의 K-SAD 수 간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

하 다(F(1, 105)=643.40, p<.01).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가자들의 성별 정보와 K- 

SAD 수에 한 정보는 Table 1에 제시되었다. 그리

고 본 연구 참가의 제외 기 으로 첫째, 주요 감각기

에 장애가 있는 자, 둘째, 뇌졸  병력  뇌손상 병력

이 있고 뚜렷한 신경학  이상이 찰되는 자, 셋째, 

정신지체 진단을 받은 자, 넷째, 약물 혹은 물질 독이

나 도박 독이 있는 자, 다섯째, 자발  참여가 가능하

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 여섯째, 기타 연구에 참여하기 

곤란한 심각한 의학  이상이 찰되는 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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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participant
K-SAD score

Mean Standard deviation Range

Group 1(K-SAD score low group) 34(male: 28, female: 6) 53 6.17 41-60

Group 2(K-SAD score normal group) 35(male: 33, female: 2) 70.89 5.94 61-80

Group 3(K-SAD score high group) 38(male: 33, female: 5) 88.5 5.78 81-100

Table 1. The distinction of sex and K-SAD score of participant’s group

 

2.1.2. 연구 과제

첫 번째 인지 과제는 정서지각과제(emotional per-

ception task)이다. 이 과제에서는 연구참가자들이 얼굴 

표정으로 제시되는 자극의 정서를 확인하고 단하며, 

기존 선행연구에서의 정서지각과제와는 다르게 본 과제

에서는 연구참가자들의 정서 자극에 한 정  혹은 

부정  정서지각 편향성을 측정한다(Gilboa-Schechtman, 

Foa, & Amir, 1999; Joormann & Gotlib, 2006; Muris, 

Merckelbach, & Damsma, 2000; Ekman, 1992; Ekman, 

1993; Edwards, Jackson, & Pattison, 2002; Montagne, 

Kessels, De Haan, & Perrett, 2007). 본 과제의 연구 

차는 Fig. 1의 왼쪽에 제시되었다. 연구가 시작되면 안

내 지시문이 제시되고 그 후에 연구참가자들에게 얼굴 

표정 자극이 최소 2개에서 최  8개까지 한 번에 제시

된다. 연구참가자들은 제시받은 얼굴 표정 자극이 모두 

같은 정  혹은 부정  정서인지 아닌지 5,000ms 안

에 화면에 제시된 ‘같다’와 ‘다르다’ 반응을 마우스를 

통해서 단해야 하며, 연구참가자들의 반응에 한 

속도와 정답의 유/무가 기록되었다. 한, 본 과제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정  혹은 부정  정서지각 편향성 

지표를 해 총 4개의 측정 조건들이 사용되었다. 첫 번

째는 연구참가자들이 모두 정  정서자극을 제시받은 

경우(all positive, 이하 AP), 두 번째는 연구참가자들이 

모두 부정  정서자극을 제시받은 경우(all negative, 이하 

AN), 세 번째는 연구참가자들이 부정  정서 자극  

정  정서 자극을 1개 제시받은 경우(positive among 

negative, 이하 NP),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연구참가자들

이 정  정서 자극  부정  정서 자극을 1개 제시받

은 경우(negative among positive, 이하 PN)이다.  측정 

조건들을 통해서 각각의 정서지각 편향성이 측정되는

데, 정  정서지각 편향성은 PN 조건의 반응에서 AP 

조건의 반응을 빼서 측정되고 부정  정서지각 편향성

은 NP 조건에서 AN 조건의 반응을 빼서 측정되었다.

이에 따라, 정  정서지각 편향성이 올바르게 나

타난다면 정답률 지표에서는 음수 값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정  자극을 부정  정서자

극으로 지각하여 ‘같다’라는 반응보다는 ‘다르다’ 반응

을 해야 하는 PN 조건의 정답률이 높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응속도 지표에서는 정  정서지

각 편향성이 올바르게 나타나면 양수 값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정  정서자극을 부정 으로 지각하는 경

향성과 더불어 부정  정서자극에 한 편향된 기제도 

보이기 때문에 PN 조건에 노출되었을 때 제시되는 부

정  정서자극으로 주의가 쉽게 이동하게 되어 PN 조

 

Fig. 1. Experimental paradigm of emotional perception task (left) and useful field of view task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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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반응속도는 AP 조건의 반응속도보다 느리게 나

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부정  정서지각 편향성은 정서자극이 제

시되면 부정  정서자극으로 주의가 쉽게 이동한 후 지

각하고 있는 부정  정서자극 외에 다른 시각  자극을 

지각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이다. 이에 따라, 반응속

도 지표에서는 부정  정서지각 편향성이 올바르게 나

타난다면 음수 값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부정  정서자

극 개수가 많은 AN 조건의 반응속도가 NP 조건의 반응

속도보다 느리게 나타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

리고 정답률 지표에서는 부정  정서지각 편향성이 올

바르게 나타난다면 양수 값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마찬

가지로 부정  정서자극에 같은 향을 받아 부정  정

서자극의 개수가 많은 AN 조건의 정답률이 NP 조건의 

정답률 보다 낮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본 과제의 

자극 개수는 각 측정 조건마다 14개로 총 56개의 자극

이 연구참가자들에게 무작 로 제시되었다.

두 번째 인지 과제는 UFOV 과제(useful field of view 

task)이다. 기존 선행연구인 Green과 Bavlier(2003)에서 

사용된 이 과제는 시공간 주의배분능력을 측정한다

(Ball et al., 1988; Bell et al., 1993; Myers et al., 2000). 

본 과제의 연구 차는 Fig. 1의 오른쪽에 제시되었다. 

본 과제는 연구참가자들에게 안내 지시문에 제시되며 

시작된다. 연구가 시작되면 화면 정 앙에 응시

(fixation point)가 2,000ms 동안 제시된 후 목표자극이 

응시 을 기 으로 ‘좌측- ’, ‘ ', ‘우측- ’, ‘좌측’, 

‘우측’, ‘좌측-아래’, ‘아래’, ‘우측-아래’에 100ms 동안 

제시된다. 이때 목표자극은 원 안에 사각형 모양으로 

제시된 형태의 도형이며, 목표자극은 각 방향에서 응시

을 기 으로 시야각 10°, 20°, 그리고 30° 치에서 

제시된다. 그 후에 목표자극의 치에 한 잔상을 최소

화하기 하여 여러 가지 도형이 혼합된 방해 화면이 

1,000ms 동안 제시된다. 연구참가자들은 목표자극에 

한 반응을 키보드의 숫자 키패드로 응답하 으며, 이때 

반응에 한 속도와 정답의 유/무가 기록되었다. 를 

들어, 연구참가자들은 목표 자극이 응시 을 기 으로 

‘우측’에 제시되면 숫자 키패드 ‘6’을 르고, ‘좌측 아

래’에 제시되면 숫자 키패드 ‘1’을 러서 응답하 다. 

본 과제의 자극 개수는 각 측정 조건마다 40개로 총 120

개의 자극이 연구참가자들에게 무작 로 제시되었다.

2.1.3. 자기보고형 인지 검사

본 연구에서 사회공포증 수 을 측정하기 한 자기

보고형 인지 검사는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사용한 

한국  사회공포증 질문지(K-SAD)를 사용하 으며, 

이 검사는 사회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 수 과 불

편하다고 여겨지는 사회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측정하기 해 Watson과 Friend(1969)에 의해 고안된 

자기보고식 설문지이다. 각 문항은 5  척도로 구성되

어 있으며 총  수가 높을수록 피검사자가 사회공포

증으로 인해 높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검사지는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총 의 

범 는 28-140 이며 사회공포증을 진단하기 한 

단 은 총  61 이다.

 
2.1.4. 과제 수행 순서

본 연구의 과제 수행 순서는 연구참가자  반이 

자기보고형 사회공포증 검사인 K-SAD를 먼  수행하

고 정서지각과제와 UFOV 과제를 순서 로 수행하

으며, 나머지 반은 K-SAD를 먼  수행한 후 UFOV 

과제와 정서지각과제를 순서 로 수행하여 과제 수행 

순서 간에 역균형화가 이 졌다.

 

 

3. 결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포증 수 에 따라 변화하는 

정  정서지각 편향성과 시공간 주의배분능력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공간 주의배분능력이 정

 정서지각 편향성에 미치는 향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가설은 K-SAD 

수가 높을수록 정  정서지각 편향성 혹은 부정  

정서지각 편향성이 나타난다는 것과 두 번째 연구 가

설은 K-SAD 수가 높을수록 시공간 주의배분능력의 

하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해 본 연

구에서는 연구참가자들을 K-SAD 수에 따라 세 집단

으로 나 고 정서지각과제와 UFOV 과제 수행 결과를 

비교하 다.

수행 결과를 비교하기 해 연구참가자들의 정서지

각과제와 UFOV 과제에 한 반응은 반응속도(pro-

bability)와 정답률(msec) 지표로 측정되었다. 먼 ,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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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 NP AP AN

Emotional bias

Negative Emotion
(NP - AN)

Positive 
Emotion

(PN - AP)

Acc RT Acc RT Acc RT Acc RT Acc RT Acc RT

K-SADS
(41-60)

.91
(.01)

1628
(66)

.93
(.01)

1657
(63)

.99
(.01)

1574
(56)

.94
(.01)

1936
(55)

-.01
(.02)

-279
(38)

-.07
(.01)

54
(42)

K-SADS
(61-80)

.87
(.02)

1625
(68)

.91
(.02)

1652
(61)

.99
(.00)

1543
(63)

.88
(.02)

1929
(71)

.03
(.02)

-277
(41)

-.12
(.02)

82
(29)

K-SADS
(81-100)

.85
(.02)

1550
(75)

.88
(.02)

1615
(78)

.99
(.01)

1496
(71)

.87
(.02)

1889
(82)

.02
(.02)

-274
(36)

-.13
(.03)

54
(34)

Table 2. Results of accuracy (probability) and response time (msec) on emotion perception task for each group. The value indicated
within brackets denotes standard error

Fig. 2. Bar graph for the results of accuracy and response time on emotion perception task for each group 
(left: response times, right: accuracy rates). The line in the bar graph denotes the range of standard error 

Fig. 3.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 bias scores for each group in emotion perception task 
(left: accuracy, right: response time). The line in the bar graph denotes the range of standard error

번째 가설에 한 검증이다. 연구참가자들의 정서지각

과제 수행 결과는 Fig 2, 3 그리고 Table 2에 제시되었

으며 반응속도에 한 집단(K-SAD 수가 낮은 집단

/K-SAD 수가 보통인 집단/K-SAD 수가 높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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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건(부정  정서지각 편향성/ 정  정서지각 편

향성) 간의 2요인 혼합효과 분산분석 결과, 집단의 주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조건의 주효

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했다(F(1, 98)=160.16, p<.01). 

그리고 집단과 조건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때, 조건 주효과는 반응속도에서 

부정  정서지각 편향성이 정  정서지각 편향성보

다 더 크게 나타난 것을 의미했다(p<.01). 그리고 정답

률에 한 집단과 조건 간의 혼합요인 분산분석 결과, 

집단의 주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조

건의 주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했다(F(1, 98)=52.94, 

p<.01). 그리고 집단과 조건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통

계 으로 유의미했다(F(2, 98)=3.196, p<.05). 이때, 조

건의 주효과는 정답률에서 정  정서지각 편향성이 

부정  정서지각 편향성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p<.01). 

한, 집단과 조건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에 

한 단순효과 분석 결과, 각 실험 집단에서 정  정서

지각 편향성이 부정  정서지각 편향성보다 유의미하

게 높게 나타났고(p<.01; p<.01; p<.01), 각 실험 집단 

간의 정  정서지각 편향성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

의미하 고(p<.05), 부정  정서지각 편향성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때, 정  정서지각 

편향성의 유의미한 차이에 한 Tukey 사후검증 결과, 

K-SAD 수가 높은 집단이 K-SAD 수가 낮은 집단

과 보통인 집단보다 정  정서지각 편향성이 유의미

하게 크게 나타났다(p<.05; p<.05).

다음으로 두 번째 가설에 한 검증이다. 연구참가

자들의 UFOV 과제 수행 결과는 Table 3과 Fig. 4에 

제시되었으며 반응속도에 한 집단(K-SAD 수가 낮

은 집단/K-SAD 수가 보통인 집단/K-SAD 수가 높

은 집단)과 조건(부정  정서지각 편향성/ 정  정서

지각 편향성) 간의 혼합요인 분산분석 결과, 집단의 주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향성을 

나타냈고(F(2, 98)=2.61, p=.07), 조건의 주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했다(F(2, 196)=3.44, p<.05). 하지만, 집

단과 조건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다. 조건 주효과에 한 Tukey 사건보다 유의하

게 느린 경향성을 나타냈고(p=.08), 시야각 20° 조건은

 

Visual angle 10° Visual angle 20° Visual angle 30°

Acc RT Acc RT Acc RT

K-SADS
(41-60)

.76
(.04)

981
(56)

.67
(.05)

959
(59)

.57
(.05)

1055
(84)

K-SADS
(61-80)

.68
(.05)

873
(37)

.71
(.05)

829
(37)

.59
(.04)

891
(55)

K-SADS
(81-100)

.63
(.05)

950
(53)

.62
(.05)

837
(37)

.53
(.04)

891
(32)

Table 3. Response time and accuracy results of UFOV task. The value of bracket denotes the standard error

Fig. 4. Bar graph for the results of accuracy and response time on UFOV task for each group 
(left: accuracy, right: response time). The line in the bar denotes the standard error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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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al Perception task UFOV task K-SAD

Negative Emotional 
bias

Positive Emotional 
bias

Visual angle 10° Visual angle 20° Visual angle 30°
Score

Acc RT Acc RT Acc RT Acc RT Acc RT

Negative 
Emotional 

bias

Acc 1 .011 -.084 .019 -.092 -.019 -.006 -.042 -.038 -.003 .035

RT 1 .025 .217* .141 -.091 .176 .011 .083 -.045 -.016

Positive 
Emotional 

bias

Acc 1 -.076 .225* -.014 .202* -.110 .097 -.071 -.261**

RT 1 .010 -.040 .107 -.005 .175 .002 .049

Visual angle
10°

Acc 1 -.456** .852** -.277** .708** -.331** -.162

RT 1 -.511** .597** -.438** .582** -.031

Visual angle
20°

Acc 1 -.370** .777** -.483** -.052

RT 1 -.433** .529** -.154

Visual angle
30°

Acc 1 -.463** -.046

RT 1 -.103

Note) The significances of each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described (*p<.05, **p<.01)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result between the measured values of Emotional perception task, UFOV task, and K-SAD

 

시야각 10° 조건보다 유의미하게 빠른 경향성을 나타

냈다(p=.06). 그리고 정답률에 한 집단과 조건 간의 

혼합효과 분산분석 결과, 집단의 주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조건의 주효과는 통계 으로 유

의미했다(F(2, 196)=25.99, p<.01). 그리고 집단과 조건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 으로 유의미했다(F(4, 

196)=2.54, p<.05). 조건 주효과에 한 Tukey 사후 검

증 결과, 시야각 30° 조건이 시야각 10° 조건 보다 정답

률이 유의미하게 낮았고(p<.01), 그리고 시야각 30° 조

건이 시야각 20° 조건 보다 정답률이 유의미하게 낮았

다(p<.05). 한, 집단과 조건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에 한 단순효과 분석 결과, 각 실험 집단에서 조

건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p<.01; p<.01; 

p<.01), 시야각 10° 조건에서 K-SAD 수가 높은 집단

이 K-SAD 수가 낮은 집단보다 정답률이 유의미하게 

낮은 경향성(p=.059)을 보 다.

마지막으로 각 과제에서 측정하는 정서지각 편향성

과 시공간 주의배분능력 간의 련성을 탐구하기 해 

각 과제에서 측정된 지표들 간의 상  분석이 수행되

었다(Table 4). 분석 결과, 유의미한 상 계를 보인 

상 계수들  정  정서지각 편향성과 시야각 10° 

조건의 정답률 간의 상 계수는 .225(p<.05), 정  정

서지각 편향성과 시야각 20° 조건의 정답률 간의 상

계수는 .202(p<.05), 그리고 정  정서지각 편향성과 

K-SAD 수 간의 상 계수는 -.261(p<.01)을 보 다.

4. 논의
 

본 연구의 두 가지 연구 가설에 한 논의를 해 

 연구 과제 수행 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먼 , 정서지각과제 연구 결과에 해 논의하면 반

응속도 지표의 경우 유의미하게 나타난 조건의 주효과

는 부정  정서지각 편향성이 정  정서지각 편향성

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기존 선행연

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인데 표 으로 Macleod(1991)

에서는 사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인 부정  정

서자극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보고되었고 Williams 

et al.(1988)에서는 이지 않은 부정  정서자극에

도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고되었다. Asmurdson과 

Stein(1994)의 연구에서는 사회공포증 환자 집단이 사

회공포증이 없는 통제 집단보다 사회 으로 인 

자극 뒤에 나오는 탐지자극에 더 빠른 반응을 보인다

고 보고되었으며, 사회공포증과 련된 뇌  특성을 연

구한 Eldar, Yankelevitch, Lamy와 Bar-Haim(2010)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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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사건 련 (event-related potential)를 통해, 

불안 수 이 높은 집단과 불안 수 이 낮은 집단 간에 

정서 지각 시 주의  편향성에 차이가 있는지 시각  

-탐지과제(visual dot-probe task)를 통하여 연구하

다. 실험 결과, 제시된 정서 자극이 인 정서 자극

을 포함하고 있을 때 불안 수 이 높은 집단은 불안 수

이 낮은 집단보다 더 강한 C1 반응을 보 다. C1 반응

은 일반 으로 시각 자극이 시야 역에 제시되고 

50-100msec 후에 나타나는 뇌  반응으로 알려져 있는

데(Clark & Wells, 1995; Clark & Hillyard, 1996; Foxe 

& Simpson, 2002; Fu, Greenwood, & Parasuraman, 

2005; Hillyard & Anllo-Vento, 1998; Stolarova, Keil, & 

Moratti, 2005), 이 반응은 인 정서가를 가지고 

있는 얼굴 자극에 더 강렬하게 반응한다고 보고되었다

(Pourtois, Grandjean, Sander, & Vuilleumier, 2004). 즉, 

 실험 결과는 불안 수 이 높은 집단이 불안 수 이 

낮은 집단보다 인 정서 자극에 한 주의  편

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이 결과는 

Monk et al.(2008)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불안 수 이 높은 환자들이 정서자극에 한 편

도체의 반응이 민감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

다. 한, 얼굴표정 정서처리에 있어서 비정상 인 

반응은 기 시각  정보처리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

는데, 이와 련된 뇌  반응으로 P1, N170, 그리고 

N2pc 반응들이 있다. 먼 , P1은 주의의 을 받은 

치에 자극이 제시될 때가 주의의 을 받지 않은 

치에 자극이 제시될 때 보다 더 강하게 반응하며

(Clark & Hillyard, 1996; Hillyard & Anllo-Vento, 1998; 

Di Russo, Martinez, & Hillyard, 2003), Pourtois et 

al.(2004)와 Santesso et al.(2008)에서는 인 부정

 정서 자극을 체하는 탐지자극에 더 강한 P1 반응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반응은 인 정서 자

극을 처리하는 기 인지처리와 련이 있다고 보고되

었는데(Vuilleumier & Pourtois, 2007), 이 P1 반응은 편

도체와 같은 방 구조(anterior structure)의 재처리 과

정(reentrant processing)에 의해 나타나며, 주의 혹은 동

기와 련된 인지처리과정도 련 있다고 보고되었다

(Amaral, 2003).

다음으로 N170은 얼굴 표정 정서에 한 정보처리

과정과 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Bentin et al., 

1996; Batty & Taylor, 2003; Laharel et al., 2005), 이 

반응은 양반구 측두 부분의 두정-후두 역의 활성화

에 의해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Schweinberger et al., 

2002). 이와 련된 Caharel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립  혹은 정  정서 자극보다 부정  정서 자극

에 더 큰 N170 반응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

반면에, N2pc 반응은 시공간 주의배분능력의 시간

 처리과정과 련 있는 뇌  성분인데(Jolicoeur et 

al., 2008; Kiss, Van Velzen, & Eimer, 2008). 시야 내에 

주어진 목표 자극에 시공간  주의를 집 하는 정보처

리과정과 련이 있다(Kiss et al., 2008). 한, Fox et 

al.(2008)에서는 시각  탐지과제를 사용하여 불안 수

이 높은 집단이 불안 수 이 낮은 집단보다 부정

인 정서 자극에 더 강한 N2pc 반응을 보여 불안 수 이 

높으면 부정  정서 자극에 더 강한 시공간 주의집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기존 선행연

구들은 모두 사회공포증 환자집단이 사회공포증으로 

진단받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부정 인 정서자극에 

한 주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음으로 정답률 지표의 경우 유의미하게 나타난 조

건의 주효과는 정  정서지각 편향성이 부정  정서

지각 편향성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공포증 증

상이 있는 경우 정  정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조건과 집단 간의 상호작

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사회공포증 수

이 증가할수록 정  정서자극에 더욱 민감하게 반

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공포증 증

상이 기존 선행연구에서 밝 진 것처럼 정  정서자

극을 부정 으로 해석하는 경향성과 련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Wallace & Alden, 1997; Yoon & Zinbarg, 

2008), 사회공포증 증상이 사회 으로 부정  평가를 받

는 것에 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불안장애라는 것을 고

려해보면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회공포증

이 있을 때 타인의 부정  정서에 민감해지는 것과 더불

어 타인의 정  정서에도 민감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사회공포증 수 이 증가할수록 정  

정서지각 편향성이 증가한 이유에 해 정  정서지

각 편향성을 측정하는 방법(PN 조건의 정답률 - AP 조

건의 정답률)을 고려해보면 정서지각과제의 측정 조건

인 PN 조건의 정답률이 감소해서 나타난 결과로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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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통계  검증 결과에 의하면 연구 집단 간의 PN 

조건 정답률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여 나타

났고(F(1, 99)=6.16, p<.05), AP 조건의 정답률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PN 조건

은 다수의 정  정서 자극과 소수의 부정  정서 자

극이 제시되는 조건으로 PN 조건 정답률의 감소는 사

회공포증 수 이 증가하면 정  정서 자극을 부정

인 정서로 해석하는 경향성이 있어 PN 조건에 한 수

행이 더욱 부정확하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시공간 주의배분능력의 하와 정  정

서자극에 한 부정  해석 경향성과의 련성에 해 

논의하기 해 사회공포증 환자들의 인지처리 모형인 

Clark와 Wells(1995) 그리고 Rapee와 Heimberg(1997)

의 모형을 참고하고자 한다. 이 모형에 따르면 사회공

포증 환자들은 사회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

정  평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회피하기 

해 일종의 ‘안 한 행동(safety behavior)’을 한다. 를 

들어, 이 행동은 사회공포증 환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회피하는 것으로 자신의 주의를 무의식 으로 

조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에서 보면 시공

간 주의배분능력의 하는 ‘안 한 행동’을 해 나타

난 인지  상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주시

하고 있는 응시  외의 다른 시야 역에서 제시되는 

자극을 지각하지 않음으로써 외부자극으로부터 올 수 

있는 부정  평가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공간 주의배분능력의 하는 오히려 부정 인 해석

의 경향성을 키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서론에서 언

되었던 것처럼 정서 으로 부정 인 자극은 사회공포

증이 있는 사람들의 주의를 쉽게 끌 수 있고 사회공포

증 수 이 더욱 높아지게 되면 부정 인 정서자극 외

에 정  정서자극도 주의를 쉽게 끌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때, 시공간 주의배분능력이 낮으면 지각된 정서 

자극으로 이동한 주의 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아 주의 이 편향되어 부정 으로 지각되는 

정서자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정

인 해석의 경향성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여겨

진다. 추후 연구에서는 시공간 주의배분능력이 구체

으로 부정  정서지각 편향성에 어떻게 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해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시공간 주의배분능력이 사회공포증 증상인 정서지

각 편향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시공간 주의

배분능력에 따라 재 지각하고 있는 정서자극의 정보

처리가 나타날 때 지각하고 있는 정서자극에 한 편

향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시각  주의배분능력이 하되면 시각 으

로 다른 치에서 제시되는 정서자극들을 효과 으로 

지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련하여 Fvsench와 

Calvo(1992)의 연구에서는 사회공포증 환자가 시각

으로 인 정서자극을 탐지하기 한 하향처리

(top-down processing)와 인 정서자극의 하 자

극특징 처리(low-level feature processing)인 상향처리

(bottom-up processing)를 균형 으로 정보 처리하는 것

에 방해를 받아 자극에 한 시공간 주의배분능력의 

하가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 이는 사회공포증 증상

으로 시공간 주의배분능력의 하가 나타나고 하된 

시공간 주의배분능력은 정서지각 편향성에 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 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포증 수 에 따른 

정서지각 편향성과 시공간 주의배분능력 간의 련성

을 악하기 해 K-SAD 검사 수와 각 과제에서 측

정된 지표 간의 상 분석이 수행되었다. 수행 결과, 

정  정서지각 편향성의 크기와 유의미한 정 상

계를 보인 지표로 시야각 10°와 20° 조건의 정답률이 

있었다. 이 결과는 앞서 연구 방법 부분에 서술되었듯 

정  정서지각 편향성의 값이 작을수록 정  정서

지각 편향성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과는 정  정서지각 편향성 크기의 증가가 시

야각 10°와 20°의 정답률의 감소와 련 있는 것이며 

이는 정  정서지각 편향성 크기의 증가가 시공간 

주의배분 능력의 하와 련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한, 정  정서지각 편향성의 크기와 K-SAD 수 

간에는 유의미한 부 상 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정  정서지각 편향성 크기의 증가가 K-SAD 수의 

증가와 련 있는 것으로 정  정서지각 편향성이 

증가하는 것과 사회공포증 수 의 증가와 련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포증 수 을 세분화하여 사회

공포증의 증상과 련된 정서지각 편향성과 시공간 주

의배분능력 간의 련성에 해 살펴보았다. 사회공포

증 수 을 세분화함으로써 사회공포증 수 과 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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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특성에 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는 사회공포증이라는 정신과  질병의 인지  특성

이 단순히 질병의 유/무에 따라 범주 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듯 사회공포증이라는 인지장애의 특성을 악

하기 해 K-SAD 수에 따라 연구참가자들을 나 고 

연구 집단 간의 인지과제 수행 시 나타난 결과를 비교

함으로써 사회공포증 수 에 따른 정서지각 편향성과 

시공간 주의배분능력 간의 련성에 해 탐구할 수 

있었다. 한, 사회공포증 수 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

는 하된 시공간 주의배분능력이 정  정서지각 편

향성에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해 논의하 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첫째, 본 연구에서

는 K-SAD 수에 따라 연구참가자들을 세 집단으로만 

나 었는데 사회공포증과 련된 인지특성을 더욱 명

확히 이해하기 해서는 사회공포증 수 을 더욱 세분

화하여 나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공포증 증상이 연

속 인 수 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불안장애 혹은 우울

장애와 같은 기분장애도 연속 인 수 에서 나타날 수 

있다(Kim, Jung, & Nam, 2018). 비록 본 연구에 참여하

던 연구참가자들은 다른 정신질환 장애를 진단받지

는 않았지만 연구참가자들이 ‘사회공포증’ 이외에 다

른 인지 장애를 미약하게나마 가지고 있다면 본 연구

에서 밝힌 것처럼 그 인지 장애의 증상이 연구 결과에 

일부 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사회공포

증 유병률이 체로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

난다는 에서(Turk et al., 1998; McLean, Asnaani, 

Litz, & Hofmann, 2011),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가자

들이 부분 ‘남성’ 참가자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본 연

구에서 탐구한 사회공포증과 련된 시공간 주의배분

능력과 정서지각 편향성은 제한 인 결과일 수 있다. 

넷째, 반응의 역균형화에 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는 인지 과제 수행 시 자극에 한 반응을 할 때 반응방

법에 한 역균형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즉각 인 반응

을 수행할 수 있는 주된 손잡이의 반응 효과를 최소화

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인지 과제 수행 시 반응

에 한 손잡이 반응의 역균형화가 이루어져 주된 손

잡이의 반응 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사회공포증 수 을 양 인 척도로 측정하는 

방법은 기존의 사회공포증의 유/무를 진단하기 한 

질 인 척도와 상호보완 인 계에 있어 본 연구 결

과 해석 시 유의해야 한다는 이다. 본 연구의 목 이 

사회공포증으로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사회공포증과 

련된 인지특성은 사회공포증 수 에 따라 진 으

로 변화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인데, 양 인 

척도는 사회공포증 수 에 따라 진 으로 변화하는 

인지특성을 밝히기에는 효과 인 방법이지만 이때 변

화하는 인지 특성이 실질 으로 사회공포증을 지닌 사

람들을 표할 수 있는지에 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

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추가 으로 본 연구의 자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 연구의 연구참가자들을 임의로 모집하 을 때 와 

같이 K-SAD 수가 체로 높은 연구참가자들이 모이

게 된 이유에 한 것이다. 임의로 연구참가자들을 모

집한다면 사회공포증 진단을 한 단 인 61  보다

는 아래에 해당하는 수를 갖는 연구참가자들이 모집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61

 이상의 연구참가자들이 체 참가자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분의 연구참가자

들이 학생이라는 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사회공

포증과 같은 정신 건강에 한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가자들은 

자신의 사회공포증 수 에 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가 부분이었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인 사회공포

증 수 에 따라 각종 인지 능력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을 고려해보면 인지 능력의 변화는 장기 으

로 본인의 학업 성취  정신건강 상태와 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공포증과 같은 정신 장애에 해 

지속 인 심과 연구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

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포증 수 을 의미하는 K-SAD 수에 따라 연구

참가자들을 세 집단으로 나 어 정서지각과제와 UFOV 

과제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사회공포증 증상이 있는 연

구참가자들의 정서지각 편향성과 시공간 주의배분능

력을 측정하 다. 정서지각과제 연구 결과, 모든 실험 

집단에서 부정  정서지각 편향성과 정  정서지각 

편향성이 나타났지만 정  정서지각은 편향성은 

K-SAD 수가 높은 집단일수록 더욱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UFOV 과세 연구 결과, K-SAD 수가 높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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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수록 시공간 주의배분능력이 하되어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회공포증에서 시공간 주의배분능력의 

하가 정  정서지각 편향성의 증가와 련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본 연구에는 사회공포증 증상

에 의해 발 되는 ‘안 한 행동’이 시공간 주의배분능

력의 하를 일으키고 이것이 정  정서지각 편향성

을 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해서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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