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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he literature on the self-distancing method for emotion regulation. Self-distancing refers to 

taking a step back in dealing with one's own experiences and interpreting them in a relatively objective manner. 

Studies have indicated that self-distancing affects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es, which are particularly bene-

ficial in regulating negative emotion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organizing previous results to summarize 

their meaning, assess means of measurement, and analyze possible effects. Above all, the related concepts of an 

observer's rational perspective and self-reflection were presented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self-distancing, followed 

by a discussion of its measurement. Based on this, the effects of self-distancing were introduced according to their 

emotional, cognitive, physiological,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aspects. However, despite repeated verification 

of the positive effects of self-distancing, there are several inconsistencies that require consideration. Finally, we 

suggested the study's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and recommended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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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인지  정서조 의 방법으로 활용되는 자기거리두기의 개념과 측정, 효과에 해 소개하 다. 자기거

리두기(self-distancing)는 자신에게 몰입하는 상태의 반  개념으로, 자신의 경험을 다룰 때 한 발짝 물러나서 이를 

다소 조 으로 바라보는 행 를 일컫는다. 자신의 경험을 다룰 때 마음속에서 자신과 얼마나 거리를 두는지에 따라 

인지  정서 으로 지각되는 정도가 다르고 이는 사건을 이해하는 정도는 물론 이로 인한 정서의 양상에까지 향을 

다. 그 간의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자기거리두기를 많이 하는 것이 개인의 정서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이 지배 인

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을 정리하여 자기거리두기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정리해 보았다. 

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기거리두기 개념의 이해를 돕기 해 찰자 , 자기반성, 이성  태도 등의 개념을 

통해 자기거리두기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방향에서 바라보고 근하게 되는지를 제시하 고, 이와 함께 자기거리두

기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한 짚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거리두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정서 , 인지 , 생리 , 행동 , 발달  측면에서 세분화하여 소개하 다. 한편, 이 개념으로부터 기 되는 정 인 

효과들이 반복 으로 검증됨에도 불구하고 일 되지 않은 결과들도 함께 발견되고 있어 이를 함께 언 하 다. 아울러 

자기거리두기가 앞으로 연구되는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에 한 고찰이 함께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가진 학술 ⋅실용  의미들을 짚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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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기거리두기(self-distancing)는 인지  정서조 의 

표 인 방법으로, 자신의 경험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도록 하는 과정이다(Kross et al., 2005; Kross & 

Ayduk, 2017). 이 개념의 핵심은 개인이 자신과 거리를 

두고 자신을 타자화(他 化)하며 바라보면 보다 객

으로 자신과 상황을 평가할 수 있고, 한 좋지 않은 

정서 경험을 했을 때 효과 으로 상황에 처할 수 있

게 된다는 것이다. 

보통 정서조 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다양한 정서

⋅인지 ⋅행동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표 으로 

상황을 선택하기(e.g., 부정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하기), 상황을 바꾸기(e.g.,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상황 자체에 향을 미치기), 주의를 돌리기

(e.g., 상으로부터 주의를 아  분산하거나, 감정 자체

보다는 감정의 원인과 결과를 반복 으로 생각하기), 

인지 으로 변화하기(e.g., 상에 해 인지 으로 재

평가를 하거나 상황을 수용하기), 반응 조 하기(e.g., 

정서를 억제하거나 호흡 조  등을 통해 생리  개입하

기) 등의 다섯 가지 범주를 활용한다(Gross, 2015; 

McRae & Gross, 2020). 각각의 방략은 사안에 따라 변

별 으로 용될 수 있는데, 만약 개인이 정서 인 몰입 

혹은 압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상황을 조하고 이를 

통해 자신과 상황에 한 이해 혹은 통찰이 필요하다면 

인지  변화 방략을 택할 것이다. 이러한 을 기 로 

보면, 자기거리두기는 인지  방략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으로 부정 인 경험을 하 을 때 여기에 지나

치게 몰입하면 자신의 느낌과 생각 그리고 상황에 

한 세세한 부분들에 객 으로 근하기 어렵다. 그리

고 이러한 이유로 부정  기분에 해 보다 응 인 

방향으로 처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Kross & Ayduk, 

2017). 실제로 사람들은 상황에 하지 않은 혹은 원

치 않은 반응을 할 때가 있는데, 이는 그 상황에서 사람

들이 자신의 정신 과정(mental process)을 제 로 인지

하고 있지 않거나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Wilson & 

Brekke, 1994).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

고 어떻게 근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심리  안정

을 유도함은 물론 응 이고 한 반응을 이끌어내

는 데 있어서 매우 요하다. 자기거리두기는 이러한 

개인의 인지 인 시각을 보다 객 으로 유도하여 자

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성 으로 단하게 하고 감정  

몰입상태에서 오는 부 응 인 처를 방지하도록 하

는 도구 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구체 인 필요성과 목 을 구심 으로 자기거

리두기를 소개하면서 그 요성과 연구 방향에 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우선, 자기거리두기를 경험  연구와 임상⋅상담 

역에 용하기에 앞서, 이 개념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

는 것인지에 해 구체 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자

기거리두기 개념은 용어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정의

만을 이해하고도 효과에 한 측과 실험의 설계가 

가능하 다. 하지만, 자기거리두기 개념은 단순히 거리

를 두고 본다는 행동 인 성격을 넘어 어떻게 하는 것

이 거리를 두는 것인지에 한 다양한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에 본 논문에서는 자기거리두기의 물리 ⋅심리  특

성을 짚어 으로써 어떠한 이론  세부 특성들을 통해 

자기거리두기를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것이다.

그리고 이 주제가 가져오는 다양한 효과들을 정리해

과 동시에 한계 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기거리두

기의 표 인 효과는 정서  측면에서 확인되지만, 인

지 ⋅생리 ⋅행동 ⋅발달  효과들이 다양하게 확

인되고 있으며 부분 으로는 효과가 일 되지 않은 연

구들도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역에서의 효과

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일 되지 않은 결과들을 찰해

보는 것은 이 개념에 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도움은 

물론, 이후 결과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연구들을 계획할 

때 어떤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할지에 한 아이디어

를 제공해  수 있을 것이다. 

한 자기거리두기를 유도하는 측정 방법을 구체

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구장면에서는 주로 자기거

리두기를 유도하는 과정 자체에 을 두고 실험설계

를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 로 측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거리감이 제 로 유도되지 않는 경

우도 있다. 이를테면, 같은 자기거리두기 연구라 하더

라도 차에 따라 쓰기에서는 효과가 확인되는 것이 

말하기에서는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고(Cho, 2018), 측

정하려는 변인과 실험 과정, 확인하고자 하는 목 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각 측정법이 

갖는 특성과 용 범 에 한 정교한 고찰이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증하고자 하는 사안에 따라 

방법들은 변별 으로 용되어야 하며, 이는 각 방법들

의 특징을 살펴 으로써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거리두기를 유도하는 떠올리기, 쓰기, 말하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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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구체 인 과정을 소개하고 각 방법이 지니는 장

단 을 제시하면서 이후 연구장면에서 측정 시 고려해

야 하는 부분들을 짚어볼 것이다. 

아울러 본 논문을 통해 자기거리두기의 효과가 어떤 

방향으로 실용될 수 있는지에 해 함께 고찰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심리연구의 요한 의미  하나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변화와 발  방향을 제안

하는 것이다. 특히 정서조  연구는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임상⋅상담 장면에서 활용

도가 높으며, 더 나아가 그 결과를 개인 으로도 생활 

속에 용해볼 수 있는 장 이 있다. 따라서 본 개 은 

학술 인 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용  측면에서도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2. 자기거리두기의 이론  근

그 다면 자신과 거리를 두는 과정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이를 구체 으로 이해하기 해 기존 

이론들에서 언 되는 내용들을 재구성해보면, 물리  

의 측면으로서 찰자 조망, 기억을 다루는 방식의 

측면으로서 자기 반성, 덜 감정 인 상태로의 유도 측

면으로서 이성  에서 근해 볼 수 있다. 

2.1. 찰자 조망 (  장 조망)

우선, 자기거리두기는 개인으로 하여  찰자 

을 갖도록 한다. 자신과 거리를 두는 것은 어휘가 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과 떨어진 상태에서 마치 

찰자의 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과정이다.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릴 때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

신의 으로 다시 바라보듯이 상황이 펼쳐지는 것처럼 

회상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일화

를 무심하게 지켜보듯이  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조

하는 태도로 회상한다. 즉, 자신의 일을 떠올릴 때 개인

은 1인칭에 가깝게 혹은 3인칭에 가깝게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자에 가까운 시 은 장 조망(field 

perspective) 혹은 장  기억, 후자에 가까운 시 은 

찰자 조망(observer perspective) 혹은 찰자  기억

으로 명명되는데, 여기서 장 조망은 개인이 다시 경

험하던 원래의 으로 기억해내는 것이고 찰자 조

망은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여 기억해내거나 원래의 

이 아닌 제 3자가 바라보는 으로 기억해내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우세 (vantage point)  어

떤 을 갖게 되는지는 개인 내부에서 자동 으로 결

정되며, 둘  어느 에 가까운지는 개인의 특성이

나 상황의 성격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다(Nigro & 

Neisser, 1983). 일반 으로 실험장면에서는 자신을 1인

칭 시  혹은 3인칭 시 으로 시각화하여 떠올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각 을 유도하고 있으며(e.g., Cohen 

& Gunz, 2002; Lim, 2008; Nigro & Neisser, 1983; Park, 

2006), 3인칭으로 조작되는 경우 찰자 에서 보다 

객 인 시각을 갖고 상황을 지각하는 것으로 확인되

고 있다(e.g., Lim, 2008). 따라서 자기거리두기는 개인

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때 찰자 을 가지도

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신과 상황을 해석하도록 하는 

 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2.2. 자기반성 (  자기반추)

한, 자기거리두기는 기억을 다루는 방식의 측면에

서 반추(rumination)가 아닌 반성(reflection)의 과정을 

유도한다. 자기 주의(self-focused attention)에서는 

자신의 부정 인 경험을 떠올리고 다루는 방법으로서 

반추(rumination)와 반성(reflection)의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 으로 반추는 고통스러운 경험과 

그것의 원인, 결과 등에 몰입하여 반복 으로 생각하는 

것으로(Nolen-Hoeksema, 1991), 주로 지속 으로 자신

에 해 부정 으로 을 두게 하는 경향(Trapnell & 

Campbell, 1999)이 있다. 반면, 반성(reflection)은 자신

의 경험에 해 더 알아보고 싶은 호기심과 지 인 욕

구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는 것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한 지식을 고양하는 데 기여하고 심리  

응과 정신건강을 진시키는 응 인 문제해결과정

이다(e.g., Trapnell & Campbell, 1999). 두 요인은 근본

으로 작동과정이 다르다. 반추가 자신의 정서에 몰입

하여 계속 곱씹는 형태라면, 반성은 자신이 경험한 부

정 인 정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해 지속 으로 주

의를 기울이면서 이를 해결하기 해 심을 두는 형태

이다. 이를테면 우울증상이 있는 경우 반추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우울로부터 발생한 부정 인 상태를 반복

으로 생각하면서 부정 인 정서를 계속 경험하고, 반성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우울한 기분이 어디서 생

긴 것인지에 해 이해하기 한 시도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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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ynor, Gonzalez, & Nolen-Hoeksema, 2003). 반추의 

경우 특히 우울증의 발과 지속, 심각성과 련되기도 

하기 때문에(e.g., Just & Alloy, 1997; Kuehner & 

Weber, 1999; Nolen-Hoeksema, 2000) 정신건강의 험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보다 건강한 방식으로 되돌아보기 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자기거리두기는 이러한 반추를 이고 반

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Kross(2009)는 앞서 언 한 

반추의 생리  악 향과 련하여, 자기거리두기가 자

율신경계 반응에 향을 주어 부정  정서로 각성된 상

태를 완화시킴으로써 반추경향을 이고 반성의 가능

성을 높인다는 을 지 하 다. 실제로 고통스러운 경

험을 거리를 두고 떠올리도록 지시하는 경우 개인은 반

추 없이 회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

한다(Gruber et al., 2009; Kross & Ayduk, 2011; Wisco 

& Nolen-Hoeksema, 2011). 이는 자기거리두기가 그만

큼 부정 인 경험에 해 응 인 방식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 으로써 사람들로 하여  그 경험이 지니

는 의미를 이끌어내어 계속 인 고통의 원천을 차단하

게 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Kross & 

Ayduk, 2011).

2.3. 이성  시각 (  감정  시각)

그리고 자기거리두기를 통해 개인은 덜 감정 이고 

더 이성 인 상태가 된다. 인지 -경험  자기이론

(Cognitive-Experiential Self-Theory (CEST); Epstein, 

1990)에 따르면 인간은 정보처리를 하기 해 이성  측

면에서의 합리  체계(rational system)와 감정  측면에

서의 경험  체계(experiential system)를 사용한다. 자

는 기본 으로 의식 인 수 에서 작용하면서 의도 이

고 분석 이며 언어 이고 감정의 개입이 은 성격을 

지닌 반면, 후자는 다소 자동 이고 의식 이며 기본

으로 비언어 이고 감정과 연 되어 있는 성격을 지

니고 있다. 두 체계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는데(Denes-Raj & Epstein, 1994), 두 체계  어느 

체계가 우세한 상태가 되는지는 각 체계에 한 선호의 

개인차, 상황 마다의 일반 인 반응 경향, 정서  개입 

정도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이와 함께, 이 두 

체계는 얼마나 자기와 거리를 두는지에 따라 뜨거운 체

계(hot system)  차가운 체계(cool system)의 차원

(Metcalfe & Mischel, 1999)에서 보다 구체 으로 고찰해

볼 수 있다. 기본 으로 이 두 차원 역시 감정   인지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Ayduk et al., 2002), 신경생리

 차원에서 보면 각각을 다루는 뇌 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성격의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Metcalfe & Jacobs, 1998; Posner & Rothbart, 2000). 

Ayduk et al. (2002)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  거  상황

에서 ‘뜨거운’ 상태에 놓이게 되면 분노와 감이 높아

지는 반면 ‘차가운’ 상태에 놓이게 되면 주의 분산과 거

리두기를 통해 이러한 반응이 어들었다. 이는 뜨거운 

체계가 효과 인 자기조 을 어렵게 하는 반면에 차가

운 체계는 상에 해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고 추상  

사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서조 은 물론 충동 행동

의 통제를 진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보면, 자신과 거리를 두는 시도는 궁극 으로 개인을 보

다 이성 인 상태에 들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3. 측정 방법과 각각의 장단
 

그 다면 실험참가자가 자기거리두기를 하 다는 

것, 즉 자신과 떨어진 상태에서 상황을 지각한다는 것

을 실험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는가?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과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하나는 자신이 떠올린 일화의 심상이 자신과 어

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회상되었는지를 스스로 보고하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으로 하여  인 으로 

거리를 두도록 유도해보고 실제 거리감이 있는지를 조

작 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3.1. 자연  찰
 

우선, 개인차 변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자연  

찰 방법이 있다. 자연  찰이란 개인이 어떠한 일화 

혹은 장면을 떠올릴 때 특정한 개입 없이 얼마나 물리

⋅심리  거리를 두고 떠올렸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앞서 언 하 듯이, 개인이 회상할 때 사용되는 에

는 크게 몰입된 시각에서의 장 과 다소 거리를 

둔 에서의 찰자 이 있다(Freud, 1953). 장 

에서는 찰자 에서보다 감정에 을 더 두

고 더 생생하게 회상하게 되는 반면, 찰자 에서는 

상 으로 인지 이고 이성 인 방식으로 회상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을 토 로 개인이 자신의 일화를 

어느 방식에 더 가깝게 바라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자

연  발생(natural occurring) 과정을 통한 찰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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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으로 사람들이 일화를 떠올릴 때 찰자 을 취

할지 장 을 취할지는 주로 자동 으로 일어나고

(Berntsen & Rubin, 2006), 어느 에 가깝게 떠올리게 

되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특성을 용하여 

해 Nigro & Neisser(1983)는 구체 인 일상의 장면들

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떠올리는지를 탐

구해보았다. 연구자들은 일상에서 경험할 법한 10가지 

상황들을 피험자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상

황들을 장 에 더 가깝게 떠올렸는지 찰자 

에 더 가깝게 떠올렸는지, 혹은 두 가지 방향으로 얘기

할 수 없는 경우인지를 자기보고식으로 물어보고, 이 결

과를 기반으로 하여 두 종류의 에서의 정서성과 자

기인식 양상을 확인하 다. 그 결과, 장 에 가깝

게 떠올린 참가자들은 정서성이 더 높았고, 찰자 

에 가깝게 떠올린 참가자들은 자기인식을 더 잘하 다. 

즉, 어떤 에서 떠올리냐에 따라 그에 생되는 심리

인 양상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 기 때문에 사람

들이 일상의 상황을 떠올릴 때 개인에 따라 어떤 조망시

으로 바라보고 이것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탐색해

보는 것은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인지 ⋅

정서  상태에 이르게 될지 그 형태를 측하는 데 요

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연구에서 활용된 구체

인 상황들의 시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자연  찰을 활용한 방법은 무엇보다 상황

을 제시하여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의 상태를 보고하도

록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 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이 토 가 된다는 장 이 있다. 즉, 평소에 개인이 

경험한 상황을 떠올릴 때 얼마나 장 으로 혹은 

찰자 으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찰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 가지 상황이 아닌 여러 상황을 제시하

고 이들에 한 반응을 측정하여 이를 평균 혹은 합산

하여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상황만을 측정한 결과

가 가질 수 있는 일반화 경향성에 한 의문을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다. 

반면, 단 으로는 상황-특정 인 보고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자연  찰 장면에서

는 참가자에게 주로 일상 속에서 경험할 법한 친숙한 

상황들을 다루도록 하는데, 회상 당시 개인의 기분 정

도에 따라 에 한 보고가 달라질 수 있고 한 

회상 장면(target image)과 련된 특정한 생각이 동반

되는 경우 자신의  경향성에 오염이 발생할 수 있

는 것이다. 이를테면 평소 찰자 으로 회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도 어떤 일로 화가 나서 정서

으로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 분노 상황에 더 

몰입하여 장 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  찰로 사용하는 경우 이 두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3.2. 인  유도

3.2.1 기본 개념 : 3인칭

한편, 장 과 찰자   더 우세하게 나타

Author Tools and Methods

Nigro & Neisser

(1983)

<연구 1의 시>

도구: 다음의 10개 상황을 제시

    화하는 상황(Having a conversation), 당황스러운 상황(Being embarrassed),

    의기양양한 좋은 상황(Being elated), 화나는 상황(being angry),

    겁에 질린 상황(Being frightened), 공부하는 상황(Studying), 

    TV보는 상황(Watching television), 수 하는 상황(Swimming)

    달리는 상황(Running),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Giving a public presentation)

방법:  10가지 상황에 해 이들을 제 로 떠올릴 수 있었는지, 언제 일어난 일인지, 얼마나 생생하게 떠올랐는지 

등을 보고한 후(1단계), 이를 바탕으로 각 상황들을 장 에 더 가깝게 떠올렸는지 찰자 에 더 가깝게 

떠올렸는지, 혹은 두 가지 방향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경우인지를 자기보고식으로 보고(2단계)

Kuyken & Moulds

(2009)

도구: Autobiographical Memory Test(AMT; Williams, 2000)

     목록 A: 6개 정단어 (happy, relieved, proud, eager, glorious, sunny)

             6개 부정단어 (guilty, hopeless, failure, grave, ugly, worse)

     목록 B: 6개 정단어 (devoted, hopeful, amazed, pleased, calm, bright)

             6개 부정단어 (grief, rejected, helpless, blame, awful, mistake)

방법: 참가자들은 의 목록들  무선 으로 제시되는 12개의 정서 단어를 보고 이와 련된 자신의 자서  기억을 

떠올린 후 얼마나 장  혹은 찰자 에서 떠올렸는지 보고

※ 측정 방법에 한 안내이므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해 국문으로 표기하 음.

Table 1. Tools and Methods of Research Examples using Natural Occur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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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의 방향은 개인의 의지에 의해 환될 수 있

다(Robinson & Swanson, 1993). 이에 개인의 일화를 

다룰 때 인 으로 자신과 거리를 두도록 하여 상황

조작의 효과를 유도하는 방식 한 많은 연구에서 

용되고 있다. 자기거리두기 유도의 기본 틀은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며, ‘3인칭의 

’을 통해 자신을 타자화(他 化)함으로써 이를 구

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일화를 다룰 때는, 

혼자서 생각하고 되뇌는 ‘떠올리기 과정,’ 일기와 같은 

형식으로 로 풀어보는 ‘ 쓰기 과정’, 그리고 타인에

게 이야기하거나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말하기 과

정’을 통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자기거리두기 연구

에서는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의 성격에 따라 떠올리

기, 쓰기, 말하기 장면 등에서 3인칭 을 취할 것

이 요구된다. 구체 인 골자는 다음과 같다. 

3.2.1.1. 떠올리기

떠올리기에서 자기거리두기는 연상되는 일화를 마

치 CCTV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조 으로 떠올려보

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마치 다른 사람이 내가 한 행동을 

바라보듯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자신의 일화

를 하게 된다. 

3.2.1.2. 쓰기

쓰기에서의 자기거리두기 방식의 핵심은 자신을 

가리키는 명칭과 호칭을 마치 타인을 가리키는 것처럼 

바꾸어보는 데 있다. 즉, 자신의 이야기를 로 풀어서 

쓰는 과정에서, ‘나’와 같은 1인칭 명사 신 ‘그/그

녀’, ‘그 사람’과 같은 3인칭 명사/명사와 자신의 이

름을 용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3.2.1.3. 말하기

떠올리기와 쓰기와 같은 맥락에서 고려해보면, 말

하기 역시 자신의 일화를 타인의 일화인 것처럼 소리 

내어 말하는 과정을 용해야 하나, 재까지 말하기로

서의 부분의 연구에서는 회상행동 에 최 한 찰

자 입장에서 떠올리면서 이를 소리 내어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과정(McIsaac & Eich, 2004)과 회상하는 과

정에서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는 왜 이런 식으로 

느낄까”와 같은 혼잣말(self-talk)을 간헐 으로 반복하

면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보는 과정( , Kross et 

al., 2014; Moser et al., 2017)이 표 으로 용되고 

있다. 자신의 일화를 타인의 일화인 것처럼 군가에게 

설명하듯이 말하는 방법(즉, “내가 그때 이 게 느낀 

것은 ...” 신 “**가 이때 이 게 느낀 것은 ...”과 같이)

Behavior Author Way of Manipulation

떠올리기

Kross & Ayduk 

(2008)

몰입조건: 경험이 일어난 때와 장소로 돌아가서 상황이 마치 자신 앞에서 다시 벌어지는 것처럼 그 상황을 

다시 경험해보도록 함

거리조건: 자신의 경험에서 몇 발짝 뒤로 물러서서 떨어져보도록 한 후, 그 경험이 마치 거리를 둔 자신 

앞에 다시 펼쳐지는 것처럼 그 경험을 바라보도록 함

Grossman et al., 

(2016)

몰입조건: 피험자들에게 자신에게 몰입하고, 그들의 생각을 1인칭 에서 근하도록 함. 한 1인칭 

명사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도록 지시함

거리조건: 피험자들에게 상황에 을 두고 그들의 생각을 3인칭 에서 근하도록 함. 한 3인칭 

명사(그/그녀)와 자신의 이름을 가능한 많이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도록 지시함

쓰기

Lim(2008)

1인칭: 자서 을 쓰는 경우에 반드시 넣고 싶은 다섯 가지 내용을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도록 함.

3인칭: 자신의 자서 을 제3자가 쓴다고 가정하고, 이 경우 쓰게 될 다섯 가지 내용을 “○○은” 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시작하여 도록 함

Cho(2018)

1인칭: 화가 났던 상황으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해 자세히 작성하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등을 1인칭 에서 충분히 서술하도록 함

3인칭: 화가 났던 상황으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해 자세히 작성하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등을 3인칭 에서 '본인의 이름'을 넣어 충분히 서술하도록 함

말하기

McIsaac & Eich 

(2004)

장 : 자신의 외상기억을 최 한 자신의 에서 말로 설명하기

찰자 : 자신의 외상기억을 최 한 찰자의 에서 말로 설명하기

Kross et al. (2014), 

Moser et al. (2017)

1인칭 : 자신의 화가 났던 경험을 회상할 때 “내가 왜 그 게 느 지? 내가 그 게 느끼는 데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와 같은 혼잣말로 이 간 간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3인칭 : 자신의 화가 났던 경험을 회상하면서 “그/그녀는 왜 그 게 느 지? **(자기 이름)가 그 게 

느끼는 데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와 같은 혼잣말로 간 간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 측정 방법에 한 안내이므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해 국문으로 표기하 음

Table 2. Manipulations of self-distancing in recalling, writing, and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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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Cho(2018)의 연구에서 용하 으나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 다. 다만, 이 부분은 3인칭으로 직

으로 말해보는 과정이므로 추후 보다 정교한 차원에

서 재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게 자기거리두기 유도에 있어서 용 틀의 기본

인 기조는 동일하되, 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확인

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조 씩 다르다. 다양한 형태

의 유도 양상의 시는 Table 2에 략 인 연구들을 

심으로 제시되었다.

3.2.2. 조작 검 : 거리감

먼 , 자기거리두기 조작이 제 로 되었는지를 확인

하기 해 문자 그 로 거리 둔 정도를 확인해볼 수 

있다. 일반 으로 거리감을 통한 조작 검은 물리  

거리감(즉, 사건을 떠올렸을 때 자신이 그 사건에서 얼

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1  = 매우 가깝게(내 

으로 보듯이), 7  = 매우 멀리(마치 내가 찰자인 듯))

과 심리  거리감(정서 으로 얼마나 덜 몰입했는지. 1

 = 매우 몰입하여, 7  = 완 히 제 3자의 입장에서)

을 종합하여(주로 평균치로) 단한다(Mischkowski, 

Kross, & Bushman, 2012; Park et al, 2014). 이러한 방

법은 자신이 떠올린 내용에 해 얼마나 남의 얘기처

럼 조 으로 바라보았는지를 스스로 느낀 로 보고

해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3.2.3. 조작 검 : 시각  연상 내용 확인

참가자가 해당 사건을 떠올릴 때 어떤 주변 사물들

이 떠올랐는지를 나열한 내용을 통해서도 당사자가 사

건과 얼마나 멀리 떨어진 치에서 회상했는지를 유추

해볼 수 있다. 표 인 로 Lim(2008)의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에게 1인칭 혹은 3인칭으로 자신을 설명하는 

문장들을 떠올리게 한 후, 각 집단에서 해당 내용을 인

칭과 일치하게 시각 으로 이미지화하여 기술하게 하

다. 즉, 1인칭으로 자신을 설명한(나는...) 집단은 자

신의 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것처럼 해당 내용을 이

미지화하고, 3인칭으로 자신을 설명한(○○은...) 집단

은 타인이 나와 내 주변을 바라보는 것처럼 해당 내용

을 이미지화하 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내용을 

모르는 두 명의 독립된 평정자들이 내용을 읽고 이것

이 1인칭 시 에서 이미지화된 것인지 혹은 3인칭 어

느 시 에서 이미지화된 것인지를 평정하도록 하여 그 

평균을 산출하 다. 다시 말해, 각 인칭 방식으로 유도

된 사건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 펼쳐지는 내용들을 참

가자가 직  기술해보고 제 3자가 보았을 때 이 내용이 

얼마나 거리를 두고 기술된 것인지를 단하는 것이 

이 방법의 주요 과정이다.

이러한 자기거리두기의 인  유도 방법의 장 은 

참가자들이 실제로 거리두기를 하 다는 제 하에 연

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다. 부분의 실험연구에

서는 실험 조작 후 조작 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

로 조작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연구의 

경우에도 제 로 거리두기를 하 는지를 확인할 수 있

게 된다. 그 기 때문에 거리를 둔 참가자와 그 지 않

은 참가자들 간에 나타나는 결과변인들의 양상을 보다 

명확하게 찰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단 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

는 요구특성의 험성을 들 수 있다. 자기거리두기 실험 

장면에서 참가자는 일반 인 상황과 다른 형식(3인칭 

)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리거나 쓰거나 말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실험에서 요구하는 바를 

측하게 하여 결과변인( 를 들어 상태정서) 보고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보고에 한 의문

을 남길 여지가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실생활 용 

가능성에 한 의문이다. 실험 장면에서는 3인칭 

으로 자기거리두기를 인 으로 유도하게 되는데, 실

생활에서 정서  고통을 받을 때 이러한 시도를 제 로 

할 수 없으며 한 제 로 하 다 하더라도 실험실 장면

에서 얻게 되는 정서조  효과만큼의 결과를 기 할 수 

있을지는 보다 정 한 차원에서의 확인이 필요하다. 그

리고 이 게 유도되는 정서 상황도 실생활에서 경험하

는 상황과 같은 정도의 정서를 유도하는 것인지 역시 

한계 으로 남는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러한 두 가지 

단 을 제하고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4. 자기거리두기의 효과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 된 자기거리두기

는 다양한 측면에서 정 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기거리두기의 궁극 인 목 은 정서를 안정 인 상

태로 만드는 데 있지만, 정서가 안정화되는 과정을 세

부 으로 살펴보면 자기거리두기는 정서 , 인지 , 

생리 , 행동 , 발달  측면에서 포 인 효과가 

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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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자기거리두기와 부정  정서

자기거리두기의 가장 심이 되는 효과로서, 정서  

측면에서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신과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궁극 인 목 은 재 겪고 있는 정서  어려

움, 이를테면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문제들에서 해방

되는 데 있으며,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부  정서의 문

제 해결의 방법으로 자기거리두기의 효과를 제안하고 

있다. 표 으로, Kross & Ayduk(2008)은 자기거리두

기를 통해 우울 수 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경험에 해 거리를 두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보다 넓은 에서 경험을 재평가

를 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려 하며, 한 자신의 한계

까지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몰입하여 생각한 집단보다 

우울 수 을 상 으로 낮게 보고하 다. 이 효과는 

일주일 뒤까지 지속되면서 우울에 완충작용을 하고 있

었다. 이는 자기거리두기가 개인을 정서 으로 압도되

지(emotionally overwhelmed) 않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것이 궁극 으로 부  정서를 조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국내에서 역시, 자기거리두기의 정서  효과에 

한 기본 인 검증들이 이루어졌다. Kim(2013)은 스

트 스 상황을 떠올릴 때 자기거리두기를 하면 심리

인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경험을 떠올리게 되어 부정

인 감정을 그러뜨리는 데 기여한다는 을 밝혔고, 

Go(2016) 역시 같은 맥락에서 분노 경험에 해 자신을 

멀리서 찰하듯이 거리두고 보는 것이 부정 정서를 

인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Cho(2018)의 연구에

서는 분노 경험을 떠올릴 때와 로 써볼 때 이러한 인

칭 환에 따라 넓어진 거리감이 이성  사고를 유도하

여 이것이 궁극 으로 불쾌감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는 을 확인하 다. 한 이 연구에서는 쓰기 자기거

리두기의 정서조  효과가 1개월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

을 밝 , 자기거리두기가 장기 으로도 정 인 효과

를 기 해볼 수 있는 변인임을 확인하 다. 

한 거리를 두는 것이 정서 경험 자체뿐만 아니라 

질 인 측면 즉, 부정  정서경험의 강도(intensity)와 

지속성(duration)에도 향을 다는 연구들도 보고되

고 있다(Verduyn et al., 2011; Waugh et al., 2010). 화가 

나는 상황에서 혹은 이를 떠올리는 상황에서 그 감정

에 머물러 있게 되면 지속 으로 반추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국 인 사고로 이어져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으

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 인 경험을 했을 때 

자기거리두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 행동에 해 

되돌아보는 반성  태도를 갖게 되면 경험하는 부정  

정서를 덜 강하게 느끼게 된다(Ayduk et al., 2008, 

2010; Kross & Ayduk, 2008, 2009; Kross et al., 2005; 

Wisco & Nolen-Hoeksema, 2011). 화가 나는 것과 같은 

정서 경험을 하게 되면 정서 자체가 갖는 강렬한 성격 

때문에 정서 자체에 압도되고 상황에 한 명확한 

악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에 거리를 두고 자신과 상황

을 견지하게 되면 자신이 느끼는 정서, 감정, 태도 등에 

한 통찰을 얻게 되고 상황이해가 수월하게 되므로 

각성된 정서가 그러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병리 으로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

들에게서는 이와 같은 자기거리두기의 효과가 역행하

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자기거리두기의 이러한 정서

상에서의 정 인 효과들이 반복 으로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특질에 따른 정서를 다룬 일부의 연구

들에서는 이 효과가 반 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특

히, 불안과 우울 수 이 병리 으로 높은 임상집단의 

경우에는 자기거리두기 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연구에 따르면, 기질 으로 불안수 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과 같은 불안 상황을 상상했을 때 자신의 수행에 한 

불안을 더 느낌과 동시에 자신의 수행에 해 더 부정

으로 평가하기도 하 고(Choi & Choi, 2014; Choi & 

Kwon, 2009), 기질 으로 우울에 취약한 사람들을 상

으로 자기거리두기 실험을 하 을 때, 1인칭보다 3인칭

으로 자신의 경험을 쓰기한 집단이 더 높은 수 의 

우울을 보고하 다(Giovanetti et al., 2019). 한 쓰기

에서 3인칭의 용이 우울 단어의 사용을 더 높이고 

정서 으로도 더 우울하게 만든다는 결과들도 보고되

고 있다(Fuentes et al., 2018). 즉, 이 경우 거리를 두고 

자신을 인지해보는 행 가 객 이고 이성 으로 자

신의 경험을 바라보도록 하는 방법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정 인 상태의 자신과 마주하도록 하는 시도가 되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부정  정서를 가 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 이와 련하여, 사회공포증을 다룬 연구들

에서는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그 지 않은 사람들보다 

찰자 을 갖는 경향이 높았는데(Clark & Wells, 

1995; Spurr & Stopa, 2003), 이는 자기  주의가 

과도하게 높아져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해 이미

지화하여 왜곡된 형태로 부정  사고를 하게 되기 때문

에 이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행동과 상황을 마주하면

서, 자신이 불안한 것과 외부의 상황을 고유의 내 이고 

안정 인 속성, 즉 변하지 않는 특성으로 인지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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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 불안하게 느끼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Coles, 

Turk, Heimberg, & Fresco, 2001). 아울러 Higgin의 자기

차이이론(Higgins, Klein, & Strauman, 1985)에서 보면 

자신이 인식하는 실제 자기(actual self)가 이상자기

(ideal self) 혹은 당 자기(ought self)와 일치하지 않을 

때 각각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데, 3인칭 찰자 

의 용이 이러한 자기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도

록 하기 때문에 정서 으로 더 부정 일 수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고려해 본다면, 이

후의 자기거리두기 연구에서는 정서  효과의 양면  

특성에 주안 을 두고 보완 인 연구가 보다 정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 이러한 제한 은 자기거리두기

가 실용 으로 용되는 임상⋅상담 장면에서 특히 면

한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4.2. 자기거리두기와 객  태도
 

정서  효과와 가장 련되어있는 효과로서, 인지

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정서 경험은, 주로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진다(Lazarus, 1968; Schachter & Singer, 

1962). 이에, 자신과 거리를 두고 내가 재 왜 이 게 

느끼는지에 해 생각해보는 것은 그가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낄지를 단하는 데 의미 있는 

향을 다(e.g., Carver & Scheier, 1998). 그 이유로 거리

두기를 통해 이성 이고 냉정한 단이 가능하다는 

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자신을 거리를 두고 보는 것은 무

엇보다 인지 으로 ‘차가운 체계(cool system: Metcalfe 

& Mischel, 1999)’를 가능하게 한다. Metcalfe & 

Mischel(1999)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체계는 감정 인 

상태의 ‘뜨거운 체계(hot system)’와 다소 인지 이고 이

성 인 상태의 ‘차가운 체계(cool system)’로 이루어져 

상황에 따라 변별 으로 활성화되는데, 이  차가운 체

계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느낌 등에 해 보다 객

으로 바라보고 이를 합리 으로 단하도록 한다. 자

기거리두기를 하는 경우 이러한 차가운 체계가 활성화

되는 것이다. 기본 으로 거리를 둔다는 것은 자신이 느

끼고 생각하는 것에 빠져있지 않고 이를 한 걸음 물러서

서 바라보는 시도이기 때문에(Kross et al., 2005), 마치 

찰자 입장에서 타인을 보는 것과 비슷한 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자기거리두기를 통해 인지 으로 보다 냉

정하게 단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한 거리두기 시도는 재 자신의 느낌에 해 

찰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Hayes 

et al., 2006; Teasdale et al, 2002).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에 해 거리를 두고 바라보도록 하는 것은 반추

과정 없이 그 경험이 어떤 것이었는지만을 생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에(Gruber et al., 2009; Kross & Ayduk, 

2011; Wisco & Nolen-Hoeksema, 2011), 단순히 떠올리

기만 하는 것이 주는 부정 인 효과가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자기거리두기의 이러한 인지  정서조 로의 역할

은 사회  상황에서는 실용 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자기거리두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

험을 세세하게 나열하는 방식의 일화  사고를 하기보

다는 자신의 경험에 해 스스로 통찰할 수 있도록 하

는 재구성  사고를 더 많이 한다(Kross & Ayduk, 

2008, 2009; Kross et al., 2005). 그리고 이러한 재구성

 사고를 통해 사람들은 감정 인 문제에 착했을 

때 보다 명하게 추론할 수도 있고(e.g., Grossman & 

Kross, 2014) 더 이성 으로 처하게 되는 것이다. 보

통 실용 인 추론과 행동은 개인이 삶 속에서 마주치

는 요한 도  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돕는 

성격이 있는데(Baltes & Smith, 2008; Basseches, 1980; 

Craft et al, 2008; Grossmann et al, 2010; Kramer, 2000), 

자기거리두기의 이성  측면은 이러한 실용성과 맞닿

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3. 자기거리두기와 생리  각성

자기거리두기의 효과는 신경생리  차원에서의 연

구 결과들을 통해 그 정서 ⋅인지  효과가 보다 정

교하게 뒷받침된다. 생리  변화는 기본 으로 인지와 

정서를 설명해주는 요인이지만(James, 1894; Lange, 

1885; Schachter, 1964), 이러한 생리  각성이 만성

으로 지속되는 경우 건강 상태에 직 으로 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통해 생리  각성을 이는 

것은 건강을 해서도 요하다.

우선, 생리  각성은 인지  처리와 정서 경험과 

한 련이 있다. Grossmann et al. (2016)은 거리두기

가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와 명한 추론 

간의 계를 진시킨다는 을 밝힘으로써 신경과 정

신 간의 계에 한 작은 단서를 제시하 다. 일반

으로 높은 심박변이도는 높은 과제 수행 능력을 언

한다. 즉, 심박변이도가 높은 사람들은 작업기억과 

단작업은 물론 유연하고 응 인 정서반응, 자기조



112  조명

도 더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nsen et al., 2003; 

Appelhans & Luecken, 2006; Ruiz-Padial et al., 2003; 

Segerstrom et al., 2011; Thayer et al., 2009). 이는 생리

 각성이 행동을 발하고 행동의 강도를 조 하는 

동기  요인이기 때문이다. 

한 Moser et al. (2017)은 3인칭 사용을 통한 거리두

기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사건 이해 련 의 진폭

을 감소시킨다는 을 보여주었다. 연구에 따르면, 오

인 이미지를 했을 때 참가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를 보고하는 경우 일반 인 1인칭 방식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넣은 3인칭 방식으로 보고를 할 때 LPP(the Late 

Positive Potential, 정서반응을 크게 하는 뇌  성분)

의 활성이 감소하고, 동시에 자기참조  처리를 하는 

부분의 활성 수  역시 감소한다는 을 확인하 다. 

일반 으로 인지  평가를 통한 정서조  략을 사용

할 때는 LPP의 활성이 어드는데(Moser et al., 2009), 

자신과 련된 경험에 해 3인칭 언어로 보고하는 거

리두기 시도가 이와 같은 효과를 유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자기거리두기는 부  정서가 야기하는 생

리  각성을 이고(Libby & Eibach, 2002; Nigro & 

Neisser, 1983; Robinson & Swanson, 1993) 압을 낮

추기도 하며(Ayduk & Kross, 2008), 자신이 경험한 사

건을 보다 더 재구성 으로, 즉 한 번 더 다른 시각에서 

보게 하여 우울을 이기도 한다(Kross & Ayduk, 

2008). 한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릴 때 거리를 두는 

사람들은 심  반응과 감정  반응 모두를 게 활

성화시키기도 함으로써 몰입해서 떠올리는 사람들보

다 더 응 인 자기반성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Ayduk & Kross, 2010). 즉, 부정  경험을 회상할 때 

 반응이 있더라도 거리를 두는 경우 그 정도가 

게 반응하는 것이다. 

4.4. 자기거리두기와 응  행동

자기거리두기는 행동  측면에서도 응 인 양상을 

보인다. 앞서 정서  효과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자기거

리두기는 정서조 의 효과가 있으며, 이는 응과정에

서 좀 더 실 으로 이해할 수 있다. Cho & Na(2017)

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스트 스가 높은 경우 

자신의 기분을 객 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의

하게 학업 응을 더 잘 한다는 을 확인하 다. 다시 

말해 자신의 감정을 객 으로 인식하는 것이 단순히 

인지 인 상태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 

안정 으로 환경에 응하게 되는 유익한 결과로 나타

나는 것이다. 

자기거리두기를 통한 반성  사고가 응 인 행동

으로 이어진다는 결과는 인 계 장면에서 한 다양

하게 입증되고 있다. Ayduk & Kross(2010)는 계가 지

속 인 커 들을 상으로 자기거리두기를 하는 사람

들의 행동양상을 찰하 는데, 갈등이 생기는 경우 자

기거리두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지 않은 사람들보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반면 보복

행동은 더 게 하 다. 한, 등학교 5학년 어린이들

을 상으로 한 Kross et al. (2011)의 연구에서도 자기거

리두기를 한 아이들은 최근 인 계에서 화가 났던 자

신의 경험에 해 을 쓸 때 좀 더 재구성하여 생각함

으로써 련된 사람들에 해 비난하는 정도도 더 었

으며 이 경향은 아이들의 부정  감정 반응 자체를 유의

하게 낮추기도 하 다. 

뿐만 아니라, 경험에 한 회상에서 그치지 않고 분노

가 유발된 순간에도 거리두기가 정 인 효과를 보여주

는 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 표 으로 Mischkowski et 

al. (2012)은 실험참가자들에게 단어맞추기 과제를 실시

하게 하 는데, 실험 동안 실험 조자가 참가자들에게 

수차례 짜증을 표 함으로써 감정 자극을 유발하고, 이

러한 처치 후 바로 그 상황을 몰입해서 떠올리게 한 조

건과 거리를 두고 떠올리게 한 조건을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자기거리두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몰입하

는 경우보다 분노 감정뿐만 아니라 공격 인 사고와 행

동이 모두 상 으로 낮았다. 이 결과는 자기거리두기

의 효과가 시간이 지난 경험에 한 분노 사건뿐만 아니

라 분노로 자극받은 순간(in the heat of the moment)에

도 작용한다는 을 보여주었다. 분노는 무엇보다 공격

행동과 강하게 련된 변인이기 때문에(Plutchik, 1980)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때로는 이러한 

공격성이 더 큰 공격성으로 이어져(Anderson et al., 

2008) 사회문제가 더 심각한 수 으로 국화 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  측면에서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 

자기거리두기가 개인 수 에서만 아니라 사회 으로도 

안정 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잠재

 가능성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4.5. 자기거리두기와 내 인 성장

앞서 언 한 자기거리두기의 다양한 효과들을 장기

인 에서 바라보았을 때, 발달  효과를 연장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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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해볼 수 있다. 자기거리두기가 정서에 갖는 

정  효과는  생애에 걸친 개인의 성장 측면에서 

볼 때 개인으로 하여  일생동안 겪는 어려움에 해 

건강하게 처하고 이를 통해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Dorfman et al. (2019)은 자기거

리두기가 개인이 역경 사건 후 정서  성장을 가져온

다는 을 설명하 다. 연구에 따르면, 4주 동안 1인칭 

혹은 3인칭 에서 자신의 역경 사건에 해 떠오르

는 생각의 흐름을 로도 써보고 정서 상태도 측정해

본 결과, 자기몰입 에서의 참여자들은 정  정서

와 부정  정서 모두 반 으로 높았던 반면, 자기거

리두기 에서의 참여자들은 부정  정서는 증가하

지 않은 반면 정  정서는 크게 증가하 다. 자신의 

역경에 해 거리를 둔 상태에서 자신의 역경에 해 

반성해보는 것은 개인으로 하여  인생의 큰 그림을 

인식하도록 하고 한 인생이 유동 인 성격이 있고 

자신의 기 와는 다르게 삶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정서 으로 보다 균형 잡힌 상태

가 되도록 자신의 성장을 진할 수 있다(Kross & 

Grossmann, 2012; Grossmann, 2017). 이와 같은 맥락에

서 보면, 거리를 두는 행 가 힘든 일을 겪은 후 개인을 

심리 으로 더 나은 상태로 놓이게 함으로써 한층 성

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할 수 있다.

5. 미래 연구 방향에 한 제언

자기거리두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역

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연구가 될 부분들이 남아있기에 다

음과 같이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자기거리두기가 정  정서에 미치는 향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기거리두기를 다룬 지 까

지의 많은 연구들은 주로 종속변인을 부정  정서로 

설정하고 정서조 의 효과를 설명해왔다. 그러나 거리

두기의 실제 효과를 보다 폭넓은 측면에서 확인하고 

이를 통해 실생활에 히 용하기 해서는 개념에 

한 보다 폭넓은 정보를 축 해놓아야 한다. 를 들

어, 행복했던 혹은 정서 으로 좋았던 경험에 해 3인

칭으로 떠올리거나 로 말로 표 하는 경우에는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자신을 찰해보는 3인칭이 더 정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나, 기 와 다르게 효과가 없

거나 오히려 1인칭으로 다시 경험하는 것이 더 정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

인 정서에서의 효과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해 으로써 

덜 부정 이고 더욱 정 인 정서생활을 한 보다 

종합 이고 풍부한 정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기거리두기의 역기능 인 부분에 해 지

까지의 연구보다 더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정

⋅부정  정서 모두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것과 

같이 기능 인 부분과 역기능 인 부분을 구분하고 그 

차이를 제시하는 것은 자기거리두기를 실생활에 용

함에 있어서 가능성과 한계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면에 있는 역기능 인 

부분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 를 들어 자신이 군가

에게 공개 인 자리에서 면박을 당해 매우 화가 나고 

기분이 상했던 상황을 3인칭으로 떠올리는 경우, 이런 

방식으로 나를 제 3자의 입장에서 다시 본다면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한 추가 인 생각에 의해 

더 불쾌할 수도 있다. 물론 이 과정이 지 까지의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정 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사

안의 종류와 내용의 경 에 따라 다르게 측될 수도 

있다. 그 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자신을 바라볼 때 어

떤 정  효과가 있고 그 이면에 어떠한 역기능 인 

장면 발생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어떤 요인을 통제 혹

은 고려하여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장단기 으로 더 

효율 이고 올바른 과정일지에 해 좀 더 심도 있게 

고찰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일 되지 않은 결과들에 한 보다 구체 인 

해석과 부가 인 분석이 필요하다. 자기거리두기의 의

미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거리를 두는 과정이 개인

을 보다 정서 ⋅인지 ⋅생리 ⋅행동 ⋅발달 으

로 변화시키고 그 결과로 조 이 필요한 개인 내  상

태를 보다 정 으로 만들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결과변인에 있어서 이러한 기  효과가 일 되지 않다

는 것은 그 과정에 개인 ⋅문화  요인뿐만 아니라, 

사안의 특성, 다루는 정서의 특성(종류나 강도 포함) 

등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없다를 규정하고 그 안에

서 자기거리두기를 해석하기에 앞서, 일 되지 않은 효

과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정형화할 수 있는 형태인지 

혹은 변주될 수 있는 결과인지 등에 한 면 한 분석

과 정교한 해석이 필요하다. 

넷째, 이와 련하여 다양한 개인차 변인과의 상호작

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역기능 연구와 함

께 고찰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인칭 환이 그 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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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효과가 입증되기는 하 으나 개인  특성에 의해서 

그 효과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인칭 환

이 쉽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과정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투여해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우세  개념을 참고했을 때 개인차가 크게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을 알 수 있는데, 이를테면 해

로움을 피하려는 경향(harm avoidance)이 높은 사람은 

어릴 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상황에서 더 찰자 인 

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Kihlstrom & Harackiewicz, 

1982), 타인에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민감한, 즉 공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 역시 찰자 이 우세하다

(Robinson & Swanson, 1993). 이처럼 자기거리두기는 

개인차변인들과 상호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행동경향성이나 사고과정의 개입이 

보다 구체 으로 고려된다면 자기거리두기의 효과도 보

다 효율 인 방식으로 설명되고 기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비교문화 에서의 찰이 필요하다. 자

기거리두기는 자신과 물리  심리 으로 거리를 두게 

한다는 것이 요 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개인차는 물

론 문화  요인의 향도 고려해볼 수 있다. Cohen & 

Gunz(2002)의 연구에 따르면, 동양인들은 서양인들보

다 자신을 타인 에서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이 있

으며, 타인의 정서경험을 할 때도 서양인들이 자기

심 인 성격으로 투사해서 바라보는 반면 동양인들은 

계 인 측면에 투사하여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

에,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과정 자체가 문화 으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거리두기를 용했

을 때 동서양 사람들이 일률 인 모습을 보인다고 단

정 짓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즉, 같이 자기거리두기

를 시도하 으되 문화에 따라 그 정도에서 차이가 있

을 수 있기 때문에 생되는 결과의 기 효과의 수  

한 다를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설문기법으로서 한 측정 도구의 개발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정서연구 장면에서는 

이러한 실험연구뿐만 아니라 설문기법에 의한 참가자 

측정이 보완 인 성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자

기거리두기 연구의 지 까지의 연구들에서는 자기거

리두기 경향을 척도로서 측정하는 방법이 없었고, 이에 

보완  성격으로서 척도 개발의 필요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앞서 자연  찰에서 언 된 “얼마나 장  

혹은 찰자 에서 떠올렸는지”를 7  리커트 척도 

상에서 묻는 과정(e.g., Cho, 2018; Kuyken & Moulds, 

2009; Nigro & Neisser, 1983)은 설문의 형식으로 이해

될 수도 있으나, 특정한 상황을 제시하고 여기에 반응

하는 경향에 따라 이후 결과가 어떻게 보고되는지를 

찰하는 것이므로 형식은 설문이나 다소 실험 인 성

격이 강하다. 이에 설문참가자가 자신의 일반 인 행동

경향으로서 자기거리두기를 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

는 도구가 활용된다면 실험연구에서 측정되는 효과를 

다른 각도에서 좀 더 정교하게 확인해볼 수 있는 부가

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해서는 기존

의 질문지에서와 같이 정서 인 상황과 비정서 인 상

황을 통합하고 이러한 각각의 상황들에 자신이 일반

으로 심리 ⋅물리 으로 얼마나 거리를 두는지를 물

어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자기거리두기의 연구와 실용  용은 개인

 차원에서의 자기조 뿐만 아니라 계 인 측면에

서의 발  가능성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종 간 갈등 상황에서 자기거리두기가 자기참

조  과정을 통해 인 간 지각과 행동을 보다 정

이고 따뜻하고 조 으로 만든다(Leitner et al., 2017). 

이는 자기거리두기가 비단 자신의 내  역에서의 안

정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계 인 측면에까지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비단 인종갈등을 겪는 서

구사회에서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세 , 남녀, 지역, 계

층 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 상황들에도 용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갈등 감소를 한 정책 인 

노력과 더불어 개인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한 단

서를 제공해  수 있다.

6. 논의

6.1. 연구의 요약

지 까지 자기거리두기를 설명하는 다양한 개념과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자기거리두기가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측정되며, 한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연

구들이 이루어져야 할지 등을 확인해보았다.

먼 , 찰자 조망과 자기반성, 이성  시각 등의 특

징을 바탕으로, 자기거리두기가 자신에게 몰입된

(self-immersed) 상태가 아닌 자신과 멀리 떨어진 3인칭 

에서의 상태로 자신을 바라보는 과정이라는 을 

설명하 다. 자기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에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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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태가 객  단을 흐리게 하고 이것이 건강한 

심리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게 하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실 인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거리두기가 찰자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고, 이를 계속 부정 인 방향으로 

곱씹는 반추과정이 아닌 자신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문

제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반성과정(Trapnell & 

Campbell, 1999; Treynor et al., 2003)을 거치도록 하는 

성격이 있으며, 한 당면한 사안을 감정 이기보다는 

이성 인 과정을 통해 바라보도록 하는 특성이 있음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자기거리두기 정도를 측정하기 한 방법으

로 자연  찰과 인  유도를 소개하고 각각의 장단

을 고찰해보았다. 우선 자신의 경험을 떠올릴 때 어떠

한 조작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자연 인 사고

의 흐름을 바탕으로 얼마나 거리를 두고 사건을 하는

지를 스스로 보고하는 방법을 소개하 다. 일반 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일화를 떠올릴 때 1인칭으로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Freud, 1953), 사람에 따라 일화에 한 

재구성의 결과로 3인칭 에서 조 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상 으로 더 강한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자기

거리두기 확인을 한 자연  찰은 자연스러운 생각

의 흐름을 통해 얼마나 3인칭의 찰자 으로 자신

의 일화를 다루는지를 확인해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

다. 한편, 인 으로 3인칭 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함께 소개하 다. 일반 으로 자신의 과거 경험을 다루

는 과정은 떠올리기와 쓰기 말하기 등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각각의 과정에서 자신을 가리키는 

3인칭의 명사와 자신의 이름을 용하도록 조작하여 

자기거리두기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조작 후 얼마나 물리  심리 으로 떨어졌는지 혹은 시

각 으로 얼마나 타자의 시각에서 일화를 보게 되는지

를 확인함으로써 유의한 수 으로 제 로 조작이 이루

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자기거리두기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사람은 생활 속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 

우울과 불안과 같은 부정 인 감정을 순간 으로 혹은 

만성 으로 갖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경우는 그 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부정

인 감정의 정도가 낮았다. 단순히 정서에 한 보고뿐 

아니라 심장박동수나 피부 도 반응과 같은 생리 인 

반응을 통해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

은 기분이 나쁠 때 스스로 거리를 두는 행동을 하는 것

이 부정 인 감정을 이고 정 인 감정을 고양시키

는 데 유용한 방법이라는 을 상기시켜주는 결과들이

며, 이와 아울러 생애 발달의 측면에서 한 단계 더 생각

해보면, 자아를 성장시키는 활용도구로서의 역할을 한

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거리

두기의 정  성격을 보여주는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따라 이러한 효과를 기 하지 못하는 결과들도 

함께 존재하 다. 특히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에 

기본 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의 경우 자기거리두기를 

하여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한

다는 연구들도 보고되었다. 따라서 정서조  효과만을 

염두에 두고 자기거리두기를 섣불리 임상 상담 장면에 

용하는 것은 험하며, 그 기 때문에 자기거리두기

가 정 인 형태로 작용하는 범 는 어디까지인지를 

학술  실용  차원에서 악하고, 이를 효과 으로 활

용할 수 있는 역과 범 에 한 보다 깊은 연구와 고

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 까지 진행되고 있는 자기거리두기 

연구들에 더하여 추가 인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함을 

언 하며 몇 가지 방향을 제안하 다. 자기거리두기가 

정서에 미치는 정 인 효과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반복 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정

 정서에 편 되어 있으며, 정  정서에서의 향도 

함께 확인될 필요가 있다. 한 연구 장면에서 간과할 

수 있는 역기능  측면과 함께 일 되지 않게 확인되

는 부분에 한 면 한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

며 구조화된 설문지와 같은 신뢰도 높은 측정 도구의 

개발도 필요하다. 한 자기거리두기 효과 향을  

수 있는 개인  문화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확인해 

보고, 더 나아가 개인의 정서조  측면에서만이 아닌 

계  측면에서 어떻게 정 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까지 종합 으로 탐구해보아야 할 것이다. 

6.2. 연구의 함의

본 개  연구는 크게 학술 ⋅실용  측면에서 요

한 함의를 지닌다. 

우선, 이 논문은 단순히 자기거리두기가 무엇인지에 

한 이해의 차원에서 벗어나 자기조 을 연구하는 과

정에서 폭넓은 이해를 한 학술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자기거리두기는 정서조 을 한 수단으로 쓰

이기도 하지만, 앞서 다양한 효과에서 제시되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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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자체만으로 타자의 시각을 갖추게 되고 이로 

인해 상과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뀔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효과를 자기(self)를 다루는 다양한 인  

학문과 주제에 연 지어 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를 들어, 자신에 해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

도 수용하는 개념인 자기 자비(self-compassion; Neff, 

2003)나 자기 심을 잘 잡으면서 동시에 안정 이고 

조화로운 인 계를 구축하는 것을 도와주는 개념인 

용(中庸, An & Lee, 2016, 2017)과 같은 주제의 경우 

자기거리두기를 통한 타자화와 탈 심화의 과정이 연

구의 이해와 발 을 한 단서를 제공해  수 있다. 따

라서 이 개념을 통해 심이 되는 주제가 갖고 있는 

효과를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실용  측면을 생각해볼 때, 자기거리두기는 임

상  측면과 개인  측면에서 요한 함의를 지닌다. 우

선, 자기거리두기는 임상⋅상담 장면에서 보조 인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경험에서 한 발짝 떨어

져서 자신과 실을 찰하는 탈 심화(decentering; 

Safran & Segal, 1990)나 자신에 한 알아차림을 골자

로 하는 마음챙김 명상(Kabat-Zinn, 1990)과 같은 기법

들은 궁극 으로 자신에 한 통찰을 기 하고 있으며, 

용과정에서 자기거리두기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기거리두기는 내담자에게 용할 수 

있는 인지행동  기법에 보조 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를 확장시킬 수 있는 토 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를 들어 표  쓰기(expressive 

writing)의 경우 스트 스 상황에 해 생각을 분산시

키는 것보다 로써 충실히 표 해보는 것이 정서조

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e.g., Park 

et al., 2016), 여기에 3인칭을 용하면 더 도움이 된다

는 결과도 확인되었다(Cho, 2018). 따라서 3인칭 활용

을 통한 자기거리두기는 정서일기와 같은 자신의 생활

을 찰하는 과정에 부가 으로 기능하며 효과 인 치

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아울러, 자기

거리두기는 개인  용 측면에서도 용이하다. 조 이 

필요한 정서를 다루기 해서는 무엇보다 고통을 겪는 

내담자 자신이 능동 으로 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리고 그 과정은 쉬울수록 효과 이다. 이러한 에서 

자기거리두기는 구나 스스로에게 용할 수 있는 용

이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거리두기에 한 연구는 그동안 다양한 각도에

서 지속 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효과가 재검증되고 발

되어왔다. 본 연구는 국내에 자기거리두기의 개념과 

측정, 효과 등을 범주에 따라 분류하여 소개하고 련 

연구들이 나아갈 바를 제시해보는데 그 목 이 있었다. 

자기를 타자화하여 자신의 경험을 다루는 시도는 무엇

보다 간단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정 인 효과가 입증

되고 있으므로, 학문 ⋅실용 으로 활용도가 높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가능성과 아울러 그 

효과의 한계로 지 된 부분들이 보다 정교하게 연구, 

보완된다면 자기거리두기가 건강한 정신생활을 돕는 

안정 인 도구로서 자리 잡게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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