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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이 연구는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재 다양한 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용 념치료 로그램의 효과에

해 종합 으로 평가하 다. 메타분석은 통계 인 방법을 활용하여 개입의 크기와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개

입에 한 종합 분석이 가능하다. 논문의 선정기 을 통해 총 43편의 연구물을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선정된

33편의 연구물에서 183개의 효과크기를 종합하여 체효과크기, 하 집단별 효과크기, 메타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

다. 그 결과 수용 념치료 로그램의 체 효과크기는 0.704로 나타났다. 이는 간 이상의 효과크기를 의미한다.

수용 념치료의 효과 역에 따라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 정의 역, 인지 역, 행동 역 순으로 효과크기

를 나타냈다. 참가자의 특성에 따른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 첫째,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 혼성 집단, 여성 집단,

남성 집단 순으로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둘째 연령에 따른 분석 결과 일반성인, 학생( 학원생), 청소년 순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와 향후 로그램 운 에 한 시사 을 논의하 다.

• 주제어 : 융합, 수용, 념행동, 회피, 메타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using a meta-analysis to estimate effect size ACT

intervention program. Using a statistical method, meta-analysis has advantages that prove intervention’s

amount and direction. Meta-analysis facilitates comprehensive analysis. Through the data collection,

43studies were selected and 183 effect size were calculated as analysis objects. Using a 183 effect size,

the overall effect size, Effect Size of categorical Factor, meta-regression result were suggested. The overall

effect size of ACT program was 0.704. In the effect area of ACT, the affective domain had the largest

effect size. Next were the cognitive domain, the behavioral domain. Analysis on gender of participant,

mixed group had the largest effect size. Next were the female grouop, male group. Analysis on age of

participant, adult group had the largest effect size. Next were the undergraduate grouop, adolescent group.

Based on the findings, implica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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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최근 인지행동치료의 역 안에서 수용 심 치료법

들이 출 하고 있다. 그 수용 념치료모델

(Acceptance & Commitment Therapy: 이하 ACT)은 사

경험의 수용을 가로막는 요인들을 이론 으로 분석

체계화하 다[1]. ACT에서 말하는 ‘수용(acceptance)’은

자신의 경험, 사고, 감정에 해 있는 그 로 느끼고 경험

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2] .수용은 포기, 인내,

수동 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수용은 비 단 으로

알아차림하며, 경험하는 것들을 극 으로 껴안는 것이

다. 경험의 회피(experiential avoidance)는 정신병리 속

에 내포되어 있으며, 경험의 회피는 오히려 생각, 감정,

감각의 강도와 빈도를 증가시킨다[3]. 사 경험 회피

(experiential avoidance)가많은 심리 문제를 유발한다

고 보았으며경험의 회피는 오히려 생각, 감정, 감각의강

도와 빈도를 증가시킨다[3].

ACT는 부정 정서와 인지를 수용하고 동시에 자신

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에 념하도록 하는 심리치료의

방법이다. 한 문제에 한 분석 근보다 체 이

고 맥락 인 근 방식을선호한다[4]. ACT는 재 순간

을 그 로 기꺼이 경험하도록 하여 심리 유연성을 기

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심리 유연성(flexibility)이란

재순간에더욱 더집 하고 그 게 하는것이가치 있

는 경우 변화하거나 지속하는 능력을 의미한다[5]. 즉

ACT에서는 심리 유연성을 증진시켜 자신의 가치와

부합하는 행동에 념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

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특정 정서나 인지의 내용을 직

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동화되어 있는 인지 과

정 자체를 ‘수용’하고 그것을 회피하는 것은 변화시킴으

로써 그것의 향에서 벗어나게 한다. 뿐만 아니라 행동

변화를 추구하여 장기 으로 인지 내용의 변화가 일

어나도록 도모하기도 한다[5].

이를 해 ACT에서는 6가지 핵심기제를 제시하고 있

다. 수용(acceptance), 인지 탈융합(cognitive defusion),

맥락으로서의 자기(self as context), 재 순간에 한

막연한 주의(flexible attention to the presen moment),

가치(value), 념행동(committed action)이다[6]. 첫째,

수용은 생각 감정등의사 사건의 빈도나 형태를 변

화시키지 않은 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7]. 수용은

경험회피에 처할 수 있는 치료 변인이다[8]. 수용은

성공 인 심리치료의 핵심 구성요소 하나로서 수용

의 수 이 높은 내담자들은 심리치료 장면에서 좋은 결

과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9,10]. 둘째, 탈융합은 생각,

감정 등의 사 사건의 형태나 빈도와 계를 맺고 상호

작용하는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8]. 세번째, 맥

락으로서의 자기는 생각이나 감정을 찰하고 행동을 선

택하는 주체로서의 자기를 의미한다. 네 번째, 재 순간

에 한 막연한 주의는 ‘지 -여기(here & now)’의 경험

에 을 두고 유연한 태도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

미한다[6]. 다섯 번째, 가치는 개인이 살고자하는 삶의방

향과 선택을 의미한다. 마지막 념행동은 직면한 상황

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해 계속 진해

나가는 것이다[11]. 이러한 각각의 과정들은 다른 과정들

과 서로 다른 가정들과 련되어 있으며, 모든 차는 유

연하게 이루어지며 일 으로 치료 목표를 진하기

해 사용된다.

ACT의 효과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인지 융합[12],

가치명료화[13]과 같은 인지 역과 정서조 [14], 발

표불안[15], 직무스트 스[16]와 같은 심리 역, 스마

트폰 독(17), 폭식행동[18], 가치탐색[13], 분노, 문제행

동[19]과 같은 신체 행동 역에서도 정 인 효과

를 보고하 다. 이처럼 ACT의 효과를 측정한 연구의 경

우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온 경우도 있었으나,

그 지 못한 경우도 보고되었다. ACT가 폭식장애 경향

이 있는 학생들의 신체 수치심 감소에 효과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20]. 이 외에도 ACT가 불안애착을 보이

는 학생의 무조건 자기수용 정도 감소를 확인하기

한 추 검사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1].

뿐만 아니라 ACT를 실시한 임상 간호사 집단과 그 지

않은 통제집단의 수용-행동을 증가의 차이가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6]. 이처럼 개별 연구물들 간

의 상이한 연구결과는 ACT의 효과에 한 논란을 가져

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재 국내에서 진행 인

ACT의 효과에 해 객 이고 종합 인 결론을 도출

하고자 메타분석(Meta-analysis)을 실시하 다. 이를 통

해 ACT의 체 효과크기, 개별 연구물의 차이를 고려한

효과크기, 효과 역별효과크기를 살펴보았다. 메타분석

(meta-analysis)은 개별 인 다수의 연구들을 통합할 목

으로 연구의 결과들을 통계 방법을 사용하여 정리,

요약, 분류,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22]. 이 연구방법론은

지식의 통합 인 을 추구한다는 에서 융복합 교육

에 한 추구이며 실험환경에 차이가 있는 독립 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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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을 일반화 시키거나, 일부 연구 결과에만 치우지지

않는통계 검정력이 높은종합된결과를제시 할수 있

다는 장 이 있다.

이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ACT를 활용

한 출간 연구물, 학 논문을 선정하여 분석하 다. 이를

통해 ACT에 한 객 인 결과를 도출하고, 교육 장,

심리치료 장 등에서 좀 더나은개입에 한 실질 근

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재까지 ACT의 반

인 효과성을 검토한 연구물이 없는 상태로, 메타분석

을 통해 개입에 한 반 인 효과를 검토하고 여러 변

인의 특성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에 한 논의를 통해

ACT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 에 의거하여,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ACT의 체효과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조 변수에 따른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셋째, 연속형 변수에 한 경향성은 어떠한가?

2. 방법

이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련연구들의 동

향을 살피고 결과를 종합하여 ACT의 효과 정도를 확인

하고자 한다. 1976년 Glass는 메타분석을 ‘분석에 한

분석(analysis of analyses)’으로 소개하 다. 메타분석은

그 까지의 기존 연구들을 통합하는 방법으로알려져 있

는 화술 연구와는 질 으로 차이가 있다. 화술 연구

는 연구물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객 성을보장하기엔 한

계가 있으며, 연구물 수가 많아질수록 분석에 어려움을

갖는다. 그러나 메타분석에서는 객 인 방법으로 연구

물을 선정하며 통계 인 방법을 사용하여 효과에 한

방향(direction)과 크기(amount)를 제시한다는 에서 화

술 연구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23]. 즉 메타분석을

통한다면, 개별 연구물들을 통해 포 인 연구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1.1 료수집 및 정과정

연구물 수집을 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kr),

한국학술정보(kiss.kstudy.com), 국회도서 데이터 베이

스를 사용하 다. 수용 념 치료, 수용 념, ACT, 수용,

념행동 등의 주제어를 통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출

된 연구물이나 학 논문을 검색하 다.

ACT의 효과를 메타분석하기 해, 이 연구에서 사용

한 논문의 선정기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ACT를 활용한 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물을 상으로 선정하 다. 둘째, 이 연구는 2000년

부터 2016년 사이에 발간된 연구물을 선정하 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통제집단 사 -사후검사 연구 설계를 사

용하여 두 집단 간의 평균값을 비교한 연구물을 상으

로 선정하 다. 넷째, 연구 결과가 양 으로 기록되어, 효

과크기 계산이 가능한 논문을 상으로 선정하 다. 그

결과 복 논문을 제외하고 총 108편의 논문이 선정되었

다. 선정 기 에 따라, 1차로원문이 제공되지 않는 3편과

질 연구방법론을 사용한 5편을 제외하 다. 2차로 주

제가 맞지 않은 49편, 연구 설계가 선정 기 과 맞지 않

은 2편을 제외하 다. 마지막으로 효과크기 산출을 해

필요한 기본 인 통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6편을 제외

하 다. 주제어를 통해 연구물들을 검색한 결과 총 편의

연구물에서 세부 선정기 에 따라서 총 43편의 연구물이

분석 상으로 선정되었다<Table 1>.

Category N

Publish
year

2000-2009
2010-2014
2014-2016

1
22
20

Publish type
unpublished
published

16
27

<Table 1> The information of selected studies

1.2 메타  절차

ACT의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에, 첫째, 선정된 연구

물들의 출 편향 검증을 실시하 다. 이 연구에서는

Egger[24]가 제시한 회귀계수를 통한 방법, Mazumdar[25]

가 제시한 순 상 을 통해 출 편향을 확인하는 통계

인 방법을 활용하 다. 둘째, 각각의 연구 결과들이 동일

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것인가를 확인하기 한 동질

성 검정(test for the homogenity of effect size)을실시하

다. 동질성 검정 값인 Q값을 산출하여 이질 인 경우

에는 무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에 의해 분석을

실시하며 그 지 않은 경우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에 의해 분석을 실시한다. Q값을 논문 수의 향

을 많이 받는다는 단 을 고려하여, I2값을 통한 이질성

검증도 실시하 다[26]. 셋째, 메타분석에서는 분석의 단

에 해당하는 효과크기(Effect Size)를 산출한다. 효과

크기는 메타분석에서 서로 다른 선행연구들을 통합,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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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분석하기 해 효과의 크기를 표 화된 측정단 로

변환시킨 단 로서, 이를 통해 종합 인 비교 분석이 가

능하다. 효과크기는 개입의 효과나 변수 간의 계를 나

타내기도 한다. 효과크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효과크기 산출시 발생하는 편 를교정해주는 표 화

된 평균의 차이를 통해 효과크기(Hedges’ g)를 산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Hedges’ g는 작은 효과크기(0.2), 간

효과크기(0.5), 큰 효과크기(0.8)로 해석된다[27]. 이 연구

에서는 범주형 변수, 연속형 변수 분석을 해 인지치료

의 효과범주를 사용하 으며, 이외에도 재변인에 따른

효과크기를 살펴보았다. ACT에서는 생각과 감정을 수

용, 조 하는 방식에 을 두고 가능한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축 을 통해

장기 으로 인지 내용의 변화가 일어나도록도모한다[5].

각 연구물에서는 ACT의 효과를 다양하고 측정하고 있

었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정 역을 크게 인지

역, 정서 역, 행동 역으로 분류하여 ACT의

효과범주를 범주화하 다. 마지막으로 메타회귀분석을

통해 연속형 변수의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하 다. 메타

분석에서 최근 이용되고 있는 메타회귀분석은 연속 인

의미를 갖는 변수를 메타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해

당 변수가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에 해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지원하는 문 컴

퓨터 로그램인 CMA(Comprehensive Meta-Analysis,

version 2.2.064) 소 트웨어를 사용하 다.

3. 연  결과

1.1 동질  검정에 따   모형 택

동질성 검정을 통해 분석모형을 선택하 다. Q값은

58.14(p<.001)로 나타나 개별 연구물의 효과크기가 매우

이질 인 것으로 단하 다. I2 값은 95.62로 나타났다.

I2값은 이질 인 수 을 나타내주는 수치로, 25%이면 낮

은 수 , 50%이면 간 수 , 75%이면높은 수 으로 이

질 으로 해석한다[28].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물의

개별 차이에 민감한 랜덤효과 모형을채택하여 분석하

다<Table 2>.

N Q p I2 95% CI SE

43 958.14 0.000 95.62 0.509-0.648 0.035

<Table 2> Homogeneity test

1.2 편향 검정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에 출 편향에 한 검사를

실시하 다. 먼 통계 인 방법으로 출 편향을 알아

보기 해 Begg과 Mazumdar의 rank correlation 방법과

Egger의 linear regression 방법을 사용하 다. Begg과

Mazumdar가 제시한 rank correlation 방법을 활용하여

표 오차와 효과크기의 계를 살펴본 결과 Kendall’s

tau는 0.1982, p는 0.062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Egger의 linear regression 방법을 통해 산출한 회귀

편은 4.211, 표 오차는 2.858로 나타났다. 회귀 편의

유의성을살펴본 결과 p값이 0.148로 유의하지 않은것으

로 나타났다. 통계 인 방법들을 통해 출 편향의 가능

성 여부를 살펴본 결과, 출 편향이 존재하다고 보기 어

렵다고 단된다.

1.3 전체효과크

분석 상으로 선정된 43편의 연구물을 각각 하나의

단 로 사용하여 체 효과크기를 산출하 다 <Table

3>. ACT 로그램의 체효과 크기는 0.704, 95% 신뢰구

간은 0.369-1.039 다. 이러한 결과는 Hedges’ g의 해석

기 에 따라, 간이상의 효과크기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를 통해 실시되고 있는 ACT 로그램의 효과가 큰 효과

크기보다 조 낮은 수 의 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k ES SE Var 95% CI p

183 0.704 0.171 0.029 0.369-1.039 0.000

<Table 3> The overall effect size

1.4 효과 역에 따  효과크

선정된연구물들에서 보고한ACT의효과성은다양한

역에서 측정되었다. 선행연구들에서 보고한 모든 역

들을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측정된 다양한

역을 인지 역, 정서 역, 행동 역으로 범주

를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Table 4>. 효과 역에

따른 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 정의 역의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

다(g=.904). 이는 ACT 로그램이 인간의 정서, 감정과

련된 역에서 효과가 큰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행동 역(g=0.798), 인지 역(g=0.617)순으로 효과

크기를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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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상  특 에 따  효과크

ACT의 효과성은 다양한 역에서 범 한 상들에

게 검증되었다. 이러한 상자의 특성에 따른 효과의 차

이를 알아보기 해서 성별, 연령, 증상호소의 특성에 따

라 범주를 구분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 다<Table 4>.

1.1.1 별에 따  효과크

ACT 로그램에 참여한 남성의 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 0.151로 나타났다, 여성의 ID를 부여받은 연구의 수

는 75개, 여성 집단의 효과크기는 0.505로 나타났다. 남성

과 여성이 함께 로그램에 참여한 혼성 그룹의 ID를 부

여받은 연구의 수는 39개 다. 효과크기는 1.132로 나타

났다. 집단의 구성 성별에 해 제시하지 않은 연구물은

이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추가 으로 이러한 효과크

기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

다(Q=6.189, p>.001).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별은 ACT

로그램의 효과에 향을 미치는 재변인이아님을 확

인할 수 있었다<Table 4>.

1.1.2 연령에 따  효과크

참가자의 연령에 따라 청소년, 학생, 성인으로 구분

하여 효과크기를 살펴보았다<Table 4>. 청소년 ID를 부

여받은 연구의 수는 40개, 효과크기는 0.529로 나타났다.

학생의 ID를 부여받은 연구의 수는 97개이며 효과크기

는 0.533으로 나타났다, 성인 ID를 부여받은 연구의 수는

46개 으며 효과크기는 1.255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 성인 집단에서 가장 큰 효과크

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학생, 청소년

순으로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연령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Q=13.192,

p<.001). 이러한 연구 결과는 ACT 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연령이 유의한 재변인임을 나타낸다.

1.1.3 상호 에 따  효과크

인구 통계학 인 정보를 살펴본 결과 ACT는 일반 집

단에 실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리 ·신체 증상을 호

소하는 집단에 더욱 활발히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일반인을 상으로 한 집단의 ID

를 부여받은 연구의 수는 16개 다. 효과크기는 0.724로

나타났다. 증상을 호소하는 집단의 ID를 부여받은 167개

다. 효과크기는 0.930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큰 효과크

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효과크기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Q=0.528, p>.05). 이를

통해 로그램이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일반 집단 보다

심리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집단의 증상완화에 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4>.

category k ES SE p Q

cognitive 85 0.617 0.168 0.000

-affective 44 0.904 0.167 0.000

behavioral 53 0.798 0.257 0.000

male 12 0.151 0.406 0.002
6.189
(0.103)

female 75 0.505 0.164 0.000

mixed 39 1.132 0.365 0.000

adolescent 40 0.529 0.362 0.144
13.192
(0.000)

undergraduate 97 0.533 0.146 0.000

adult 46 1.255 0.118 0.000

no symptom 16 0.724 0.125 0.000 0.528
(0.468)Symptom 167 0.930 0.254 0.000

<Table 4> Effect Size of categorical Factor

1.6 메타회귀

출 연도에 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

다 <Table 5>. 출 연도 회귀선의 기울기 계수 0.0994

으며, 하한선은 -0.035 이었고 상한선은 0.234 이었다. 이

를 통해 ACT의 효과가 최근에 가까울수록 효과가 증가

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category B SE 95% CI p

year
slope 0.212 0.165 -0.111-0.535 0.000

intercept 0.041 0.016 0.009-0.071 0.009

<Table 5> Meta-regression

4. 논

이 연구는 인지행동치료의 치료모델 제 3동향에속

하는 ACT에 한 체계 이고, 종합 인 결론을 도출하

고, 선행연구 결과의 불일치에 한 원인을 탐색해보고

자 ACT 로그램을 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을 통해 ACT 로그램의 체효과 크기, 효과 역

별 효과크기, 재변인에 따른 효과크기, 메타회귀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메타분석을 해 수용 념 치료 로그램을 실시한

선행연구들을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이를 해 네



한 합학회논문지 제7  제5호150

가지 선정 기 에 따라 분석 상 연구물을 선정하 다.

첫째, ACT를 활용한 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

증한 연구물을 상으로 선정하 다. 둘째, 2000년부터

2016년 사이에 발간된 연구물을 선정하 다. 셋째, 통제

집단 사 -사후검사 연구 설계를 사용하여 두 집단 간의

평균값을 비교한 연구물을 상으로 선정하 다. 넷째,

연구 결과가 양 으로 기록되어, 효과크기 계산이 가능

한 논문을 상으로 선정하 다. 그 결과 복 논문을 제

외하고 총 108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1차로 원문이 제

공되지 않는 3편, 질 연구방법론을 사용한 5편을 제외

하 다. 2차로 주제가 맞지 않은 49편, 연구 설계가 선정

기 과맞지 않은 2편을 제외하 다. 마지막으로 효과크

기 산출을 해 필요한 기본 인 통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6편을 제외하 다. 선정 기 에 따라 분석 상으로

선정된 논문은 총 43편이었다. 첫째, ACT 로그램의

체효과 크기는 0.704 다. 이를 통해 실시되고있는 ACT

로그램의 효과가 큰 효과크기보다 조 낮은 수 의

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효과 역별 효과크기를 살펴보기 해, ACT

로그램의 효과를 세 가지(인지 역, 정서 역,

행동 역) 범주로 분류하 다. 효과 역에 따른 효과

크기를 살펴본 결과 정의 역(g=.094)의 효과크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ACT 로그램이 인

간의 정서, 감정과 련된 역에서 효과가 큰 것을 의미

한다. 다음으로는 행동 역(g=0.798), 인지 역

(g=0.617)순으로 효과크기를 보고하 다. 이를 통해

ACT 로그램이 참여자들의 정서 변화에는 큰 효과가

있으며, 인지내용과 행동의 변화에도 간 이상의 효과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ACT가 인지

융합[12], 발표불안 감소[15], 폭식행동 감소[18]에 효

과 이었다는 선행연구들과일치한다. 이를 통해 ACT가

심리 유연성, 노출을 통해 생각이나 느낌을 있는 그

로 수용하도록 하여 가치와 련된 행동에 념하도록

한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ACT 로그램의 상이한 결과 보고의 원인을 살

펴보기 해, 참가자 특성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에

해 살펴보았다. 먼 연령에 따른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

과, 로그램에 참여한 상자들의 연령에 따른 범주를

청소년, 학생( 학원생), 일반 성인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 다. 그 결과, 성인집단에서가장 큰효과크기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학생, 청소년 순으로 효

과크기를 나타냈다. 한 선행연구의 상이한 결과의 원

인을 악하기 해 재변인을 활용하여 하 집단 분석

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참가자의 연령에 따른 효과크기

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Q=13.192, p<.001). 이러한 연구 결과는 ACT 로그램

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연령이 유의한 재변인임을 나타

낸다. 추가 으로 ACT가 학생( 학원생), 성인에 비해

상 으로 게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성별집단 구성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 다

(참가자의 성별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의 연구물은 분석

에서 제외하 다). ACT 로그램에참여한 남성의 ID를

부여받은 연구의 수는 12개, 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

0.151로 나타났다, 여성의 ID를 부여받은 연구의 수는 75

개, 여성집단의 효과크기는 0.505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

성이 함께 로그램에 참여한 혼성 그룹의 ID를 부여받

은 연구의 수는 39개 다. 효과크기는 1.132로 나타났다.

즉 남성과 여성이 모두포함된혼성 그룹에서가장 큰효

과크기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여성 그룹, 남성 그룹 순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계지향 인 여성이 속

해있는 집단이 그 지 않은 집단보다 더 효과 일 수 있

다는 가능성을 보여 다[29]. 추가 으로 이러한 효과크

기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Q=6.189, p>.001).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별은 ACT

로그램의 효과에 향을 미치는 재변인이 아님을 확

인할 수 있었다.

ACT 로그램에참여하는 상자에는아무런문제를

호소하지 않는 일반 집단, 신체 , 심리 문제와 련된

증상을 호소하는 집단으로 구분됨을 확인하 다. 이러한

집단 구성에 따른 효과크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증상

을 호소하지 않는 일반인을 상으로 한 집단의 ID를 부

여받은 연구의 수는 16개 다. 효과크기는 0.724로 나타

났다. 증상을 호소하는 집단의 ID를 부여받은 167개 다.

효과크기는 0.930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큰 효과크기를

의미한다. 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일반 집단에서도

수용 념치료의 효과가 간이상의 효과크기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통해 로그램이 증상을 호소하지 않

는 일반 집단 보다 심리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집단

의 증상완화에 큰 효과가있음을 알 수 있다. 개별연구물

의 상이한 결과보고에 한 원인 탐색을 해분석을실

시한 결과 효과크기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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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났다(Q=0.528, p>.05).

ACT 로그램을 실시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비교했을 때, 간 이상의 효과크기를 보고하 다. 추가

으로 이 연구에서는 ACT 로그램의 참가자 특성

연령이 ACT 로그램 효과에 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재변인임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선행

연구와의 선정 기 의 차이, 분석 상 연구물의 차이, 참

여자의 특성 분류와 같은 요소에 해 고려해야하며, 후

속 연구에서도 진 악을 해 노력해야할 것으로 생

각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ACT 로그램의 보

과 활용을 한 시사 과 후속연구의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ACT 로그램에 참여하는 상이 반복되는

비효율성을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정된 개별 연구

물들을 인구통계학 인 정보를 살펴본 결과, 재 ACT

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한 연구물이 양 으로 팽창하는

가운데 비슷한 연구가 반복 으로 실시되는 비효율 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까지 학생( 학원생)을

상으로 한 연구물이 많기 때문에, 이 외의 다른 아동,

청소년, 성인의 연령에 합한 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가 필요하다. 이는 연령의 특성을 고려한 로그램의 개

발의 필요성을 언 한 선행연구[30]와도 맥락을 같이한

다. ACT 로그램을 연령에 따라 개발하여할 필요가있

다. 재는 로그램을 운 하는 진행자가 상황에 맞게

로그램을 수정하여 운 하는 수 에 그치고 있으나,

연령의 특성을 고려한 로그램을 개발하여 ACT 로

그램을 실시한다면 다양한 상에게 더욱 더 큰 정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선행연구

에서 보고한 부분의 결과들은 참가자들의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의해 작성된 결과들이었다. ACT는 인지와 정

서를 있는 그 로 받아들이게 하고궁극 으로 행동변화

를 목표로 하는 특징을 고려하여, 로그램의 결과에

해 주변 타인이나 문가들에 의해 변화의 정도를 측정

하는 방식을 활용한다면, ACT 로그램의 효과가 좀 더

객 으로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부분의

연구에서 ACT 로그램을 실시하기 의 사 검사와

로그램 실시 후 진행하는 사후 검사만을 실시하고 있

는 것을 확인하 다. 그러나 직후의 효과는 과 평가,

로그램 직후라는 시간 인 부분에 향을 받을 수 있으

므로 후속 연구자들이 추후 검사를 통해 효과의 지속성

에 한 부분을 검증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 한 것들이 가능하기 해서

후속 연구자는 ACT 로그램에 한 연구 결과만을 보

고할 것이 아니라 로그램에 한 정보, 참가자에 한

정보, 지도자에 한 정보, 정확한 결과 수치등을자세히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가 모두 제시된다면, 향후에

는 다각 인 방법으로 메타분석의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연구자와 진행자가 일치하

으며, 이러한 이 연구결과에 향을 미칠 것을 우려

하는 연구의 제한 들을 제시하 다[31,32,33] 이러한 부

분은 로그램 질 평가를 해서도 개선해야할 으로

생각되며,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해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 ACT 로그램의 효과는 다양

하기 때문에 개입의 효과를 명확하게 분석하기 해서는

연구 결과이외에부가 인정보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이외의 내용에 한 부분을 후속연

구자들이 충분히 제시한다면 ACT 로그램에 한 더

많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같다. 첫째, 선정된논문들

에서 로그램의효과에 향을 수 있는진행자, 지역,

실시한 장소 등과 련된 정보를 제시하지 않아 코딩 과

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제외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러한 제한 을 고려하여 추가 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

겠다. 둘째, 국내 논문만으로 분석 상을 한정하 기 때

문에 그 이외의 논문을 분석 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국외의 논문을 포함시켜 분석을 실시하

여 국내와 국외의 로그램을 비교한다면, ACT 로그

램의 로그램 개선, 발 을 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ACT 로그

램의 효과에 한 다각 인 이해가 가능하게 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상담자들은 내담자의 심리 경

험 자체보다는 경험에 한 개인의 태도가 심리치료의

결과에 더 많은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34].

즉 정서와 인지를 다루지만 그 내용을 직 으로 변화

시키기 보다는 그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과정을 그 로 경험하게 하는 ACT의 치료과

정이 주목받고 있다[5].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앞으로

상담 장면에서 ACT 로그램이 극 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한 후속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들을 활용하여

ACT 로그램의효과를 검증하고, 다른 인지행동치료와

의 비교 등 다양한 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을 고

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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