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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수용 전념 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가 정서적 학대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복합 PTSD 증상, 수용 및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4년제 대학교 대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복합

PTSD 증상척도, 수용척도, 외상후성장척도를실시하였고, 이를토대로 14명의참가자를선정하였다. 7명은수용전념치

료집단에, 7명은통제집단에할당하였다. 수용전념치료프로그램은주 2회, 회기당 100분씩총 8회기의프로그램을진행

하였으며, 통제집단에는 어떠한 처치도 시행하지 않았다. 프로그램 종료 후 사후 검사와 6주 뒤 추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통제집단에비해 수용전념치료(ACT) 집단에서 치료프로그램 종료 후 복합 PTSD 증상이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수용과외상후성장은유의하게증가되었다. 각각의수준은추적검사까지유지되었다. 끝으로연구의의의, 한계점및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수용전념치료(ACT), 아동기 정서적 피학대, 복합 외상 증상, 수용, 외상 후 성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ACT) on 
Complex PTSD symptoms, acceptance and post-traumatic growth of college students with childhood emotional 
abuse. Four hundred and fifty students in university completed 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AAQ-Ⅱ), 
Structured interview for disorders of extrem stress(SIDES), Korea version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K-PTGI). 
14 participants was selected from that result. 7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the ACT group and the others were 
in the control group. ACT program was administered for 8 sessions twice a week for 2 month, approximately 100 
minutes. There was no treatment in the control group. All participants completed post-test at the end of treatment 
and then follow-up test after 6 weeks. The results were that complex PTSD symptoms level in ACT group was 
significant decreased and acceptance and post-traumatic growth level in ACT group were significant increased than 
those in control group at the end of treatment and the follow-up period.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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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아동학대는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나

뉘며 아동학대 그 자체가 양육자에 의한 인위적이고 반

복적인 외상이기 때문에 아동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도 어려움을 유발시킨다[9]. 최근에는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 발생 비율이 신체적 학대 비율보다 높아지

고 있지만[1], 신체학대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온반면, 신체적손상을남기지않는정서적학대에대한

연구는활발히진행되지못했다. 이에대해Ko[2]는 앞으

로신체학대보다도정서학대에대한관심을높여연구

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서적 학대의 경험은 성인기 우울

[3], 대인관계문제해결[4-6], 복합 PTSD 증상[7]뿐만아

니라복합외상을유발하는자기체계손상[8] 등 과같은

삶의 어려움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아동기 학대 경험은 외상의 형태와 위험성을

비교했을 때,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대개는 오랜 시간,

특정한 관계와 맥락에서 발생하는 외상의 한 유형인 복

합 외상[10]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복합외상은 대인관계에서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외상

으로, 과거일부외상이일반적인외상과다르게더전반

적이고복잡하다는것을발견한연구자들에의해연구되

었고[11] 이에노출된아동이나성인은단순 PTSD 증상

으로포함할수없는다양한심리적증상을드러낸다. 복

합외상으로인한잠재적인부정적결과를복합외상후스

트레장애(이하복합 PTSD)로명명했으며[10], 애착외상

[9], 발달적 외상[13], 으로도 구분하고 있다. DSM-5에

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및 관련 장애의 부수적인 특징

[12]에 언급되고 있다. 복합 외상의 경험이 중요한 이유

는단순외상보다내면의복잡한성격및자기체계의변

화를 유발[8]하고, 애착 안정성, 생리적 조절 능력, 정서

조절, 해리, 행동조절, 인지와자기개념에심각한어려움

을 유발[13]하여 개인에게미치는 영향력이 더 복잡하고

지속적이기 때문이다[9].

아동기외상경험이성인기의심리적어려움에여전히

영향을미치고있으며, 외상의경험은되돌릴수없고, 지

울 수 없지만, 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은 심리치료

를통해변화시킬수있기때문에이를위한치료적인개

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

서적 학대를 아동의 심리적 자아에 상처를 입히며 가장

오래 지속되어 악영향을 끼치는 주 양육자의 고질적인

행동 패턴으로 인한 학대[2]로 정의하고,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게 협박과 언어적 공격을 일삼고, 경멸, 모독감과

수치심을주거나감금하는등의적대적이고거부적인처

우형태가포함되며, 부모의편애로인해다른이들과차

별을 받거나 부모의 화풀이 대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시

키고자 한다[2].

하지만 이러한 외상 경험이 단순히 부정적인 영향만

을끼치는것이아닐수있다. Tedeschi와 Calhoun[14]는

외상을경험한개인이외상으로인해손상되거나상처받

기보다 저항하는 능력과 개인의 적응 수준에 있어서의

긍정적이고질적인변화가일어난상태에주목한것이다.

이를외상후성장으로명명하며, 개인은성장을통해 ‘착

각’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함을 주장하

였다[14]. 여기서의외상사건은주관적으로지각한삶의

위기를포함하며부정적인심리적결과를유발하는아주

높은 스트레스 사건으로 정의된다[14].

외상후성장은자신과타인에대한지각된변화와인

생에 대한 철학적인 관점 변화를 포함한다. 자기에 대한

지각 변화는 개인이 외상을 통해 경험하는 어려운 상황

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앞으로의 삶에서 경험하

는어려움역시다룰수있다는가능성을발견하는것이

다. 타인과의관계에대한변화는자신의취약성을인식,

기꺼이 타인의 도움을 수용하고 자기 노출, 타인과의 관

계 형성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생에 대한 철학적

인관점의변화는감사하는마음증가와종교에대한인

식 변화를 의미한다[15].

복합외상과 관련된 외상 후 성장의 연구에서는 ‘자기

수용및객관화’, ‘관계에대한관점변화및성찰’이외상

후 성장을 가장 크게 촉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또한 아동기 외상 경험이 외상 후 성장으로 나아가는데

‘자기에 대한 변화’와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

것’이중요하다는Woodward[17]의 연구결과를통해아

동기외상, 아동기정서적학대를받은경험도외상경험

에속박되는것이아닌일련의과정을통해외상후성장

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Cahoun과 Tedeschi[15]는 외상 후 성장이 도전

적인 환경에 대한 투쟁 결과로 얻어지는, 주관적으로 지

각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로, 도전적인 환경은 단순

히외상사건이아닌외상으로인해경험하는투쟁의과

정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아동기 외상

경험으로부터 내성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외상 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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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룰 수 있는 연구 결과[17]는 아동기 학대의 경험이

심리 치료적 개입을 통해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

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edeschi와 Calhoun[14]이 제

안한외상후성장의개념을근거로아동기정서적학대

경험이있는대학생의외상후성장에초점을두고자한

다. 외상후성장은시간의흐름에따라자연스러운과정

이라고생각되기도하는데, 외상 후성장이모든외상경

험자들에게발생되는현상이아니며지속적인외상경험

으로 성격차원의 문제를 경험하는 개인들에게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부정적인 상태로 반추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요약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외상 경험인 아동기

정서적학대를경험한대학생들은기존의 PTSD와는다

른복합 PTSD 증상으로어려움을경험하며, 그과정속

에서 부정적인 후유증을 극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외상

경험이삶의성숙으로이어질수있도록돕는치료적중

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Ahn[18]은 복합외상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서 개별적

인 증상에 초점을 두기보다 개인의 자아구조, 대인지각,

삶의의미, 영성과같은심층적영역에초점을둔통합적

치료가필요하다고언급하며, 자기및자기조절등을위

한 자기 영역에서의 손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

다[19].

최근 많은 연구들에서 복합 외상 치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 조절의 기제로 마음챙김이 강조되고 있다[

10, 20]. 마음챙김은 “주의의 자기조절로 즉각적인 경험

에주의를유지하여현재순간의정신적사건에대한인

식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현재 순간의 경험에 대한 특

별한지향성, 즉호기심과개방성, 수용을특징으로하는

지향성을갖는것”이다[21]. 외상경험을넘어서의미, 목

적과궁극적인초월을제공하는데필수적인도움이된다.

또한 수용전념치료는수용을촉진시켜심리적유연성을

증진시키는 치료적 접근으로, 수용은 앞서 말한 마음챙

김의 계발을 돕는 자세 혹은 마음챙김을 수련한 결과로

거론되고 있다[21].

수용전념치료는마음챙김을통해심리적유연성을증

진시켜 부정적인 사적 경험을 수용하여 그 거리를 좁히

는데 목적이 있다. 수용전념치료는 자신의 내적 경험을

있는그대로받아들이는동시에가치중심적이고건설적

인 행동의 목록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이러한 방

법을 배우도록 돕는 심리치료[22]이다. 수용전념치료는

여섯가지핵심요소(현재에존재하기, 인지탈융합, 맥락

적 자기, 수용, 가치, 전념행동)를 통해 심리적 유연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심리적 유연성이란 수

용을통해자신의목표나가치에따라개인이처한상황

에 맞추어 맥락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유지하거나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노출 치료가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접촉과 노출을 시도하는 반면, 수

용전념치료는 두려운 대상이나 상황적인 맥락에 노출시

키는것이아닌각자가선택한가치를실현하기위해마

주하게 되는 불편한 감정과 사고를 수용하게 돕는다.

또한집단치료는복합외상경험자들의 PTSD 증상에

서 정서를 조절하는 것, 감정을 인식하는 것에 효과적이

며, 심리 교육과 집단 활동을 통한 치료적 관계는 초기

애착 외상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초기 애착 외상의 결과

로발생할수있는증상의감소[23]를 이끌수있기때문

에본연구에서는수용전념치료를집단치료의형태로구

성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수용전념치료의 초점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다[22]. 수용전념치료는 개인이 직접 느끼고 생각하도록

도와주면서, 맥락적인삶의과정에서자신을객관적으로

인식하고부정적인인지도식에서탈융합하여자신이가

치를두는것을명확히하고그것에전념행동할수있도

록 돕는다. 수용전념치료를 통한 마음챙김 향상은 복합

PTSD 증상의수준을낮추고, 수용을통한외상후성장

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합외상경험자들에게적용한수용전념치료의효과

를 알아보면, 대인 외상 경험이 있는 대학생[24], 학교폭

력피해청소년[20], 아동기학대경험이있는청소년[25]

과 정서적학대경험이있는대학생[26]에게적용한연구

들이있다. 특히 Seo와 Kim[26]는긍정적인측면에대한

수용전념치료 효과를 알아볼 것을 제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용 전념 치료가 아동기 정서

적학대를당한 경험이있는대학생의복합 PTSD 증상,

수용및외상후성장에미치는효과를알아보고자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1 : 수용전념치료 집단의 수용 수준은 통제집단에 비

해 수용전념치료 후 더 증가될 것이다.

2 : 수용전념치료 집단의 복합 PTSD 증상이 심각도

수준은통제집단에비해수용전념치료후더감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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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용전념치료집단의외상후성장수준은통제집

단에 비해 수용전념 치료 후 더 증가될 것이다.

2. 방법
2.1 참가자
전북지역대학생 450명에게정서적학대척도,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 수용행동 척도, 복합 외상 후 스트레

스증상척도를실시하였다. 정서적학대상위 25%, 복합

PTSD 증상이상위 25%인사람중, 수용상위 25%, 외상

후 성장 수준이 상위 25%이상에 속하는 사람을 제외하

여 1차로 37명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사전면담을 통해 2

차선별하였다. 연구에동의한 14명의참가자를 7명씩치

료집단과통제집단에할당하였다. 여자가 85.7%, 학년은

3학년과 4학년이 각각 42.9%로 가장 많았다.

2.2 도구
2.2.1 정서적 학대 척도
정서적학대경험을알아보기위해Ko[2]가 제작한방

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에 대한 아동학대 척도 중,

정서적학대에해당하는 24개의문항만을선별하여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동기, 행동의 결과, 행동 차원의 학대

영역으로 분류된다. 문항들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토대

로 18세이전에얼마나자주있었는지를 Likert식 4점 척

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정서적 학대 경

향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2.2.2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orea Version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

외상 후 성장 척도는 Tedeschi와 Calhoun[14]이 개발

하고, Song[32]이 번안과 타당화 작업을 척도를 사용하

였다. 4요인(자기지각변화, 대인관계의깊이증가, 새로

운가능성발견, 영적 &종교적관심의증가)으로구성되

어있고총 16문항이다 . 외상 경험후겪는긍정적인변

화에 대한 개인의 지각정도를 Likert 6점 척도를 사용하

고점수가높을수록외상후성장이증가한것을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는 .95로 나타났다.

2.2.3 수용 행동 질문지-Ⅱ(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Ⅱ, AAQ-Ⅱ)

자신의가치와목적에일치하는방식으로행동하면서

생각이나감정을기꺼이수용하는정도를측정하는척도

로서Hayes, Strosahl,Wilson, Bissett, Pistorello, Toarmino,

Polusny, Dykstra, Batten, Bergan, Stewart, Zvolensky,

Eifert, Bond, Forsyth, Karekla, 와 Mccurry[29]에 의해

구성된 AAQ-Ⅰ(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

Ⅰ)을 Bond, Hayes, Baer, Carpenter, Guenole, Orcutt,

Waltz 과 Zettle[30]이 단일 차원 척도로 개정한 척도이

다. 국내에서는 Heo, Chio 와 Jin[35]이 번안했으며,

AAQ-Ⅰ보다 더 간결하여 심리측정적인 치료 및 연구

상황에서 AAQ-Ⅱ를사용하는것이더욱안전하다고하

였다. AAQ-Ⅱ는 Likert 7점 척도를사용하며총 10문항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인 수용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AAQ-Ⅱ의 Cronbach α 는 .85로

나타났다.

2.2.4 복합 PTSD 증상 척도(Complex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Scale)

복합 PTSD 증상을 측정을 위해 Pelcovitz, van der

Kolk, Roth, Mandel, Kaplan과 Resick[27]이 개발한 “극

단적 스트레스 장애를 위한 구조화된 면접(Structured

Interview for Disorders of Extremes Stress : SIDES)”

을 Jeong과 Ahn[28]이 자기보고식으로수정하여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복합 PTSD의 6가지 하위

준거(정서적각성조절기능의변화, 주의력과의식기능

의 변화, 자기 인식의 변화, 타인과의 관계 변화, 신체화

증상, 의미체계의변화)로 구성되어있으며총 45문항이

다. 각문항에대해서빈도와강도를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척도에 대한 Cronbach α

는 .96로 나타났다.

2.3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실시한 수용전념 치료 프로그램은 ‘외상

의 치유 인생의 향유 트라우마의 수용전념치료’[33]와,

‘심리적 수용 촉진프로그램[34]’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활동과 관련된 설명, 비유와 진행은 ‘수용전념

치료배우기’[30],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

라’[35]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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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Content

1

Overview &
creative
hopelessnes

s

- Introductions about reader, ACT, G-PTSD
and group set up

- Promoting the creative hopelessness
- Sharing about expectation
- Mindfulness diary
- Homework : Mindfulness diary

2
Accepting
Private
Events /
Acceptance

- Sharing last week and homework
- Recalling last session’s content
- Experiencing with willingness & Mindfulness
- Exercise 1 : Do not think ‘White bear’
- Exercise 2 : What I feel
- Exercise 3 : Eating meditation(nuts)
- Mindfulness diary
- Homework : Mindfulness diary

3

Contact with
the present
Moment /
Self as
Context

- Sharing last week and homework
- Recalling last session’s content
- Exercise 1 : Being present in a moment
- Exercise 2 : Symbolization
- Introducing about ‘Self’ : Conceptualized /
observing / in Context

- Exercise 3 : wring about conceptualized self
- Eating meditation
- Homework : Mindfulness diary

4
Defusion

- Sharing last week and homework
- Recalling last session’s content
- Exercise 1 : Evaluation vs Description
- Exercise 2 : Juice, Juice, Juice
- Meditation in Three minuets
- Homework : Mindfulness diary
- Interim check

5

Contact with
Present
Moment
/ Self as
context

- Sharing last week and homework
- Recalling last session’s content
- Eating meditation
- Exercise 1 : The observer exercise
- Exercise 2 : Where am I?
- Exercise 3 : Between past and present
- Mindfulness diary
- Homework : worksheets

6
Values

- Sharing last week and homework
- Recalling last session’s content
- What’s a ‘Value’?
- Exercise 1 : My life in 10 years.
- Exercise 2 : Values’ clarification & Scoring.
- Mindfulness Meditation
- Homework : Mindfulness diary

7
Commitmen
t Action /
Willingness

- Sharing last week and homework
- Recalling last session’s content
- What’s a ‘Commitment Action’?
- Exercise 1 : Goal and Action
- Exercise 2 : Sharing obstacles and ACT
strategies

- Mindfulness meditation
- Homework : Shaping values up

8
Summery /
Wrap up

- Sharing last week and homework
- Recalling last session’s content
- Eating Meditation
- What’s a ‘Commitment Action’?
- Exercise 1 : Passengers in bus
- Summary about 6 Core Process in ACT
- Sharing the comment about all session

Table 1. Overview of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session

2.4 절차
본 연구는 전북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다(2014-05-027).

2015년 5월 말부터 6월까지 전북지역 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질문지와오프라인광고를통해참가자를모집

하였다. 정서적 학대 척도와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

수용행동척도및복합외상후스트레스증상척도질문

지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를 통해 1차선별 후, 최종 선발

된 14명을 7명씩치료집단과통제집단에할당하였다. 치

료프로그램은총 8회기로구성되었으며, 각회기는 100

분에서 120분 정도 실시되었다. 4회기 실시 후 중간점검

질문지와 개인면담을 1회 하였다. 수용전념치료 프로그

램이 모두종결된 8월중순과 6주 후 9월 말에사전조사

와 동일한 질문지 실시하였다. 통제집단은 프로그램 기

간과 추적 기간까지 아무런 처치도 실시하지 않았고, 연

구 종료 후 14명 모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2.5 자료분석
본연구는 SPSS 20.0을 사용하여자료분석을하였고,

수용전념치료 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

해서 독립 집단 t 검증을 하였다. 수용전념치료 집단과

통제집단, 각각의 시기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혼합

설계 변량분석을 하였다. 치료 집단의 시기에 따른 효과

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증을 하였다.

3. 결과
3.1 수용전념치료 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수용전념치료를 실시하기 전에 수용전념치료 집단과

통제집단의수용, 복합 PTSD 증상과외상후성장수준

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위해 독립 집단 t 검증을 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

로그램 실시 전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두

집단은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3.2 수용전념치료(ACT)의 효과
사전, 사후 및 추적조사에서 얻어진 수용전념치료 집

단과통제집단의수용, 복합 PTSD 증상, 외상후성장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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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n=7)

Control
(n=7)

t p
M
(SD)

M
(SD)

Emotional
Abuse

48.00
(10.41)

54.00
(13.59)

.927 .417

Acceptance
27.71
(7.45)

31.43
(7.23)

.946 .567

Complex
PTSD

68.29
(11.20)

66.07
(8.86)

.410 .296

PTG
25.57
(6.65)

30.00
(10.57)

.938 .282

Table 2. Test of homogeneity of variances

Group

Time
Pre Post Follow-up
M
(SD)

M
(SD)

M
(SD)

Accep- tance

ACT
(n=7)

27.71
(7.45)

39.29
(4.75)

41.14
(7.31)

Control
(n=7)

31.43
(7.23)

28.71
(6.58)

27.86
(7.06)

Conplex
PTSD

ACT
(n=7)

68.29
(11.20)

43.50
(22.10)

39.29
(16.26)

Control
(n=7)

66.07
(8.86)

69.93
(19.74)

70.93
(19.38)

PTG

ACT
(n=7)

25.57
(6.65)

45.57
(9.76)

41.57
(8.32)

Control
(n=7)

30.00
(10.57)

28.71
(9.59)

28.43
(9.14)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수용전념치료 집단과 통제집단의 검사 시기에 따른

수용 점수를 비교하였다. 먼저, 변량분석을 실시하기 전

Mauchly의 구형성 검증을 하였고, 수용 수준에 대한 구

형성이 기각(p=.003)되어, Greenhouse- Geisser 수정법

분석(p = .60)을 적용하였다.

3.3 수용의 효과
수용전념치료 집단과 통제집단의 검사 시기에 따른

수용 점수를 비교하였다.

SS df MS F

between
subject
group 473.36 1 473.36 6.98*

error 814.29 12 67.86
within subject

time 206.05 1.20 171.10 2.92
583.86 1.20 484.82 8.27**groupXtime

error 847.43 14.45 58.640
* p < .05 ** p < .01

Table 4. ANOVA result for acceptance

Table 4에서보는것과같이수용수준에대해서집단

의주효과가유의하였고, F(1, 12) = 6.98, p < .05, 시기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호작용 효과는 유

의하였다, F(1.20, 14.45) = , p < .01. 따라서치료집단과

통제집단에서시기별로수용수준이차이가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치료 집단에서 시기의 차이에 대한 사

후검증 결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1), 사전검사와 추적검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 구체적인 수준 변화는 Fig. 1과 같다.

Fig. 1. Comparing the change in Acceptance level 
by time in groups

3.4 복합 PTSD 증상의 효과 
수용전념치료 집단과 통제집단의 검사 시기에 따른

복합 PTSD 증상점수를비교하였다. 수용전념치료집단

과통제집단의복합 PTSD 수준에서유의한변화가있었

는지살펴보기위해 2(치료집단, 통제집단) X 3(사전, 사

후, 추적)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하였다.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SS df MS F
between subject
group 3640.02 1 3640.02 6.82**

error 6404.14 12 533.68
within subject
time 1203.08 2 601.54 3.68*

groupXtime 2326.23 2 1163.11 7.11**

error 3927.36 24 163.54
* p < .05 ** p < .01

Table 5. ANOVA result for complex PTSD symptoms

Table 5에서보는것과같이, 복합 PTSD 증상점수에

대해서 집단의 주효과가 유의하였고, F(1, 12) = 6.62, p

< .01, 시기의주효과도유의하였으며, F(2, 24) = 3.68, p

< .05, 상호작용효과도유의하였다, F(2, 24) = 7.11, p <

.01. 따라서 치료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시기별로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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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D 증상 수준이차이가나타난다는것을알수있다.

치료 집단에서 시기의 차이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사전

검사와사후검사에서유의한차이를보였고(p=.04), 사전

검사와추적검사에서도유의한차이를보였다(p=.02). 구

체적인 수준 변화는 Fig. 2와 같다.

Fig. 2. Comparing the change in Complex PTSD 
Symptoms level by time in groups

3.5 외상 후 성장(PTG)의 효과
수용전념치료 집단과 통제집단의 검사 시기에 따른

외상 후 성장 점수를 비교하였다. 수용전념치료 집단과

통제집단의 외상 후 성장 수준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었

는지살펴보기 위해 2(치료집단, 통제집단) X 3(사전, 사

후, 추적)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하였다. 결과는 Table 6

과 같다.

SS df MS F
between
subject
group 850.50 1 850.50 4.48
error 227.24 12 189.77
within subject
time 711.48 2 355.74 14.39***

groupXtime 955.86 2 477.93 19.33***

error 593.33 24 24.72
* p < .05 ** p < .01 *** p < .001

Table 6. ANOVA result for PTG 

Table 6에서 보는것과같이, 외상 후성장점수에대

해서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시기의 주효과

는유의하였으며, F(2, 24) = 14.39, p < .001, 상호작용효

과도유의하였다, F(2, 24) = 19.33, p < .001.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에서시기별로외상후성장수준이차이가나

타난다는것을알수있다. 치료집단에서시기의차이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 사전검사와 추적검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수준 변화는 Fig, 3과 같다.

Fig. 3. Comparing the change in PTG level by time 
in groups

4. 논의
본연구는수용전념치료(ACT) 프로그램이정서적학

대를 당한 경험을 가진 대학생의 수용과 복합 PTSD 증

상, 외상후성장에미치는효과를알아보고자하였다. 수

용전념치료 집단은 프로그램 참여 후 복합 PTSD 증상

수준이낮아졌고, 수용과외상후성장수준은높아졌다.

가설에 따라 논의해보면 첫째, 수용전념치료 집단의

수용 수준이 통제집단에 비해 더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수용전념치료 집단의수용 수준은사전

보다사후에유의하게감소하였고, 6주후에실시한추적

결과에서도유지되었다. 반면, 통제집단은사전-사후-추

적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에서 수용전념 치

료가 수용 수준을 높이는데 효과적이고 그 효과가 치료

종료후에도유지됨을알수있다. 이는복합외상의경험

이있는대상자들에게수용전념치료를통해수용수준을

높였던선행연구들[20,24]과 일치하는결과이다. Follette

과 Pistorello[33]는 내면을자각하는작업은체험을회피

하려는 시도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선택이라고 하였다.

수용전념치료는 내면의 경험을 살펴보는 방법들을 연습

하며, 심리적 유연성을 높이는 심리치료로 이를 통해 수

용을 높였던 것으로 보인다.

개별면담에서참가자들의피드백을살펴보면, 부정적

인 판단으로 바로 회피하고 부인했던 태도들에 대해 사

고와행동에유연한태도를가지게되었음을보고하였다.

특히 수용과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괴로움

의 목록’과 ‘알아차림’, 맥락적 자기의 개념을 연습했던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나를 알아차리는 연습’은 참가자

들이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온전히 인식하고 부

정적인경험과그것들에압도되지않고바르게인식하여

수용할수있는태도를함양할수있었던활동이라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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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다. Moon[20]은 프로그램을실시했던집단내에서

일부 프로그램으로 인한 혼란스러움을 경험한 대상자들

이 있었고, 경험의 수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혼란을있는그대로경험할수있도록진행할필요가있

다고 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도 초반 마음챙김과 알아

차림을 통해 자신의 신체 감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

습 자체가 혼란스러웠던 참가자들도 있었으나, 중간 점

검을 통해 짧지만 프로그램 참여에서 오는 어려움과 혼

란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동기를 잃지 않도록 하였고, 이

러한경험을통해서경험의수용이촉진되었을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수용전념치료 집단의 복합 PTSD 증상 수준이

통제집단에비해서치료후더감소될것이라는가설 2가

지지되었다. 수용전념치료집단의복합 PTSD 증상수준

은 치료 종료 직후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6주 후에 실시

한추적결과에서도유지되었다. 반면, 통제집단은사전-

사후-추적에서유의한차이가없었다. 이러한결과는수

용전념치료가복합 PTSD 증상완화에도움이되었음을

시사하며, 복합외상의경험자들에게마음챙김을증진시

켜 복합 PTSD 증상의 감소를 보인 Joo와 Son[24],

Kim[2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복합 외상의 치료적 관점으로 마

음챙김의자세는매우중요하게거론되고있음을알아보

는데, 특히수용이마음챙김의계발을돕는자세, 혹은마

음챙김을 수련한 결과로 거론[21]되고 있어 앞서 살펴본

수용의 증가는 마음챙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

을알수있다. 이러한마음챙김의자세가자신을객관적

으로 바라볼 수 있고, 자신에 대한 상위 인지적인 관점

[36]을 가지게하여상황에잘대처하며결과적으로자신

을잘조절하는자기조절기제로바라볼수있으며이는

마음챙김을 자기 조절 기제로 복합 PTSD 증상 완화에

적용할 것을 강조한 Kim[20], Courtois[10]의 주장과 일

치하는 결과이다.

특히복합 PTSD 증상의하위변인추가분석결과, 정

서적각성조절, 타인과의관계, 의미체계및자기인식의

변화가 특히 두드러지게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수용전

념치료는정서를인식하고적절히표현하는데도움이되

며[26] 다수의 ACT 프로그램의효과를메타분석한연구

에서효과영역을정서적, 행동적, 인지적영역으로나눠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 정서적 영역에서 가장 큰 영향

을 보였다는 결과[41]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참가자들은

마음기록장을통해자신의생각, 감정, 신체감각, 행동욕

구 등을 기술하는 연습을 반복하면서 타인과 자신의 것

을 적절히 구분하고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

다.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신과 불편감이 감소했다는 참

가자들의 보고와 일치하게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유의한

변화도있었다. 이것은마음챙김, 알아차림과비판단적인

수용이 감정을 알아차리고 기술하는데 도움이 되며, 감

정이입의향상과함께다양한사회적상황에서의대인관

계 행동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Dekeyser,

Raes, Leijssen, Leysen 와 Dewulf[37]의 연구와 일치하

는결과로인식의변화, 정서조절의변화가타인과의관

계에서의유의한변화를이끈것으로보인다. 또한 Joo와

Son[24]의 연구결과에서보다대인관계, 자기인식, 의미

체계의 변화에서 유의한 감소가 있었는데 이는 본 연구

에서의 집단 구성원이 적고 대인외상의 넓은 범위를 축

소시켰을뿐만아니라개인면담 1회기를통해프로그램

에대한라포와몰입도가좋았던점도증상감소에영향

을미쳤을가능성이있어이에대한깊은연구가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용전념치료집단의외상후성장수준이통제

집단에 비해서치료 후 더증가될 것이라는 가설 3이 지

지되었다. 수용전념치료 집단의 외상 후 성장 수준은 치

료 프로그램 참여 후 증가하였고, 6주 후에 실시한 추적

조사 결과에서도 유지되었다. 반면, 통제집단은 사전-사

후-추적에서유의한차이가없었다. 이 결과는수용전념

치료가참가자들의외상후성장을촉진시켰음을시사하

며, 수용전념치료가 죽음과 관련된 대인 외상 경험을 가

진 청소년들의 외상 후 성장 수준을 증가시켰던 Ko[38]

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수용전념치료를 통한 외

상 후 성장의 증가는, 수용의 증가가 외상 후 성장의 증

가를이끌수있다는 Park[39] Han[40]의 연구결과와일

치한다고 볼 수 있다.

Song, Lee, Park, 및 Kim[32]은 외상 후 성장 척도의

하위 요소를 자기 지각에 대한 변화, 대인관계에서의 변

화, 새로운 가능성 발견, 영적/종교적 관심 증가의 네 요

소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프로그

램 종결 직후에는 네 요인 모두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

고, 특히 자기 지각과 대인관계에서의 변화는 추적 회기

까지 유지되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아동기 외상 경

험을 가진 개인들은 외상 후 성장으로 나아가는데 ‘자기

에 대한 변화’와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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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17]. Kim[16]의 연구에서도 정서적 폭력을 경

험한 사람들이 외상 후 성장에 이르기 까지 ‘자기 수용

및 객관화’, ‘관계에 대한 관점 변화 및 성찰’이 외상 후

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 참가자들

은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큰 변화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수있게되었음을보고하였다. 인지적탈융합, 맥

락적자기의관점에서객관적으로자신의욕구, 생각, 사

고, 신체 감각 등을 인식하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찾아

자신에대한새로운관점을가질수있었고, 과거에있던

혹은 현재도 반복되는 상처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미리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자신의

모습을인식하면서자기지각에서의긍정적인변화를이

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상 후 성장이 사건과 관련된

투쟁의 무대에서 사건이 아닌 개인 스스로의 개인 내적

인 작용[14]으로써 내성과 성찰의 과정, 인지적 처리 과

정에서의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성장이 일어난다는

Kim[16], Woodward[1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더욱

이집단활동을통해외상경험을다른집단원들과나누

면서외상과관련된타인과의관계에서의긍정적인변화

도 이룰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자면,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은 수용의 증진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마음챙김의 태

도를 증가시키고, 과거 외상경험으로 인한 복합 PTSD

증상을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외상 후 성장을 이루

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연구결과에따른의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

째, 본 연구는 짧은 회기와 단기간에 실시된 프로그램에

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를 얻었다는 점이다. 단기 프로그

램을 통해서도 장기 상담만큼이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특히 대학생들은 짧은 학기와 방학 등의 환경적인 변화

를 경험하여 단기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다.

둘째, 본 연구를통해정서적학대를당한경험자에대한

수용전념치료프로그램적용가능성을시사하는연구결

과를 얻었다. 선행연구에서처럼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경

험은 성인기 많은 심리적 어려움과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성적 학대 경험에 비해 많이 연구되지

않았고, 치료적 적용에 있어서도 예술치료들이 주를 이

룬다. 본 연구결과를통해정서적학대를당한경험으로

인한심리적어려움에수용전념치료의적용가능성을경

험적으로지지하는결과를얻었다. 셋째, 복합 외상에대

한수용전념치료프로그램적용이긍정적인효과가있음

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현재 외상 에 대한 수

용전념치료를 적용한 국내 연구는 Joo와 Son[24],

Noh[25], Seo와 Kim[26] 그리고 Ko[38]의 연구가 있다.

특히복합외상경험자들에대한연구결과는더적은실

정이다. 본연구의결과가통해복합외상경험자들에대

한 수용전념치료의 효과성을 경험적으로 지지하는 연구

결과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또한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 폭력, 데이트 폭력 등은 대표적인 복합외상 경험들

이며, 개인이해결해야하는문제로인식되어왔다. 본 연

구에서도연락처를작성하지않는사람들이많이있었는

데, 이를 고려하면 현재 수용전념치료는 자조적인 활동

이가능한심리치료로써본연구결과를통해복합외상

으로 인해 홀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자

조적인 활동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넷째, 본 연구는 참여 대상자들의 복합

PTSD 증상 등의 부정적인 후유증뿐만 아니라 외상 후

성장이라는긍정적인측면에대한변화를이끌어내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상 후 성장은 외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에 흐름에 따라 생기는 상태가 아

니다. 본 연구는이러한긍정적인측면에대한효과를경

험적으로 지지하여 추후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수용전념

치료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Seo와 Kim[26]

은 정서적 학대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수용전념치료의효과의필요성을제시하였는데, 치

료적효과로써뿐만아니라외상후성장수준을높인것

은 본 연구의 의의라고 볼 수 있다.

본연구가지니는한계점과제언은다음과같다. 첫째,

본 연구의한계점은연구자와치료자가동일했다는점이

다. 치료효과에연구자의기대효과가영향을미쳤을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

하기 위해 연구자와 치료자를 분리하여 연구자의 기대

효과를배제시킨후검증할필요성이있다. 둘째, 연구결

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먼저 복합

PTSD 증상, 외상후성장, 수용의수준을모두고려하여

참가자를선정하였기때문에결과를모든외상경험험자

들에게 일반화시키는 데는 제한이 된다. 또한 참가자들

의 성비에 차이가 있다. 수용전념치료 집단의 경우 남자

1명과여자 6명으로 구성되었고, 통제집단은 남자 4명과

여자 3명으로 구성되었다. 통제집단의 참가자들은 집단

프로그램이라는것을매우부담스러워하였다. 수용전념

치료집단의남자참가자의경우본인이개인상담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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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원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듯 참가자의 의사와 학생들의 여건상의 문

제로집단을무선할당하지못하였기때문에집단을대학

생집단으로한정하였다고하더라도연구결과를일반화

시키는데에는어려움이있을수있다. 셋째, 자기보고식

질문지와개인면담으로외상경험을확인하였기때문에

주관적인생각이나느낌이결과에영향을주었을가능성

이있다. 또한질문지작성시, 간단한성별과학년, 거주

형태 등의 정보를 기록하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를

의식하여개인이경험하는것을정확하게응답하지않았

을 가능성도 있다. 넷째, 성인기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현재심리적어려움에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

있다. 다수의참가자들은현재대인관계에서의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성인기 이후의 대인 외상의 경험의 빈도나

강도 역시도 현재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쳤

을가능성이있다. 또한아동기학대경험으로인해대인

관계에서발생하는상처에더취약할수있고, 이는성인

기대인외상경험과관련되었을가능성도있어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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