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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장애의 주의편향기제를 이해하기 해 1) 자극 제시 시간을 / /후기 정보처리 단계로 다양화

한 후, 사회불안장애에서 주의편향의 세 요소 즉, 주의개입, 주의 탈개입지연 주의회피과정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

나는지 통합 으로 살펴보고, 2) 사회 자극을 고 자극과 자극으로 나 어 해석편향이 주의편향에 미치

는 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과 충남지역의 K 학교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사회공포증 척도

(SPS)와 사회 상호작용불안 척도(SIAS)를 실시하여 등도 이상에 속하는 54명을 일차 으로 선별하고 이들을 DSM-IV

를 한 구조화된 임상 면 (SCID-I)을 통하여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사회불안장애집단으로 각각 구분하 다. 정상범

에 속하는 42명은 정상집단으로 선별하 다. 간단한 발표과제를 앞두고 있음을 고지 받은 참가자들은 공간단서과제를

실시하 다: 얼굴자극은 한국인 얼굴표정자극(KUFEC)을 사용하여 분노와 오 표정 얼굴을 고 자극으로 사용하

고, 그 외 분노와 오 표정 얼굴과 성 얼굴을 50%로 몰핑(Morphing)하여 자극으로 사용하 다. 자극제시시간

은 80msec, 300msec, 500msec이었다. 실험이 끝난 후 발표과제가 없음을 고지하 다. 분석 결과, 주의편향 양상은 자극가

에 따라 차별 양상을 보 다. 첫째, 사회불안장애집단은 기에 고 자극에 해 진된 주의개입편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후기에는 주의 탈개입 지연과 이에 수반되는 주의회피편향이 나타났다. 둘째, 사회불안장애집단은 고

자극에 해서는 진된 주의 개입 회피 편향이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자극에 해서는 사회불안장

애집단과 사회불안장애집단이 고 자극에 해서 보 던 주의편향과는 다른 양상을 보 다.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사회불안장애집단 간 자극의 효과는 주의탈개입지연과 주의회피양상에서 차이를 보 다: 사회불안장애집단은

고 자극에 한 주의편향패턴과 동일한 패턴인 300msec에서의 주의 탈개입지연과 500msec에서의 회피양상이 나타나,

자극에 한 타당화 즉, 해석편향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하 다. 반면, 사회불안장애집단은 300msec에서 나타난

주의 탈개입지연 양상이 500msec까지 지속되어, 자극에 한 비타당화 과정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하 다. 본 연

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불안장애 특정 인 주의편향기제에 한 임상 함의에 한 논의를 하 다.

주요어 : 사회불안장애, 주의개입, 주의 탈개입 지연, 주의 회피, 주의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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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안장애의 주의 편향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성 자극과 자

극이 동시에 주어질 때 자극에 보다 빠

르게 주의를 개입하는 주의경계편향을 보인다

(Bradley, Mogg, Falla, & Hamilton, 1998). 이는

사회불안장애에서도 일 되게 지지되고 있다.

Pishyar, Harris와 Menzies(2004)는 탐침탐사과제

(dot probe task)를 사용하여 사회불안장애집

단이 500msec에서 부정 얼굴 표정(‘ 오’ 얼

굴)에 하여 주의 경계 편향을 보임을 밝힌

바 있으며, Mogg와 Bradley(2002) 역시 사회

불안장애집단을 상으로 탐침탐사과제에서

17msec에서 인 얼굴자극에 한 주의경

계양상을 입증하 다. 이러한 사회불안장애에

서 나타나는 에 한 진된 주의 개입

양상은 우호 이고 정 인 사회 단서

신 부정 인 사회 정보를 우선 으로 처리

하게끔 한다. 그로 인해 사회 상황을 부정

으로 왜곡하여 단하게 하여 불안과 련

된 신념을 반증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함으로

서 사회불안의 유지와 악화에 기여한다(Clark,

2001; Hofmann, 2007; Rapee & Heimberg, 1997).

이는 단서에 한 정보처리의 자동 인

단일 주의 메카니즘(Williams, Watts, MacLeod,

& Mathews, 1988)을 가정한다. 인 얼굴

자극에 한 선택 주의 편향이라는 단일 주

의 메카니즘이 자기 속성 순환 고리를 가지

고 불안정서 반응을 악화시킨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불안장애집단을 상으로 한

Esteves(1999)의 연구와 Garner, Mogg와 Bradley

(2006)의 연구에서는 시각탐사과제와 안구추

검사 각각에서 유의한 주의경계편향을 밝

내지 못하 고. 특히, Klumpp와 Amir(2009)는

탐침탐사과제 실시하여 고사회불안장애집단

을 상으로 500msec에서 주의경계편향을 밝

내었으나 사회평가에 한 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자신

들의 결과가 사회불안이 높은 사회불안장애집

단이나 사회 이 발되는 일반 상황

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하 다. 특히, 기

의 불안에 한 주의편향연구들이 방법론상의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연

구들의 결과의 신빙성에 의심이 제기되었다.

앞서 언 되었던 인 과제인 탐침탐사과

제의 경우, 과제에서 측정한 ‘주의경계편향’이

사실은 ‘자극에 빠르게 주의를 개입하는 편향’

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 자극에 할당

된 주의의 탈개입 지연 (혹은 탈개입 손상)’에

서 기인한 문제일 수 있다는 의문 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Koster, Crombez, Verschuere와 De

Houwer(2004)는 주의 개입과정과 주의 탈개입

과정을 분리하여 측정하지 못하 던 기존의

탐침 탐사과제의 문제 을 보완하여 주의 개

입과 탈개입의 지연 과정을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과제를 수정한 뒤 새로운 편향 지

수를 산출하 다. 이후 수정된 탐침 탐사과제

를 이용하여 불안장애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주의 개입 과정 이후에 나타나는 주의 경계

편향이 일부 탈개입 지연 문제에서 기인하

음을 밝혔으며(Cisler & Olatunji, 2011; Koster,

Crombez, Verschuere, & Wiersema, 2006) 이후 불

안장애 유지에 기여하는 데 있어 주의 경계

편향 이외에도 주의 탈개입 지연도 다른

요한 요소로 심을 받게 되기 시작하 다.

사회불안에서 주의 탈개입의 지연은 부정

사회 이 자신에게로 향할 가능성에

한 반추 경향성을 증가시키고 이 의 부정

평가 경험에 한 기억을 활성화시키는 기능

을 한다. 한, 사회 단서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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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평가할 기회를 박탈한다(Buckner,

Maner, & Schumidt, 2010). 이러한 사회불안장

애에 기여하는 주의 탈개입 과정에 한 기능

함의에도 불구하고 사회불안장애의 주의탈

개입지연에 한 연구는 주의경계편향에 한

연구에 비해 상 으로 미미하다. 사회불안

장애에서의 주의 탈개입 양상에 한 연구가

미미하 던 데에는 주의 경계와 주의 탈개입

지연 과정을 구별하여 측정하는 패러다임의

도입이 상 으로 늦어졌던 데 그 원인을 찾

을 수 있다(Koster et al., 2004). 그럼에도 불구

하고 다행히, Amir 등(2003)은 ‘공간단서패러다

임(spatial cueing task)’을 사용하여 600msec에서

사회불안장애집단의 주의 탈개입의 지연을 밝

낸 바 있다. 이후 Buckner 등(2010)도 안구

추 패러다임(eye tracking paradigm)을 사용하

여 사회불안장애집단에서 오(disgust) 얼굴

자극에 한 주의 탈개입지연이 나타남을 증

명하기도 하 다. 즉, 많은 연구 결과가 확보

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불안장애의 주의 탈개

입 양상은 사회불안장애의 인지 특성을 연

구하는 데 있어 여 히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이 듯 불안의 형

성 유지에 기여하는 주의 탈개입 손상

과정의 요성이 두되면서 기존의 ‘ 에

한 즉각 인 감지 동안 일어나는 자동

(automatic) 주의 경계 편향’ 이외에도 기

과정 이후에 일어나는 주의 과정인 ‘의도

(volitional)이고 통제된 주의(controlled attention)

과정’이 불안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는 향

력에 하여 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

힘을 얻기 시작하 다(Onnis, Dadds & Bryant,

2011).

한편, 자극 제시 시간을 다양화한 실험 연

구들이 축 되면서 기존의 가설에 의해 측

되던 주의 경계 편향의 역 된 상이 발견되

기 시작하 다. 이는 주의가 단서의

치와 반 되는 치에 할당되어 단서를

회피하는 경우로(Koster, de Raedt, Goeleven,

Franck, & Crombez, 2005; Mogg, Bradley, Miles,

& Dixon, 2004) ‘주의 회피’ 편향이라고 일컬어

졌다. ‘주의 회피’ 과정은 불안 장애의 유지와

발달의 기제에 기여하는 결정 주의과정

의 하나이다. 공황장애의 경우 생명에의

단서로 여겨지는 심장발작, 기증 등의 재앙

신체 감각의 기 증상에 주의경계를 보이

는 것이 불안을 증폭시키는 반면, 사회불안장

애의 경우 사람을 피하거나 사람들과의 시선

을 피함으로써 사회불안장애의 이나

불안을 일시 으로 감소시켜 일시 인 심리

도피처를 마련하게 하고, 부 응 정서조

을 시도하거나, 사회 상황에서 철수하여 자

신의 역기능 도식을 재평가할 기회를 얻

을 수 없게 함으로서 사회불안장애를 악화

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Chen, Ehlers, Clark, & Mansell, 2002; Williams,

Watts, MacLeod, & Mathews, 1988, 1997). 이에,

주의 회피 과정에 한 연구는 사회불안장애

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Chen(2002)은

정, 성, 부정 얼굴을 일상생활 속 사물( ,

의자)과 을 이루어 500ms에 제시하여 사회

불안장애집단이 정상집단에 비해 정 얼굴과

부정 얼굴 모두로부터 주의를 회피하는 경향

이 있음을 증명한 바 있다. Mogg, Philippot와

Bradley (2004)는 사회불안장애집단과 통제집단

에게 500ms와 1250ms의 제시시간에 ‘행복-

성’ ‘분노- 성’ 얼굴 을 각각 제시하자, 사

회불안장애집단은 정상집단에 비해 500ms에서

분노 얼굴에 선택 으로 주의를 기울 으나

1250ms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반 되어 오히려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 710 -

분노 얼굴에 주의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임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과정을 통

하여, 주의 편향 과정은 단순히 환경 내의 자

극의 에 띔(salience)에 의해 유도되는 자동

반응 시스템(reactive system)으로 볼 수는 없으

며, 에 기에 주의를 향(orientation)한

이후에 일어나는 보다 복잡한 주의 메카니즘

이 불안 유지에 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

이 더욱 강한 설득력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

었다.

사회불안장애의 ‘경계-회피’ 가설

각각의 주의 편향 과정을 개별 으로 강조

한 앞서 언 한 연구들의 경우 각 연구들이

사용한 자극패러다임, 자극 종류 자극 제

시 시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결과들의 통합이

어려운 문제 이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들 간의 불일치한 결과가 자극

의 제시시간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사회불안장

애의 주의편향 양상을 반 하는 것이 아니겠

냐는 가설을 제시하 다. 사회불안장애집단의

경우 자극 제시시간이 짧을 때에는 단서

에 한 자동 인(automatic) 경계 반응을 보이

는 반면 자극제시시간이 길어질 경우 같은

자극에 해서도 략 인(strategic) 회피양상

을 보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사회불

안의 경계-회피양상에 한 제안은, Amir, Foa

와 Coles(1998)의 범주 결정 과제에서 사회불안

장애집단(임상집단)이 사회 상황과 련된

동형이의어를 처리할 때 기에는 의

미에 하여 활성화시키다가 나 에는

의미를 억압하는 양상을 보인 것에 하여 사

회불안장애집단이 기의 자동 경계양상을

보이다가 이후에 략 회피과정을 보인

것이라고 해석한 첫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Garner 등(2006)은 사회불안장애집단을

상으로 얼굴자극을 사용하여 안구추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 유도 상황에서

기의 주의경계와 후기의 주의회피양상이 나

타남을 발견하 다. 이후 Mogg, Philippot와

Bradley(2004)는 사회불안장애집단과 통제집단

에게 500msec와 1250msec의 두 개의 제시시간

에 ‘행복- 성’ ‘분노- 성’ 얼굴 을 각각 제

시하여 주의편향 양상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

사회불안장애집단은 정상집단에 비해 500msec

에서 분노 얼굴에 선택 으로 주의를 기울

으나, 1250msec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확연히

감소하 다는 을 밝 낼 수 있었다. 자들

은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불안장애의

주의편향의 핵심 기제가 ‘경계-회피’패턴이라

는 가설을 제안하 다. 이는 진된 주의개입

과 주의 회피 간의 시간 계를 고려한 통

합 을 제시한 첫 가설로서 사회불안장

애의 인지 기제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된다.

‘경계-회피’ 가설의 한계

하지만, ‘경계-회피’ 가설은 다음의 몇 가지

제한 이 있다고 여겨진다. 첫째, 주의 메카니

즘의 주요한 구성 요소이자 사회불안장애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미 밝 진 바 있는

주의 탈개입지연 과정을 통합 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이다. 이를테면, 주의를 회피하는

과정은 필연 이고 동시 으로 주의를 으

로부터 탈개입시키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데, 주의 회피 과정은 주의의 탈개입의 지연

혹은 손상 과정과 서로 상반되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의 회피 기제와 어떻게 통합

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 ‘경계-회피’가설로는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Cisler & K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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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둘째, ‘경계-회피’ 가설은 진된 주의개입,

탈개입지연 회피 과정 간의 상호 련성에

한 설명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몇몇 연구자

들은 주의가 자극에 할당되고 난 이후 주

의개입과정과는 별개로 억제 능력이나 주의

환 능력 등의 주의 통제능력이 손상되어 있

기 때문에 주의를 탈개입하는 데 어려움을 보

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탈개입 지연 과정은

진된 주의개입과정과는 별개의 과정이라고

주장한다(Amir et al., 2003; Fox et al., 2001;

Rinck & Becker, 2005; Yiend & Mathews, 2001).

하지만, 몇몇 연구자들은 주로 기에 강한

진된 주의개입양상을 보일수록 후기단계에

서 강한 회피반응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진된 주의개입과정이 탈개입의 지연과 상

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Koster et al., 2004, 2005, 2006; Miltner,

Krieschel, Hecht, Trippe, & Weiss, 2004). Cisler와

Koster(2010) 역시 자극이 주의 경계 기제를

발하기에 충분히 강할 경우에는 편도체가

여하는 상향식 정서 처리 시스템의 향력이

강해지고 두엽의 조 과정은 약화되기 때

문에 주의경계양상이 강할수록 주의 탈개입

지연 과정이 수반된다고 하면서 주의편향요소

간의 련성을 강조하기도 하 다. 하지만, 기

존의 ‘경계-회피’가설은 각 주의편향기제가 어

떻게 상호작용을 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어

떻게 사회불안장애의 유지에 기여하는지를 설

명하지 못한다는 제한 이 있다.

셋째, 주의편향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

소의 하나인 해석 편향이 주의편향에 어떠한

향을 미치며 서로 상호작용하는지에 한

을 제공하는 데에도 부족한 이 있다.

사회불안장애에서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은 상

으로 더욱 모호할 수 있어 그만큼 립자

극을 이고 부정 으로 지각하거나 왜곡

하는 해석편향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는 주의편향을 강화 혹은 약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사회불안장애

의 해석편향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시나리오

나 얼굴자극에 한 주의편향양상만을 단독으

로 살펴본 연구에 한정되어 있어, 해석편향과

정이 주의편향과정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에

서 기존의 ‘경계-회피’ 가설은 의 강도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의편향과 해석

편향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기제에 하여 고

려하지 못하 다는 제한 이 있다. 이는 사회

불안장애를 이해하는 핵심기제를 고려하지

않은 요한 제한 으로, 이를 보안하기 해

서는 다음의 몇 가지 보안 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후기 정보처리단계에 따른 다면 인

주의편향요소 측정의 필요성

자극이 제시되는 시간은 곧 어떤 주의편

향이 작동하는지를 결정한다. 에 한

강화된 경계는 고불안집단에서 100/200ms 이

하의 아주 짧은 자극 제시 시간이나 식역하

(subliminal) 수 에서 제시될 때 찰되어 왔다.

이런 경향은 자극 제시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

소된다(Cisler & Koster, 2010). 반면, 탈개입 효

과는 개 100ms 이상의 긴 시간에서 나타난

다(Amir et al., 2003; Derryberry & Reed, 2002;

Fox et al., 2001; 2002). Cisler와 Koster(2010)는

주의의 탈개입 결함 양상은 고 불안집단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100msec와 600msec의 사이

의 자극 제시 기간에 모두 나타난다고 하 다.

이 제시 기간은 정보처리의 기단계와 후기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 712 -

단계가 모두 포함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주의의 탈개입이 자동 처리과정과

략 처리과정이 혼합된 과정이 아니겠느냐는

가정도 제기하게 하 다. 한편, 주의회피의 경

우 때로는 500ms이하의 짧은 제시 시간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Koster, Crombez, Verschuere,

& de Houwer, 2006), 개 500ms 이상의 제

시 시간에서 찰되곤 한다(Koster, de Raedt,

Goeleven, Franck, & Crombez, 2005; Mogg,

Bradley, MIles, & Dixon, 2004; Stirling, Eley, &

Clark, 2006).

이러한 자극제시시간은 사회불안장애집단

에서도 비교 타당하게 용된다. Moriya와

Tanno (2007)의 연구에 의하면, 100msec동안의

자극제시시간에서는 주의 탈개입 지연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800msec의 자극제시시간

에서는 탈개입 손상이 나타났다고 하 다.

반면, 같은 연구자들의 다른 연구(Moriya

& Tanno, 2011)에서는 높은 사회불안을 보이는

사람들이 300msec 이상의 자극 제시시간에서

주의 탈개입의 지연이 나타난다는 것을 찰

하기도 하 다. 한편, 주의회피과정은 사회불

안장애에서 역시 상 으로 500msec 이상의

후기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en, Ehlers, Clark, & Mansell, 2002; Mansell, &

Clark, 1999; Stirling et al., 2006).

이러한 일련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Cisler와 Koster(2010)는 불안 장애에서 나타나는

주의 편향 기제를 1) 에 한 진된 주

의 개입 2) 으로부터의 탈 개입의 지연

혹은 어려움 3) 주의 회피의 세 가지 요소로

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 다. 이 모형은

기존의 주의 편향에 한 연구들을 총망라한

모형이나, 기존의 모델에서 상 으로 덜 강

조되었던 ‘주의 탈개입의 지연’과 ‘주의 회피’

과정을 보다 강조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이

들은 에 한 주의 개입과정을 편도체가

여하는 감지시스템이 작동하는 자동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본 반면, 으로부터

의 탈 개입의 어려움과 주의 회피 과정은

두엽(prefrontal cortex) 련 구조가 여하는

략 정보처리과정으로 보았다. 한, 주의

편향의 세 기제가 기(100msec 미만), 기

(100~500msec) 후기(500msec 이상)의 시간

순서 로 나타난다고 하 다(Cisler & Koster,

2010).

사회불안장애의 특정 주의메커니즘 규

명의 필요성

주의편향의 기제는 불안장애 반에 걸쳐

동일하게 용되지 않는다. 를 들어, 공황장

애의 경우 내 신체 증상에 한 과민함이

병리의 주 핵심 기제이다. 범불안장애의 경우

는 스스로 조 되지 않는 지나친 걱정과 불안

을 경험하는 장애로 걱정으로부터 주의가

환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

다면, 사회불안장애의 특정 인 주의편향기제

는 무엇인가? 이를 알기 해서는 사회불안장

애가 다른 불안장애 특성불안과 구별되는

몇 가지 차이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불안을 유발시키는 상이 진화론

공포의 상이 아니라는 이다. 거미, 뱀, 세

균, 곤충, 질병 그리고 나아가 오염 등과 같은

자극에 한 공포증 같은 경우, 공포의 상

이 진화론 으로 불안이나 공포와 쉽게 연합

되는 자극으로 해석편향이 개입될 소지가

다. 특히, 공포증의 경우 특정 상에 한 진

화론 비성으로 볼 수 있으며 편도체에 의

해 유발되는 원시 공포에 비교 가깝다고

볼 수 있다(Straube, Mentzel, & Miltn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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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 den Hout, Tenney, Huygens, & Jong, 1997).

하지만, 사회불안장애의 경우 ‘사람’ 혹은 ‘얼

굴 표정’ 등과 같이 진화론 으로 공포반응이

비되어 있지 않은, 상 으로 립 인 자

극에 하여 불안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립

인 자극에 한 불안반응이 유발되는 과정

의 이유로는 여러 복잡한 요인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가장 먼 고려해볼 수 있는 요인으로

는 해석편향의 개입가능성이다. ‘사람의 얼굴’

과 같은 자극은 상 으로 더욱 모호하며 그

만큼 불안과 공포 반응 사이에 상 으로

립 이거나 가가 낮은 자극을 이고

부정 으로 지각하거나 왜곡하는 해석편향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사회불

안의 주의편향과정에는 편도체에 기반한 연합

시스템의 상향식처리과정 뿐 만 아니라 도식

에 기반한 평가와 추론 등을 담당하는 두엽

의 목표개입시스템이 보다 많이 여하거나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복잡하게 여하고 있

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둘째, 다른 불안장애와 달리 사회불안장애

의 경우 외부 자극의 가가 죽음, 질병 등

에 한 고 조건형성을 통한 공포반응과

의 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이

곧 자기 이미지 즉 내부 도식을 하고 이

에 향을 미치는 과정을 거친다. 를 들어

설명하자면, 공포증의 경우에는 공포를 유발

하는 외부 상의 외 특성이 자기 이미지를

직 으로 하지 않는 반면, 사회불안장

애는 불안을 유발하는 외부 상이 곧 자기

이미지를 하고, 상 가 자신의 이미지를

할수록 더욱더 상의 반응에 불안과 공

포를 경험하고 외부 에 한 경계 반응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기능

자기공명장치(fMRI)를 이용하여 특정공포증,

사회불안장애, 외상후스트 스장애(PTSD)의 뇌

활성화 역을 확인한 연구를 메타 분석한

Etkin과 Wager(2007)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특

정 공포증의 뇌 활성화 역이 편도체(amygdala)

와 뇌섬엽(insula)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에 반

해, 사회불안장애는 반응에 한 주의통

제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두엽의 방 상피질(dorsal anterior cingulate

cortex)의 과활성화가 추가 으로 찰되었다는

(Barbas, Saha, & Rempel-Clower, 2003; Keay &

Bandler, 2001; Gray & McNaughton, 2000) 역시

이러한 추론에 신빙성을 더한다. 즉, 편도체의

과각성을 특징으로 하는 불안장애를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놓고 본다면 공포증을 두엽

시스템의 여가 가장 은 장애로서의 한 축

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사회불안장애는

두엽 시스템이 보다 많이 여하는 축에 속

하는 장애의 하나로서 개념화될 수 있을 것으

로 여겨진다. 이는 사회불안장애의 주의편향

연구의 경우 기주의단계 뿐만 아니라 /후

기주의단계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주의편향기

제에 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종합하면, 원으로부터 탈개입시키지 못

하는 것을 핵심증상으로 하는 범불안장애나

강박장애 혹은 공포자극에 한 놀람 반응과

경계를 주 핵심증상으로 하는 공포증과 구분

되는 사회불안장애의 독특한 임상 특징을

고려할 때, 주의편향기제에서 역시 사회불안

장애의 유지 심화에 기여하는 장애 특정

인 주의편향기제가 존재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를 알아보기 해서는 첫째, 기 정보처

리 단계( . 100msec 미만)와 기 정보처리단

계( . 100msec~500msec) 후기 정보처리 단

계( . 500msec 이상)에서 다르게 찰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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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편향의 요소(Koster et al., 2005; 2006)들의 다

면 측정이 필요하며, 둘째, 해석편향이 주의

편향과정에 어떻게 통합되어 사회불안장애의

유지에 기여하는지에 한 통합 이해가 필

요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사회불안장애집단

의 주의편향기제의 구분의 필요성

사회불안장애 특정 인 주의편향과정을 살

펴보기 해서는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사회

불안장애집단을 구분하여 정상집단과의 차이

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 소

개한 연구에 의하면, 주의편향은 사회불안장

애집단과 사회불안장애집단 모두에서 나타

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

구들은 동일한 자극과 자극정서가, 자극제시

시간, 실험패러다임을 사용하여 이들 집단

각각에서의 주의편향기제 양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불안장애집단

과 사회불안장애집단 각각의 주의편향기제

가 어떠한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 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Mattia, Heimberg와 Hope(1993) 그리고,

Lundh와 Ȍst(2001)는 주의편향은 특성수 의

취약성 요인이라기보다는 장애수 의 불안

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지 한 바 있다.

fMRI를 이용한 주목할 만한 연구에 의하면

(Phan, Fitzgerald, & Nathan, 2006), 사회불안

장애집단 내에서도 사회불안증상의 심각도가

증가할수록 비 얼굴 표정에 한 편도체

의 반응성이 정 으로 증가하 다고 하 다.

한, 연설을 앞둔 상황에서 사회불안장애집

단의 심장박동수와 압 등의 자율신경계 변

화를 측정한 Turner, Beidel과 Larkin(1986)의 연

구 결과에 의하면, 사회불안장애집단은 사

회불안장애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 의

수축기 압(sistolic blood pressure)을 보 다. 수

축기 압은 교감신경계의 자율신경계의 각성

수 이 높아질 때 측정되는 압을 말한다.

자율신경계가 편도체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을 고려하면, 사회불안장애집단은 사회불

안장애집단에 비하여 사회불안상황을 앞두고

유의하게 높은 편도체 반응성을 보이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주의경계양상은 편도체 시스

템을 통한 무의식 이고 빠른 자동 반응으

로 나타나는 과정으로, 이후의 두엽 시스템

의 정보처리 즉, 주의탈개입 여부나 회피과정

에도 지속 으로 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의

편향양상은 편도체 반응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사회불안장애집

단에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생각

해볼 수 있다.

한, 사회불안장애집단은 사람의 얼굴사

진을 볼 때 정상집단에 비하여 편도체의 활

성화가 유의하게 높은 수 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공포조건화에서도 편도체의 활성화

수 이 높았다(Furmark, Tillfors, Garpenstrand,

Marteinsdottir, Långström, Oreland, et al., 2004).

이러한 공포조건화 과정에서의 높은 편도체의

활성화는 동일한 스트 스 사건이나 외상

사회 경험을 겪은 이후에 보다 빠르고 강한

공포반응의 연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회불안장애의 경우 비 이나 수치심을 경험

한 외상 수 의 스트 스경험에 의해 사회

불안증상이 발되는 경우가 많다(Hackmann,

Clark, & McManus, 2000). 외상 경험이 있다

고 하더라도 모두 다 조건화된 불안반응을 보

이지 않는다는 을 고려하면(Mulken & Bögels,

1999), 사회불안장애집단은 편도체의 높은 활

성화수 으로 인하여 외상 경험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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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체의 활성화 수 이 보다 낮은 사람들(

사회불안장애집단 혹은 정상집단)에 비해 빠

르고 강한 불안조건화가 이루어졌을 수 있을

것이며, 조건화된 불안은 차로 그와 유사

자극 혹은 상황으로 차로 일반화되어 나타

나게 되면서 특정 자극이나 상황만큼

이지 않은 자극에 해서도 차로 자

극 상황으로 타당화하여 지각하게 되는 부

정 해석편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불안장애는 하나의 연속체선상에 있는

장애로 볼 수 있다(Rapee, 1995): 연속체의 가

장 낮은 수 은 사회불안이 부재한 상태이다.

간 수 은 정 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희

망이 있더라도 이것이 수행을 방해하거나 과

도한 불안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수 으로, 낮

은 수 의 수 음과 경미한 사회 불안과 회

피가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렬한

사회 공포를 경험하는( 개 사회불안장애로

진단되는) 가장 높은 수 에서는, 심한 사회

철수를 보이게 되며, 사회 , 직업 기능에의

제한이 뒤따르게 된다(Rapee & Spence, 2004).

따라서, 사회불안증상의 심각도에서의 차이를

보이는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사회불안장애집

단의 주의편향의 차별 양상을 밝 낸다면,

사회불안증상의 심화과정에 기여하는 주의처

리과정의 기능 함의에 한 이해를 증진시

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장애집단을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사회불안장애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주의편향양상을 각각 살펴보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장애집단

이 사회불안장애집단에 비하여 사회 상황

에 한 불안 공포반응이 상 으로 심할

뿐 아니라, 편도체의 반응성이 상 으로 높

다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Phan et al, 2006;

Turner et al., 1986), 사회불안장애집단은 편도

체의 반응성을 발할 수 있는 실질 가

를 가진 고 사회 자극에 해 주의경계

편향이 나타나고, 높은 편도체 활성화에 의해

발된 불안을 조 하기 한 과정으로 주의

회피편향이 나타나며, 주의경계 편향과 회피

편향 간의 반응갈등 양상으로 주의탈개입 지

연이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 다(연구문제

1). 사회불안장애집단의 경우, 사회불안장애

집단에 비해 편도체의 반응성이 낮으므로 주

의경계 회피편향이 상 으로 약할 것이

므로, 이 둘 간의 반응갈등양상으로 나타나는

주의탈개입 지연편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고 보았다. 따라서, 사회불안장애집단의 경

우, 고 자극에 하여 주의경계 편향과 회

피 편향만이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 다(연

구 문제 2).

해석편향이 주의편향에 미치는 효과 측정

의 필요성

자극을 해석하는 방식에서의 개인차는 곧

련 자극에 한 주의과정에서의 개인

차로 이어진다(Ouimet, Gawronski, & Dozois,

2009). Eysenck(1992)에 의하면, 임상 으로 불

안장애로 진단 받은 사람은 임상 불안 상태

에서 회복된 사람 혹은 이 에 불안한

이 없었던 사람들에 비해 모호한 시나리오

를 더 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회불안장애를 상으로 한 Amir 등(1998)의

연구에서 역시 사회불안장애집단이 강박증 집

단에 비해 정서 으로 모호한 시나리오에

하여 부정 인 해석 편향이 두드러지는 양상

이 나타났다. 얼굴표정자극을 사용하여 자신

에 한 비 태도의 정도를 평정하게 한

연구(Lundh & Öst, 1996)에 의하면 사회불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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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해석편향 정도의 유

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발표

를 시키거나 기타 어려운 수행을 통하여 피

험자의 사회불안을 불러일으킨 연구에서는

얼굴표정에 한 부정 인 해석 편향이 일

되게 발견되어 왔다(Butler & Mathews, 1987;

Mathews & MacLeod, 1994; Mathews, Mogg,

May, & Eysenck, 1989).

해석편향이 주의편향에 미치는 향에 해

서는 연구자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가설

로서 제시되고 있다. Ouimet 등(2009)이 제안한

모델에 의하면 자극이 입력된 후에 기 처리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자극은 두엽이 여

하는 규칙기반목표개입시스템의 타당화 과정

의 상이 되어 해석의 진 여부를 확증하거

나 거부하게 된다. 이후 자극은 다음의 세 유

형으로 처리된다. 첫 번째 유형은, 자극에

하여 이라고 부정 해석 편향을 일

으키는 의 ‘타당화(validation)’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자극의 성격을 확증

(confirming)하게 된다( . “내 심장 박동이 증가

하고 있어. 그러니, 험한 거야”). 이 과정에

서는 자극이 자극에 해서 보이는 것과

같은 연합시스템을 강하게 활성화시키게 되

고 규칙기반 목표개입시스템은 연합시스템의

지속 인 활성화를 이기 한 목 으로 자

극에 한 주의회피편향을 수반하게 된다.

한, 자극의 성격에 한 확증은

과 련된 연상의 활성화를 강화하고 이는

다시 자극에 한 주의 개입을 강화하게

된다.

두 번째 유형은, 자극에 하여 비 이

라고 해석하는 ‘비타당화(invalidation)’ 과정이

다. 이 과정에서는 규칙기반 시스템에 따라

자극의 성격을 부인(negation)하게 된다

( . “내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 있어. 하지만,

험하지는 않아”). 성격이 부인되었으

므로, 자극으로부터의 주의회피 경향은 감소

하거나 나타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자극을

‘비 ’이라고 해석하기는 하더라도, 자극

이 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 에서 활성화된 ‘ ’과 련된 연합 체계

에서의 활성화가 비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

기 때문에, 비타당화 과정은 역설 이게도

과 련된 연상을 지속시키게 된다. 즉,

이지 않다고 결론이 내려졌으므로 주의회

피가 나타나지는 않게 되고 지속 으로 자극

에 머물게 되며 이는 과 련된 연상을

지속시키고 나아가 편도체의 연상시스템도 지

속 으로 활성화시키게 된다.

세 번째 유형은, 자극에 한 ‘재해석

(reappraisal)’ 과정이다. 이 과정은 정상 집단에

서 보이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극을

‘안 ’하다고 새롭게 재해석하게 된다. 이런

재해석과정이 일어나면, 자극으로부터의 주의

회피경향이 나타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과 련된 연상이 아 활성화되지 않으므로

주의개입편향에 향을 미치지 않게 되어, 주

의과정 반에 걸쳐 주의편향이 나타나지 않

게 된다.

그 다면, 해석편향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혹은 어떠한 자극

속성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가? 고

인 자극의 경우 편도체의 연합시스템의

련 연상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키게 되고, 이

는 목표개입시스템에 의한 정교화된 처리과정

의 조 능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그 결과 편

도체의 연합시스템의 련 연상에 의해

유발되는 과도한 불안반응을 억제하지 못하

게 되면서 주의회피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구훈정․권정혜 / 사회불안장애의 주의개입, 탈개입 회피과정: 자극 가의 차별 효과

- 717 -

(Williams et al., 1997). 이 과정에는 자극자체가

명백하게 일 뿐만 아니라 ‘ ’이라

고 신호를 알려주므로, 자극이 인지 아

닌지를 단해야하는 해석편향이 개입될 여지

는 없다.

반면, 자극의 경우에는 다른 양상

을 보일 수 있다. 자극의 경우에는 상

으로 실제 가가 더 으므로, 부정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정도는 상 으로

을 것이며(Wilson & MacLeod, 2003), 편도체

에 기반한 연합시스템의 련 연합시스템

에 미치는 향력도 을 것이다. 이는 기

정보처리단계에서 자극에 한 무의식

근성의 하로 나타날 것이며, 연합시스

템의 활성 하는 목표개입시스템에 의한 정교

화된 처리과정의 조 의 개입 정도를 증가시

키게 되며, 해석편향이 이 과정에 개입할 여

지가 증가할 것이다. 앞선 해석편향에 한

연구에서 역시 해석편향양상이 모두 모호한

자극이나 정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시나리오에서 나타난 은 이를 지지하는 바

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가 명백한 고

자극보다는 가가 상 으로 낮고 모

호한 자극에 하여 해석편향이 개입될

여지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보고, 얼

굴자극과 성얼굴을 50%수 으로 혼합하여

가가 모호한 자극을 사용하여 해석

편향과정의 개입이 주의편향양상에 어떠한 차

별 주의편향 양상을 가져오는지를 알아보고

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의식 정교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후기 정보처리단계에서

해석편향이 개입될 소지가 높다고 보고, 후

기정보처리단계에서 나타나는 주의편향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앞서 Ouimet 등(2009)

이 제안한 해석편향의 세 유형에 한 제안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극에 한 해석

편향의 정도가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사회불

안장애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이에 따라

주의편향양상이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 다. 구체 으로, 사회불안장애집단은

자극을 으로 해석하는 ‘타당화’

과정이 일어나, 자극에 해서도 고

자극에서와 같은 주의탈개입 지연 회피

편향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 다. 반면, 사

회불안장애집단은 자극을 이라고

해석하지는 않으나 과 련된 연상이 활

성화되는 ‘비타당화’ 과정이 일어나 후기

정보처리단계에서의 주의회피양상이 감소하

는 반면, 잠재 자극에 한 지속 인

평가과정으로서의 주의탈개입 지연과정이 지

속될 것이라고 가정하 다(연구문제 3).

연구 문제 가설

연구문제 1. 사회불안장애집단의 사회

자극에 한 주의편향의 양상은 어떠한가?

가설 1-1. 사회불안장애집단은 정상집단에

비해 ( 기정보처리단계에서) 고 사회

자극에 하여 진된 주의개입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가설 1-2. 사회불안장애집단은 정상집단에

비해 고 사회 자극에 하여 ( /후기정

보처리단계에서) 주의 탈개입의 지연과 회피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연구문제 2. 사회불안장애집단의 사회

자극에 한 주의편향의 양상은 어떠한

가?

가설 2-1. 사회불안장애집단은 정상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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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 기정보처리단계에서) 고 사회

자극에 하여 진된 주의개입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가설 2-2. 사회불안장애집단은 정상집단

에 비해 고 사회 자극에 하여 (후기

정보처리과정에서) 주의 회피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연구문제 3.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사회불

안장애집단의 주의편향양상은 해석편향이 개

입되는 자극처리 시 차별 양상을 보

이는가?

가설 3-1. 사회불안장애집단은 사회

자극에 해 (해석편향이 개입될 수 있는)

/후기정보처리과정에서 (고 자극에 해

서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되는) 주의탈개입 지

연과 회피양상을 보이는 반면, 사회불안장

애집단은 탈개입 지연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

일 것이다.

방 법

연구 상

2012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서울과 조

치원에 있는 K 학교의 교양 련 과목을 수

강하는 학생들을 상으로 수업 시간이 끝난

후 교수의 허가를 얻어 5분 여간 실험에 한

고를 하고 동의서와 간단한 선별 설문지를

배부하 다. 실험에 한 간단한 설명과 동시

에 수업 내용, 성 , 가산 과는 아무런 상

이 없음을 고지하 다. 참여에 자발 으로 동

의한 사람 총 1200여명의 학생들 에서 비

선별 설문지에 포함된 사회공포증 척도(SPS)와

사회 상호작용불안 척도(SIAS)의 수를 기

으로 SIAS(>42 )와 SPS(>34 )에서 등도

이상의 수를 보이는 상자를 사회불안장

애집단으로 1차 으로 선별하 고, SIAS(<19

)와 SPS(<9 )에서 각각 경도 수 이하인

상자는 정상통제집단으로 구분하 다(김향

숙, 2001; Brown, Turovsky, Heimberg, Juster,

Brwon & Barlow, 1997; Heimberg, Mueller, Holt,

Hope, & Liebowtiz, 1993). 실험실을 방문한 고

사회불안장애집단을 상으로 구조화된 진단

면 인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

Axis I Disorders(SCID-I; 한오수와 홍진표, 2000)

을 실시하여 사회불안장애로 진단 내려진

상자의 경우는 사회불안장애집단으로 추가 분

류하 다. SCID-I는 SCID-I에 하여 교육을

받고 다수의 실시경험을 가진 임상심리 문가

인 연구자가 실시하 다. SCID-I를 하면서 사

회불안 증상을 호소하지 않거나 부인하는 경

우(n=2)와 1축 장애의 추가 진단이 내려진 경

우(n=1)는 상자에서 제외하 다. 실험은 서

면 동의서를 받은 뒤 진행하 다. 최종 으로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사회불안장애집단

과 사회불안장애 집단이 각각 26명(남자 14

명, 여자 12명; 20.22세(SD=2.01)), 28명(남자 12

명, 여자 16명; 20.82세(SD=1.96세))이었고. 정

상집단은 42명(남자 24명, 여자 18명; 21.17

(SD=2.04))이었으며, 이들 집단 간 성비와, λ2

(2)=2.102, n.s., 연령 차이는 모두 유의하지 않

았다, F(2,94)= 1.821, n.s..

연구 도구

주의편향 실험도구

공간 단서 과제 (Spatial Cueing Task). 공

간 단서과제는 화면의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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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빈 직사각형이 제시되면서 시작된다. 단서

( , 자극 그림)는 80msec, 300msec, 500msec 등

의 자극 지속시간동안 두 개의 직사각형

하나에 제시된다. 그림이 사라지고 나면 탐침

(*)이 두 개의 직사각형 어느 하나에 제시

된다. 피험자는 가능한 한 정확하고 빠르게

탐침의 치에 해당하는 키를 르도록 지시

받는다. 왼쪽 직사각형에 나타날 경우 q 키를

르고, 오른쪽 직사각형에 나타날 경우 p키

를 른다. 일치조건은 탐침과 자극이 동일한

치에 제시되는 경우이며, 불일치조건은 다

른 치에 제시되는 경우이다. 자극의 정서가

는 고 자극, 자극, 성자극으로 각

가 조건마다 시행 수는 같게 하 다.

얼굴자극. 얼굴자극은 타인종효과로부터

자유로운 자극이 필요하여 제작된 얼굴 표정

데이터 베이스인 한국인 얼굴표정자극(Korea

University Facial Expression Collection, KUFEC)

(Lee, Lee, Lee, Choi, & Kim, 2006)을 이용하

다. KUFEC은 ‘행복한, 슬 , 화난, 오스런,

놀란, 성’의 6개 정서범주 하에 여성 얼굴

자극 25장과 남성 얼굴 자극 24장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부분의 사회불안장애를

상으로 한 주의편향연구에서는 얼굴 표정으로

‘분노’ 표정만을 사회 자극으로 사용하

다. 하지만, 사회불안 장애 환자들은 (피하

고 싶거나 거부하려는 바램을 달하는) 오

얼굴(disgust face)도 부정 으로 평가한다는 제

안(Amir, Beard, & Bower, 2005)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분노’ 얼굴 외에도 ‘ 오’ 얼굴 자극

도 실험자극에 포함하여 사용하 다. 사회불

안장애집단에게 ‘분노’ 얼굴과 ‘ 오’ 얼굴사

진의 혼합 사용은 보편 인 방법이다(Rossignol,

Anselme, Vermeulen, Philippot, & Campanella,

2007). 고 얼굴 표정자극과 얼굴

표정 자극에 사용할 얼굴 표정을 무선으로 선

택하 는데, 고 , , 성조건에서

자극들이 복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하 다.

이는 특정 얼굴 자극이 특정 정서 자극과

연합된 정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을 통제하

기 함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자극

을 구성하기 해 Abrosoft FantaMorph라는

로그램을 사용하여 고 얼굴과 성 얼굴

의 정서가를 50%로 조정하는 몰핑(morphing)과

정을 실시하 다. 고 자극에 사용된 얼굴

자극은 총 24개로, 분노 정서 표정 자극의 경

우 총 13개(남자 7개, 여자 6개), 오 정서 표

정 자극의 경우 총 11개(남자 5개, 여자 6개)

다. 자극에 사용된 얼굴 자극 역시

총 24개로, 이 분노 정서 표정 자극의 경

우 총 13개(남자 6개, 여자 7개), 오 정서 표

정 자극에 사용된 얼굴 자극은 총 11개(남자

5개, 여자 6개) 다. 성 표정 자극의 경우

총 12개(남자 6개, 여자 6개) 다. 12번의 연습

시행과 필러 시행에서는 본 시행에 포함되지

않은 남녀 4명의 립 얼굴로 구성하 다.

실험장치. 얼굴자극을 사용한 공간단서과

제는 e-prime 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하 다.

실험과제의 시행은 Intel Core II CPU, 1.00GB

RAM을 사용한 컴퓨터로 하 으며 자극은 17

인치 모니터(SAmsecUNG SyncMaster CX152S)를

통해서 제시하 다. 실험참가자들은 약 60cm

의 거리에서 컴퓨터 화면을 정면으로 바라보

고 팔을 뻗어 자 (ANYXEN AK3000SP)의 ‘q’

키나 ‘p’ 키를 통해 반응하도록 하 다. ‘q’ 키

에는 란색 스티커를 붙이고 ‘p’ 키에는 빨

간색 스티커를 붙여서 실험 참가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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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설계. 혼합 집단 간-집단 내 요인 모

형으로, 집단은 집단 간 요인으로 사용하 고,

자극 일치도, 자극 제시 시간, 자극의 가

조건은 집단 내 조건으로 사용하 다. 총 18

조건으로 조건 당 20번의 시행으로 구성하여

총 360번의 시행을 하며 총 소요 시간은 연습

시간 포함, 30분이 소요되었다.

자기보고식 설문지

사회 상호작용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이하 SIAS). Mattick과 Clarke

(1998)가 인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겪는 불안

의 정도를 측정하기 해 개발한 자기 보고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향숙(2001)이 번안

한 척도를 사용하 다.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에 이르는 5 리커

트식 척도 상에서 평가하며 총 20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김향숙의 연구에서 내 일치치

도는 .88～.94로,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

도는 .92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

일치도는 .89 이었다.

사회공포증 척도(Social Phobia Scale; 이하

SPS). Mattick과 Clarke(1998)가 타인에 의해

찰되는 상황 사건 등을 기술하고 그 상황

에서 경험하는 긴장이나 불안 수 을 측정하

는 자기 보고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

향숙(2001)의 연구에서 번안되고 타당화 과정

을 거친 척도를 사용하 다. 각 항목에 하

여 ‘ 그 지 않다’(0 )에서 ‘매우 그

다’(4 )에 이르는 5 리커트식 척도 상에서

평가하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향

숙(2001)의 연구에서 내 일치도는 .89～.95

로,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1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 일치도는

.94이었다.

상태특질불안질문지(State-Trait Anxiety

Inventory; 이하 STAXI). Spielberger, Gorsuch

와 Lushene(1970)이 상태 불안과 특질 불안을

재기 하여 개발한 자기 보고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택과 신동균(1978)이 번안

한 척도를 사용하 다. 각 문항에 하여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4 )에

이르는 4 리커트식 척도 상에 평정하며 각

각 2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 일치도는 특성불안 척도

는 .94 이고 상태불안 척도 역시 .94이었다.

행동억제체계 질문지(Behavioral Inhibition

System Questionnaire; 이하 BIS). Gray(1981,

1982)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Carver와 White

(1994)가 제작한 미국 BIS를 김교헌과 김원

식(2001)이 번안한 한국 행동억제체계 척도

를 사용하 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행동억제체계문항 7문항과 보

상민감성 5문항, 추동 4문항, 재미추구 4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 리커트식

척도로서 1 ‘ 그 지 않다’에서 4 ‘언

제나 그 다’로 평정한다. 학생을 상 연구

(김교헌과 김원식, 2001)에서 내 일치도는

.78 이고, 본 연구에서의 내 일치도는 .81이

었다.

부정 평가에의 두려움 척도(Brief-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이하 B-FNE). 인

계에서 느낄 수 있는 부정 평가에 한

두려움 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개발한 진

형 척도(Watson& Friend, 1969)의 12문항 단축

형(Leary, 1983)을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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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번안 과정에서 5 리커트식 척도로 변화

시킨 한국 부정 평가에 한 두려움 척도

를 사용하 다. 각 문항에 하여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 의 5

리커트식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보고한 내 일치도

계수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 일치도

계수는 .81이었다.

연구 차

1단계: 사회 유도 단계

실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실험

목 과 반 인 실험 차에 한 설명을 하

다. 유도를 하여 피험자에게 실험이

끝나고 나면 발표 능력 테스트가 있을 것이라

고 알려주었다. 발표과제에 한 고지를 듣고

난 후에 참가자가 실험 참가 여부에 한 의

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하 다. 한, 인지 실험

이나 인지 실험 도 신체 정신 피로감

을 호소할 경우 언제든지 휴식 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며, 언제든지 도에 포기가 가능함

을 공지하 다. 하지만, 실제 실험과정에서 실

험시작 에 포기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사회 유도에 한 지시를 하고 난 뒤

에는 사회 유도가 잘 이루어졌는지 확

인하기 하여 ‘지 이순간’의 ‘기분 좋은’

‘화난’ ‘불안한’ ‘우울한’의 네 기분에 하여

0 ‘ ~ 한 기분을 느끼지 않는다’에서

100 ‘극도로 ~한 기분을 느낀다’의 100

시각아날로그 척도에 평정하도록 하 다.

2단계: 실험 비 단계

실험자가 실험실에 들어오면 차폐실(shield

room)로 안내되어 의자에 앉도록 했다. 실험

참가자가 지시된 거리인 60cm 거리에서 실험

에 응했다면 두 사진 간의 심 간 시야각은

3⁰에 약간 못 미친다. 본격 인 실험을 실시하

기 에 실험 차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본

실험을 시작하기 16회의 연습 시행을 실시

하 다. 실험 회기는 략 30분~40분가량이

소요되었다. 한, 신체 정신 피로감이나

거부감을 느낄 경우 언제든지 실험을 도에

단할 수 있음을 고지하 다.

3단계: 공간 단서 과제 실험

3단계는 본격 인 실험단계이다. 얼굴 표정

에 한 주의와 반응 속도를 알아보는 실험이

라고 소개하고, 최 한 빠르고 정확하게 반

응하라고 지시하 다. 연습시행에서 응시

에 을 맞춘 다음 최 한 자극 사진을 보

려고 노력한 후 이후에 제시된 화살표의 방향

을 단하도록 지시하 다.

탐침 탐사 과제는 총 네 블록으로 나 어

시행되었으며 각 블록은 90개의 얼굴 자극으

로 총 360개의 시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블록의 시행 시간은 약 7여분이 소요되었고

각 블록을 마친 후에는 휴식 시간을 제공하

다. 피험자들은 각자의 피로도에 따라 휴식시

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 다.

첫 단계에서는 응시 (+) 이 앙에 50~

1250msec 동안 제시되는 것으로 시작하 다.

피험자가 자극이 제시되는 시간을 상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하여 응시 이 제시되는

자극 간 제시시간(inter stimulus interval)시간은

무선화하 다. 각 블록마다 기탐침(+) 신

숫자( , 4, 7 등)를 제시하는 회기를 1회 삽입

하여, 기탐침(+) 신 숫자가 제시되면 숫자

를 소리 내어 읽도록 지시함으로서 피검자의

주의가 기 탐침의 치에 미리 고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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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 다. 기 탐침(+)이 사라지고 나면

기탐침이 있던 치를 심으로 하여 사각형

이 좌우로 제시된다. 사각형은 검은 색 바탕

에 흰색 테두리의 가로 5.5cm 세로 6.5cm의

직사각형의 형태이며 좌우로 나란히 제시되며,

심 간 130mm 의 간격을 띄우고 나타나도록

하 다. 양쪽 두 개 직사각형 하나에는

grey-scale의 얼굴자극이 제시되는데, 좌우에 제

시되는 순서는 무선화하여 제시하며 자극 제

시 시간은 80msec 300msec 500msec 동안 화면

에 제시되며 자극 제시 시간 순서 역시 무선

화하여 제시한다. 해상도는 7200pixel로 한다.

그림 1에 자극 제시의 를 도시하 다.

사각형의 이 사라지고 난 후 14 msec시

에서 탐침(probe)(*: 5mm diameter)이 제시되는

데 사각형이 제시된 두 치 한 곳에 탐침

(3mm X 4mm)이 무선 으로 제시된다. 탐침

(probe)은 피험자가 반응(response)을 하고 난 뒤

혹은 6 가 지나면 사라지게 된다. 피험자는

탐침(probe)이 좌측 그림의 치에 제시되면 왼

쪽 검지로 q키를 르도록 하고 오른쪽에 제

시되면 오른쪽 검지로 p키를 르도록 한다.

과제에 한 집 도를 체크하기 하여 탐침

(probe;*)이 제시되지 않을 때에는 반응을 하지

않도록 하 다. 과제는 4개의 블록으로 나

어 시행되며 간에 휴식 회기를 갖는다. 본

과제를 시행하기 에 연습 시행을 16회 실시

하 고, 각 블록의 시작 시 에는 완충회기 2

회기를 삽입하 다. 과제는 4 블록으로 나

어 시행되며 한 블록이 끝나면 피험자에게 평

균 반응 시간과 정확도에 한 피드백을 제시

하여 수행에 한 집 도와 긴장도를 유지하

도록 하 다. 얼굴 자극이 제시되는 치와

탐침 치, 가 수 노출 기간의 조합

의 숫자는 모두 같은 수로 무선화하여 제시

하여 순서와 치효과를 상쇄화하 다. 피험

자가 연습시행을 통해 실험 차에 익숙해진

것을 확인한 후, 실험자는 실험실을 나왔으며,

참가자들은 본 시행을 혼자서 실시하 다.

4단계: 사회 성공 체크 단계

4단계는 사회 유도 성공 체크단계이

다. 실험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피험자들에게

발표과제가 없음을 밝히고 자세한 사후 설명

(debriefing)을 제공하 다. 한, 피험자에게 자

료 사용에 하여 다시 동의를 구하고, 사후

설명과 재동의 과정에서 자료의 사용을 원치

않는 피험자의 자료는 즉시 폐기하 다. 자료

사용에 동의할 경우, 실험 이후 발표 과제를

할 거라고 들었을 때 그 말을 얼마나 믿었는

지 %로 체크하게 하고, 사회 유도 즉

시에 체크했던 기분체크를 재 실시하여 사회

유도 성공 여부를 체크하 다. 실험

참가자의 유도에 한 신뢰 정도의 평균

은 70.72(SD=20.71)% 다.

5단계: 설문지 면 실시 단계

5단계는 자기보고검사와 진단 면 실시

단계이다. 연구방법론이 다를 경우 연구 자

료들 간의 결과 편향이 최소화될 수 있으나

(Podsakoff, MacKenzie, Lee & Podsakoff, 2003), 본

그림 1. 공간단서과제 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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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경우 연구 자료를 같은 날 얻어야 하

는 제한 이 있는바, 연구의 의도를 쉽게

악할 수 있는 일종의 외 검사인 자기보고

검사와 진단 차는 비교 암묵 차인 실

험 이후에 실시하 다. 사회불안장애의 진단

면 을 하여 사회불안장애집단을 상으로

SCID-I을 사용한 진단면 을 추가 으로 실시

하 다. 자가보고 검사 실시 진단과 련

된 임상 면 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40분 정

도 다. 실험 참가자에게는 1만원의 참가비를

지 하 다. 실험 도 실험을 거부한 경우는

1명이었고, 이에게도 동일하게 1만원을 지

하 다.

자료 비(Data preparation)

Fox, Russo, Bowles, Dutton(2001)과 Koster 등

(2006)의 분석 방법과 마찬가지로 상 효과

극단치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하여 해당

피험자의 체 반응 시간에서 1500msec 이상

과 200msec 이하의 극단치(Outlier)나 분포상의

비정상 분포를 보이는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

하 다( 체 시행의 3.8%). 반응의 정확도에서

부정확 반응을 보인 경우의 반응 시간도 분석

에서 제외하 다( 체 시행의 2.4%). 고정 단

서(fixation cue)에 시선을 두도록 유도하기 한

회기 즉, 숫자가 제시되고 숫자를 읽도록 지

시한 유도 시행의 반응 시간 역시 분석에서

제외하 다. 오류율(2.4%)과 극단치(3.8%)에서

정상집단과 사회불안장애집단간의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피험자 간 제거된 반응 시간 자

료들의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F(1, 95)=.35,

n. s.

주의개입지수는 탐침이 성 자극과 동일한

치( 성 일치 조건)에 제시될 때의 반응 시

간에서 탐침이 사회 자극과 동일한

치(사회 일치 조건)에 제시될 때의 반

응 시간을 빼는 것으로 계산하 다. 따라서,

주의개입지수의 정 수는 성 자극과 일치

한 치에 탐침이 제시되었을 때보다 사회

자극과 일치한 치에 탐침이 제시될 경

우 반응시간이 빠른 것으로, 이를 사회

자극에 한 진된 주의 개입으로 해석한

다. 부 편향 수는 주의가 사회 자

극으로부터 회피해 있기 때문에, 성 자극과

같은 치의 탐침에 반응하는 시간보다 사회

자극과 같은 치의 탐침에 반응하는

시간이 보다 오래 걸린 경우로, 주의 회피로

해석한다. 주의 탈개입 지수는 탐침이 사회

자극과 불일치한 치(사회 불일

치 조건)에 제시될 때의 반응 시간에서 탐침

이 성 자극과 불일치한 치( 성 불일치

조건)에 제시될 때의 반응 시간을 뺀 것으로

계산하 다. 따라서, 주의탈개입지수의 정

수는 탐침이 사회 자극과 불일치한

치(사회 불일치 조건)에 제시될 때의

반응 시간이 탐침이 성 자극과 불일치한

치( 성 불일치 조건)에 제시될 때의 반응 시

간보다 오래 걸리는 것으로, 사회 자극

에 머물러있던 주의를 사회 자극과 반

치에 제시된 탐침으로 옮겨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보고 이를 사회 자극

에 한 주의탈개입의 어려움 혹은 지연으로

해석한다. 부 편향 수는 성 자극에서

반 치의 탐침으로 이동하는 시간보다 사회

자극으로부터 반 치의 탐침으로 이

동하는 데 시간이 더 빨리 걸린 것으로 사회

자극에서 주의를 회피한 것으로 보며,

주의 회피로 해석한다.

한편, 국내 피험자들의 기, 기, 후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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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계의 구분 시 을 확인하기 하여 모든

실험에 80ms 300ms 500ms는 포함하되, 정상

12명과 사회불안장애집단 18명에게는 30ms를

추가하고 정상 30명과 사회불안장애집단 36명

에게는 800ms를 추가하여 시간 별 주의 편향

패턴을 살펴보았다. 이는 이 두 시간 를 기

존의 3개 시간 에 추가할 경우 총 시간 가

5개로 실험 시간이 45여분 동안 진행되어 피

험자들이 상당한 피로감과 거부감을 호소하

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선택한 기 기 후

기의 시간 가 후 시간 와 유사한 양상으

로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30msec와 80msec

가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 이 두 시간 를

모두 기, 300msec는 기, 500msec와 800msec

의 유사성으로 이 두 시간 를 후기 주의과

정으로 볼 수 있다고 단하 다. 이 분석

의 편의를 하여, 80msec, 300msec와 500msec

를 각각 기, 기, 후기 주의과정으로 선택

하 다.

자료 분석

본격 으로, 집단 간 주의편향 지수의 차이

를 알아보기 하여 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각

집단 요인 간 고 조건과 조건에

따른 이원 혼합 변량분석(집단 * 자극제시시

간)을 실시하 다. 혼합 반복측정 변량분석

을 실시하기 에 모든 변인들 간의 상 이

동일해야한다는 제조건을 확인하기 하

여 Mauchly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 으며, 모

든 변인들 간 상 이 동일하다는 가설이 지지

되지 않을 경우 Greenhouse-Geisser 값을 사용하

여 분석하 다. 모든 통계는 SPSS 18.0을 사용

하여 분석하 다.

결 과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정상집단의 주요 비교

사회불안장애집단으로 분류된 집단이 정상

집단과 유의하게 변별되는 집단인지를 확인하

기 하여 집단 간 사회불안 련척도에서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 다. 분석 결과, 사회불안

장애집단과 사회불안장애집단의 정상집단과

의 사회불안과 련된 변인에서의 차이는 유

의하 다: SIAS, F(2,93)=263.67, p<.001, SPS,

F(2,93)= 408.96, p<.001, B-FNE, F(2,93)=

135.82, p<.001, STAXI-T, F(2,93)=74.09,

p<.001, STAXI-S, F(2,93)=47.27, p<.001, BIS,

F(2,93)=77.93, p<.001. 즉, 사회불안장애집

단과 사회불안장애집단은 정상집단과 유

의하게 변별되는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사회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정상집단의

반응시간

사회불안장애집단, 사회불안장애집단,

정상집단의 주의편향양상 비교 분석에 앞서

각 집단의 일치/불일치조건, 자극제시시간, 자

극 가에 따른 반응시간의 평균과 표 편

차를 표 1에 제시하 다.

사회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정상집단의

주의편향지수

본 연구는 집단의 불안 수 과 가에 따

른 주의편향 상을 주의 개입과 주의 탈개입

이라는 보다 구체 인 주의체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주의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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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를 주의 개입지수와 주의탈개입지수로 나

어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한 사 분석으

로 각 집단의 주의개입지수와 탈개입 지수의

평균과 표 편차를 표 2에 제시하 다.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정상집단 간 고 자극

에 한 주의개입지수 차이

먼 ‘가설 1-1. 사회불안장애집단은 정상집

정상집단

(n=42)

사회불안장애집단

사회불안장애집단

(n=26)

사회불안장애집단

(n=28)

체

(n=54)

M SD M SD M SD M SD

일치조건 80msec

고 자극 422.24 55.87 426.01 54.17 433.77 57.56 430.03 55.57

자극 405.20 73.50 406.10 55.45 413.18 55.50 409.77 55.07

립자극 418.70 52.67 430.76 50.82 432.64 62.20 431.74 56.48

일치조건 300msec

고 자극 392.82 53.43 389.55 53.30 399.95 60.15 394.94 56.67

자극 351.90 50.90 352.13 55.05 357.27 47.63 354.80 50.91

립자극 386.80 53.95 395.10 47.82 393.56 49.72 394.30 48.36

일치조건 500msec

고 자극 392.67 57.55 394.54 56.10 392.34 47.20 393.40 51.19

자극 358.23 55.85 358.46 51.83 358.37 51.98 358.41 51.41

립자극 385.01 53.83 393.71 50.73 393.28 52.96 394.49 51.42

불일치조건 80msec

고 자극 397.54 65.00 411.32 61.62 408.16 62.32 409.68 61.42

자극 401.20 64.94 409.62 55.79 410.84 55.30 410.25 55.01

립자극 400.57 62.98 405.81 55.84 407.20 58.00 406.53 56.44

불일치조건 300msec

고 자극 357.76 55.78 359.68 54.19 361.16 51.37 360.45 52.25

자극 354.85 57.54 362.77 58.45 359.85 49.47 361.25 53.48

립자극 354.86 57.83 351.68 49.80 356.64 44.83 354.45 54.25

불일치조건 500msec

고 자극 355.35 49.71 351.31 44.48 352.08 43.45 351.71 43.53

자극 356.00 49.25 359.07 55.45 365.32 48.94 362.31 51.77

립자극 355.86 40.25 363.67 54.39 355.93 45.48 359.66 49.64

표 1. 사회불안장애집단, 사회불안장애집단, 정상집단의 반응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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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비해 고 사회 자극에 하여 진

된 주의개입양상이 나타날 것이다’를 검증하

기 하여, 주의개입지수를 가지고 고 자

극조건에서 3(집단 내 요인; 자극제시시간;

80msec, 300msec, 500msec) * 2(집단 간 요인;

사회불안장애집단, 정상집단)의 이원 혼합 반

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 자극

에 한 주의개입편향지수의 사회불안장애집

단과 정상집단 간 주 효과가 유의하 다, F(1,

66)=5.58, p<.05. 이는 사회불안장애집단의 고

자극에 한 주의개입지수가 정상집단의

주의개입양상과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의미한

다. 한편, 80msec, 300msec, 500msec의 자극

제시시간에 따른 주의개입지수의 차이는 유의

하지 않았고, F(2, 132)= .47, n.s., 자극제시시

간에 따른 주의개입지수와 집단과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F(2, 132)=.10, n.s.

이는 본 연구의 주 심사인 기주의단계인

80msec을 포함하여 모든 자극 제시시간 에서

주의개입양상의 차이가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사회불안장

애집단은 정상집단에 비하여 기주의단계인

80msec을 포함하여 모든 자극 제시시간 에서

고 자극에 해 빠르게 주의를 개입하는

주의경계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집단 간 주 효과를 그림을 통해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본 결과(그림 2), 정상집단의 경우

고 자극에 한 주의회피양상을 보이고 있

정상군

(n=42)

사회불안장애집단

사회불안장애집단

(n=26)

사회불안장애집단

(n=28)

체

(n=54)

M SD M SD M SD M SD

주의개입지수

고 80msec -3.54 32.34 4.76 30.40 -1.13 29.09 1.70 29.59

300msec -6.02 26.40 5.55 30.41 -6.39 27.69 -0.64 29.38

500msec -7.67 25.40 -0.82 29.33 0.94 32.29 0.09 30.62

80msec 13.50 37.54 24.67 33.79 19.47 45.46 21.97 39.98

300msec 34.90 35.75 42.97 30.93 36.29 44.07 39.51 38.10

500msec 26.78 33.61 34.92 45.01 26.78 33.61 35.08 38.04

주의 탈개입지수

고 80msec -3.03 27.60 5.50 28.23 0.95 26.59 3.14 27.23

300msec 2.90 24.49 8.00 19.67 4.52 37.84 6.20 30.25

500msec -0.51 21.88 -12.37 20.74 -3.85 29.34 -7.95 25.69

80msec 0.63 21.83 3.80 25.53 3.64 25.23 3.72 25.14

300msec -0.01 23.64 11.09 29.31 3.21 21.78 7.00 25.74

500msec 0.14 31.07 -4.60 31.63 9.39 28.58 2.65 30.63

표 2. 사회불안장애집단, 사회불안장애집단, 정상집단의 주의편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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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반면, 사회불안장애집단은 80msec를 포함

하여 고 자극에 한 주의개입양상을 보이

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정보처리단계인

80msec에서의 주의개입양상에 심을 두고

있는 바,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정상집단 간

80msec 기정보처리단계에서의 주의개입양상

의 차이를 추가 으로 분석하 다. 그 결과,

두 집단 간 80msec에서 나타나는 주의개입지

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F(1, 66)=1.11,

n.s. 즉, 기주의단계에서 회피편향을 보이는

정상집단에 비하여 사회불안장애집단은 주의

경계양상이 나타나기는 하 으나, 이 양상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 이르지는

못하 으며, 이에 본 연구의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정상집단 간 고 자극

에 한 주의 탈개입지수 차이

‘가설 1-2. 사회불안장애집단은 정상집단에

비해 고 사회 자극에 하여 주의 탈개

입의 지연과 회피양상이 나타날 것이다’를

검증하기 하여, 주의탈개입지수를 가지고

고 자극조건에서 3(집단 내 요인; 자극제

시시간; 80msec, 300msec, 500msec) * 2(집단

간 요인; 사회불안장애집단, 정상집단) 이원

혼합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

자극에 한 자극제시시간의 주효과, F(2,

132)=4.08, p<.05, 자극 제시시간의 집단

내 요인과 집단 간 요인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 다, F(2, 132)= 3.35, p<.05. 이는 자극

제시시간에 따라 고 자극에 한 주의 탈

개입(회피)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 양상이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정상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 으로 알아보기 하여 집단 간

주의편향양상을 그림 3에 도시하 다. 사회불

안장애집단은 300msec 즉, 기정보처리단계까

지 주의 탈개입이 지연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500msec에서는 주의회피양상을 보인 반면, 정

상군은 주의 탈개입 회피편향양상을 보이

지 않았다. 즉, 사회불안장애집단의 경우 기

정보처리단계에서는 고 자극에 해 주의

그림 2. 고 자극에 한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정상집단 간 주의개입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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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탈개입지연 양상을 보이다가 후기정보처리

단계에서 고 자극으로부터 빠르게 주의를

회피하는 양상을 보 는데, 이러한 시간 별

주의양상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132)=4.08, p<.05. 이러한 차이는 사회

불안장애집단과 정상집단 간에도 나타났다,

F(2, 132)= 3.35, p<.05.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심사인 주의탈개

입과 회피양상은 후기정보처리단계에서 나

타나는 과정이므로, 300msec와 500msec만 가지

고 이 두 시간 에서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정

상집단 간 주의탈개입과 회피양상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고 자극에 한 자극제시

시간의 주 효과, F(2, 66)=10.64, p<.01,

자극제시시간의 집단 내 요인과 사회불안

정상 집단의 집단 간 요인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 다, F(1, 66)=5.41, p<.05. 이

는 300msec와 500msec의 후기정보처리단계

에서 기와 후기에서의 고 자극에 한

주의 회피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양

상이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정상집단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불

안장애집단에서 300msec에서의 고 사회

자극에 한 반응 시간과 성자극에 한

반응시간의 차이는 유의하 고, t(25)=2.08,

p<.05, 500msec에서 성자극에 한 반응시간

의 차이와 고 사회 자극에 한 반응시

간의 차이 즉, 회피편향의 크기 역시 유의하

다, t(25)=-3.04, p<.01.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정상집단 간 고 자

극에 한 주의개입지수 차이

먼 , ‘가설 2-1. 사회불안장애집단은

정상집단에 비해 고 자극에 하여 진

된 주의개입양상을 보일 것이다’를 검증하

기 하여, 주의개입지수를 가지고 고

자극조건에서 3(집단 내 요인; 자극제시시간;

80msec, 300msec, 500msec) * 2(집단 간 요인;

사회불안장애집단, 정상집단) 이원 혼합 반

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 자극

에 한 주의개입편향지수의 사회불안장애

집단과 정상집단 간 주 효과는 유의하지 않

그림 3. 고 자극에 한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정상집단 간 주의탈개입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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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F(1, 68)=1.04, n.s, 자극제시시간의 집단

내 요인과 사회불안과 정상집단의 집단

간 요인과의 상호작용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F(2, 136)=.38, n.s.

사회불안과 정상 집단 간 주의회피과정의

차이를 밝히기 하여 주의경계양상이 나타나

는 것으로 가정되는 80msec에서의 주의개입지

수의 집단 간 차이를 추가로 살펴보았으나 집

단 간 주의개입 지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아,

F(1, 68)=.10, n.s, 본 연구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정상집단 간 고 자

극에 한 주의탈개입지수 차이

다음으로, ‘가설 2-2: 사회불안장애집단은

정상집단에 비해 고 사회 자극에 하

여 후기정보처리과정에서 주의 회피양상이 나

타날 것이다‘를 검증하기 하여, 주의탈개

입지수를 가지고 고 자극 조건에서 3(집

단 내 요인; 자극제시시간; 80msec, 300msec,

500msec) * 2(집단 간 요인; 사회불안장애집

단, 정상집단) 이원 혼합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 자극에 한 주의탈개입

지수의 사회불안과 정상집단 간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F(1, 68)=.04, n.s, 자극제시시

간의 집단 내 요인과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

하지 않았다, F(2, 136)=.32, n.s. 본 연구의 가

설인 사회불안과 정상 집단 간 주의회피과

정의 차이를 밝히기 하여 회피양상이 나타

나는 것으로 가정되는 후기정보처리단계에 속

하는 500msec에서의 주의탈개입(회피) 지수의

집단 간 차이를 추가 으로 살펴보았으나, 두

집단 간 주의탈개입(회피) 지수의 차이는 유의

하지 않아, F(1, 68)=.30, n.s, 본 연구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사회불안장애집단 간

자극에 한 주의탈개입지수 차이

다음으로, ‘가설 3-1.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사회불안장애집단은 실제 가가 낮은

자극에 해 (해석편향이 개입될 수 있

는) 후기정보처리과정에서 주의 탈개입 양

상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를 검증하기 하여,

주의탈개입지수를 가지고 자극조건에

서 3(집단 내 요인; 자극제시시간; 80msec,

300msec, 500msec) * 2(집단 간 요인; 사회불안

장애집단, 사회불안장애집단) 이원 혼합 반

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극

에 한 주의 탈개입지수의 사회불안장애집

단과 사회불안장애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

지 않았고, F(1, 52)=.25, n.s, 자극제시시간의

집단 내 요인과 집단 간 요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F(2, 104)=1.12, n.s..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의탈개입 회피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되는 후기정보

처리단계에 속하는 300msec와 500msec만을 가

지고 2(자극제시시간요인; 300msec, 500msec)

* 2(집단요인; 사회불안장애집단, 사회불안

장애집단) 이원 혼합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

시하 다. 그 결과, 300msec와 500msec에서의

자극에 한 주의 탈개입지수의 사회불

안장애집단과 사회불안장애집단요인의 집단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F(1, 52)=.32, n.s,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사회불안장애집단의 집

단요인과 300msec과 500msec의 자극제시시간의

집단 내 요인간의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확

인되었다, F(1, 52)=4.09, p<.05. 이를 보다 구

체 으로 알아보기 하여 집단 간 주의편향

양상을 그림 4에 제시하 다. 그 결과, 사회불

안장애집단은 300msec에서 주의 탈개입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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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되는 양상을 보이고 500msec에서는 고

자극에 해서 보 던 주의회피양상을 보인

반면, 사회불안장애집단의 경우, 300msec에

서 보 던 주의 탈개입의 지연이 500msec까지

강화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양상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 다. 이에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1) 자극 제시 시간을 기,

기, 후기 정보처리 단계로 다양화하여, 2)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사회불안장애집단 각각

을 상으로, 3) 고 자극과 자극 각

각에 한 주의편향, 탈개입 손상 주의 회

피 과정을 살펴보았다.

첫째, 사회불안장애집단의 차별 주의패턴

을 알아보고자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정상집단

간 주의편향패턴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

문제 1의 가설 1-1에서는 사회불안장애집단은

(정상집단에 비하여) 고 자극에 하여

기 주의단계에서의 진된 주의개입양상을 보

일 것이라고 가정하 다. 분석결과, 후기

시간 모두에서 고 자극에 하여 기에

주의 회피 양상을 보인 정상집단과 반 양상

즉, 주의경계양상이 사회불안장애집단에서 나

타났다.

하지만, 주의개입양상은 100msec 이하에서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자들의 제안에 따라

(Cisler & Koster, 2010; Yiend, 2010), 80msec에서

의 주의개입양상을 비교하 고 그 결과, 사회

불안장애집단은 80msec에서는 정상집단에 비

해 유의하게 빠른 주의개입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사회불안장애집단의 주의경계

양상을 밝 냈던 선행연구(Asmundson & Stein,

1994; Pishyar et al., 2004; Klumpp & Amir,

2009)의 결과와 불일치한 결과다. 한편, 연구

문제 1의 가설 1-2에서는 사회불안장애집단은

(정상집단에 비하여) 고 자극에 하여

후기정보처리단계에서 주의탈개입지연과 회피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 다. 분석 결과,

기 주의단계에서의 주의 탈개입지연 후

기 주의단계에서의 주의회피양상이 나타났으

그림 4. 자극에 한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사회불안장애집단 간 주의 탈개입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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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양상은 정상집단과 유의하게 구별

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문제 1의 가설

1-2가 지지되었다. 이는 기존에 사회불안장애

를 상으로 주의 탈개입 지연(Amir et al.,

2004), 주의회피(Chen et al., 2002) 경계-회피

양상(Mogg et al., 2004)을 밝 냈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사회불안장애

는 기의 ‘주의경계편향’ 즉 외부자극에 한

자동 경계 반응 보다는 외부 자극에 한

의식 이고 통제된 정보처리과정으로서의 ‘주

의탈개입지연’과 ‘주의회피’의 후기과정에서

의 주의편향을 특징 으로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다른 불안장애가 부

분 편도체 시스템을 통한 무의식 자동 주

의경계반응을 주요한 특징으로 보이고 있는

것과는 차별화되는 으로, 이러한 후기정

보처리과정에서의 주의편향은, 자신의 이미지

를 하는 (비교 모호한 자극인) 타인 혹

은 사람에 한 불안과 공포를 특징 으로 보

이는 사회불안장애의 특정 인 양상이라고 여

겨지는 바이다.

그 다면, 사회불안장애에서 주의경계양상

의 부재를 밝힌 본 연구 결과와 주의경계양상

의 존재를 주장한 선행연구와의 불일치는 어

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는 앞서 언 한

로 선행연구의 실험패러다임과 자극제시시간

과 같은 방법상의 제한 과 차이에 기인할 가

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불안장애집단

을 상으로 주의경계를 밝 냈던 선행연구

(Asmundson& Stein, 1994; Pishyar et al., 2004;

Klumpp & Amir, 2009)의 경우, 1) 주의개입과

정과 주의탈개입과정을 구분하기 어려운 실험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주의개입과 탈개입과정

을 구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 기주의

단계와 기주의단계를 구별하지 않은 채로

500msec 등의 단일한 주의과정만 측정하 기

때문에, 주로 500msec에서 나타난 주의과정이

주의 개입에서 기인된 것인지 아니면, 주의탈

개입의 지연이 반 된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

렵다는 제한 이 있었다. 즉,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500msec에서의 주의경계양상이 실제로

는 기주의과정에서의 주의탈개입 지연이 반

된 것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밝 진 결과는 주의개입과 주의탈개입 과정을

구분하여 측정하 다는 에서 주의경계편향

과 탈개입지연편향을 보다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그 다면, 왜 사회불안장애는 다른 부분

의 불안장애와 달리 외부 자극에 한 (편도

체 시스템의) 무의식 이고 자동 인 주의 경

계편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일까? 이는 앞서

언 한 것처럼 사회불안장애 특정 인 병리

특성이 반 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여겨

진다. 구체 으로 말하자면, 사회불안장애에서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은 그 자체만으로는 불

안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이다. 즉, 불안을 유발시키는 상이 자동

불안반응을 유발하는 진화론 으로 비된 공

포의 상이 아니라, ‘사람’ 혹은 ‘얼굴표정’과

같은 상 으로 모호하고 립 인 자극이기

때문에, 자극 그 자체만으로는 자동 불안반

응을 유발하는 원이 될 수 없으며, 자극

이 자신에게 ‘ ’일 수 있는 원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의미의 증폭 왜곡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불안을 유발하는 ‘ 원’이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얼굴

자극이나 표정 자체만으로는 무의식 인 자동

경계 반응을 강하게 유발할 정도의 각성이

유도되지 않는 것이며, 이후의 유의성 평가

시스템(significance evaluation system)(Oh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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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ens, 2004) 혹은 유도된 평가 시스템

(guided threat evaluation system)(Bar-Haim,

Larmy, Pergamin, Bakermans-Kranenburg, & van

IJendoorn, 2007)으로 여겨지는 후기정보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원에 한 반응으로서의

주의편향 양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주

의탈개입지연’과 ‘회피’ 편향이라고 볼 수 있

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사회불안

장애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오랫동안 비교

일 되게 밝 져 왔던 주의경계 편향에 한

연구 결과를 반박하는 것인 바, 본 연구 결과

이에 한 본 연구 결과의 해석은 잠정

이며, 이를 확신하기 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경험 증거가 축 되며 확증될 필요

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불안장애의 핵심

주의편향기제로 밝 진 주의탈개입 과정과 회

피 과정은 사회불안장애에서 어떤 함의를 가

지고 있는 것일까? 우선 사회불안장애집단의

표 주의과정가설인 ‘경계-회피’가설에서

간과 시 되었던 ‘주의탈개입 지연’ 과정의 의

미에 하여 먼 보다 면 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사회불안장애집단에서 나타나는 주의

탈개입지연과정의 의미를 살펴보기 해서는

사회불안장애집단에서 주의경계과정의 의미를

먼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 이든 이

든 상 없이 사회불안장애집단은 외부 자

극에 하여 정상집단과 유의하게 구별되는

주의경계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1) 얼굴

표정과 같은 외부 자극 자체만으로는 불안반

응을 발하는 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며 2)

사회불안장애집단이 외부 자극에 빠르게 주의

를 기울이는지, 기울이지 않는지 여부는 외부

자극 자체에 크게 좌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Rapee와 Heimberg(1997)

가 사회불안장애집단이 외부자극에 주의를 기

울이는지 아닌지 여부는 외부자극의 여

부와 상 이 없다고 주장한 바와도 일맥상통

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에서 보면,

사회불안장애에서 나타나는 기과정에서의

주의개입과정은 이후에 불안 조 시도로서의

회피반응을 유발할 만큼 충분한 수 의 불안

을 유발하지는 못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즉,

사회불안장애에서의 기 주의개입과정은 ‘

이라고 지각된’ 원에 한 자동 반

응이나 경계 반응 보다는, 사회 자기로서의

부정 자기 이미지와 부정 사회 경험과

련된 도식에 기반한 이후 정보처리과정을

발시켜 이후에 불안을 증폭시키게끔 하는 외

자극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정리할 수 있

을 것이다.

그 다면, 사회불안장애에서 외부 자극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 원’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처리되고 나아가 불안증상을 유발하는

가?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존의 ‘경계-회

피’가설에서 상 으로 덜 요하게 여겨졌

던 ‘탈개입 지연과정’이 바로 외부의 모호한

자극에 하여 실질 가를 지닌

원으로서의 의미가 부여되고 증폭되는 과정

이라고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 이유는 첫째, 주의 탈개입의 지연이 다른

외부 원 이외의 환경단서나 맥락에 주의

를 재할당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외부 자극이

오로지 자신에게만 향한다고 인식하게끔 하거

나, 다른 평가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

지 못하게 함으로서 외부 가를 한 맥

락에서 평가하지 못하여 을 확 지각하

게 하는 과정(Buckner et al., 2010)이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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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주의탈개입지연과정을 통해 부정

평가 경험에 한 기억을 활성화시키는 것 같

다는 선행연구자들의 제안을 고려하면(Buckner

et al., 2010), 주의탈개입 지연과정은 자기 내

부 도식이나 과거 경험에 의거하여 자극의

가의 정도와 의미를 증폭시키는 과정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Gamble 과

Rapee(2010) 역시 사회불안장애집단이 외부

자극을 감지하고 나면, 외부자극으로부터

주의를 탈개입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것이

상 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에 한 내 표

상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이라고 한 바 있다.

이는 본 연구 문제 3에서 살펴보았던, (이후

자세히 논의될) 자극에 한 탈개입 지

연과정 동안 외부자극을 으로 타당화하

는지 비타당화하는지의 해석편향의 정도에 따

라 이후 후기정보처리단계에서 수반되어 나타

나는 회피 편향이 나타나는지 여부가 결정되

었다는 을 통해 주의탈개입지연과정이 외부

자극을 ‘ 원’으로서 의미가 해석하는

가 평가과정(threat evaluation process)으로 기능

함이 밝 진 것에서도 지지된다.

특정 공포증의 경우, 뱀이나 거미와 같은

자극원이 곧 명백한 가를 가지고 있는

원이 되어 편도체의 활성화를 통한 자동

주의경계반응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반면,

사회불안장애의 경우에는 외부 자극원이

원으로서 의미를 갖기 해서는 가 평가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 일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주의탈개입지연과정을 거치지 않

은 단계에서는 회피 반응이 유발된 만큼의 충

분한 수 의 불안과 각성이 유도되지 않는 반

면, 기 정보처리단계에서 주의탈개입과정을

거치면서 외부 가의 의미가 증폭되어 불안

과 각성이 발되면 이후 후기정보처리단계에

서 회피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과

정에서 고 자극에 해 보이는 사회불안장

애의 주의회피 과정은 주의탈개입지연과정을

통하여 증폭된 불안에 한 부 응 인 처

의 일환으로 일시 으로 불안을 감소시키려는

부 응 인 정서조 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장애의

핵심 주의편향과정은 편도체시스템의 자동

경계 반응을 주 특징으로 하는 다른 불안

장애와는 차별 으로, 두엽시스템이 여하

는 의식 이고 통제된 주의과정으로서의 주의

탈개입 지연과 회피 편향을 주 특징으로 보이

고 있음을 확인하 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정상집단과 구별되는 사회불안장애

집단의 차별 주의패턴을 알아보고자 사회

불안장애집단과 정상집단 간 주의편향패턴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연구문제 2에서

가정한 바와 달리, 사회불안장애집단은 정

상집단에 비하여 고 자극에 하여 기

주의단계에서의 진된 주의개입양상과 후기

단계에서의 주의회피양상이 나타나지 않았으

며 이 둘 간의 반응갈등양상으로 나타나는 주

의탈개입 지연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사회불안장애집단을 상으로 진

행된 선행연구에서 진된 주의 개입양상

(Klumpp & Amir, 2009; Mogg & Bradley, 2002;

Pishyar et al., 2004), 주의 탈개입 지연(Buckner

et al., 2010) 회피양상(Horley, Williams,

Gonssalvez, & Gordon, 2003; Mansell et al., 1999;

Stirling et al., 2006) 경계-회피양상(Garner et

al., 2006; Vasilopoulos, 2005)을 증명하 던 선행

연구와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선행 연

구들은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사회불안장애집

단을 상으로 한 각각의 연구들이 동일 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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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임과 동일 자극 자극시간 를 사용한 연

구들이 아니었다. 즉, 각기 다른 자극, 실험패

러다임, 자극 제시시간을 사용한 선행연구

결과를 본 연구 결과와 직 으로 비교하기

에는 한계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 사

회불안장애집단 상으로 주의편향을 밝 내

었던 Klumpp와 Amir(2009)는 자신들의 연구가

다양한 개인차 맥락요소에 향 받는 주의

경계편향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 상황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사

회 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에서 결과

의 타당성에 제한 이 있다고 지 한 바도 있

다. 즉, 1) 사회불안증상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사회불안장애집단을 나

어 동일 패러다임으로 각각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2) 사회 을 유도하여 최 한

실제상황과 유사하도록 하여, 최 한 실제 상

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이들의 주의편향의 차

이를 살펴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제한

을 보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를 종합하면, 고

자극에 한 주의 탈개입지연과 주의 회피

반응이 사회불안장애집단 특정 인 주의편향

패턴으로 볼 수 있으며, 임상 수 에 이르

지 않는 수 의 사회불안증상을 보이는 집단

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패턴으로 기 스트룹

과제를 통하여 주의편향을 연구한 Mattia 등

(1993)과 Lundh와 Ȍst(1996)가 주의편향은 특성

수 의 취약성 요인이라기보다는 장애수 의

불안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한 바에 의해

서도 지지되는 결과이다.

그 다면, 왜 사회불안장애집단에서는 사

회불안장애집단에서 나타난 주의탈개입 지연

과 회피편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일까? 한,

왜 사회불안장애집단에서만 주의편향이 특정

으로 나타난 것일까? 첫째, 사회불안장애

집단과 사회불안장애집단의 주의편향양상

의 차이는 증상의 심각도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 본 연

구에서의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사회불안장애

집단은 사회불안증상을 직 으로 측정하는

변인들(SIAS, SPS, B-FNE)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사회불안증상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이는 집단이었다. 한편, 얼굴 표정에

한 편도체의 반응성은 사회불안증상의 심각

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는 을 고려하면(Phan, et al. 2006), 사회불

안증상의 심각도의 차이가 자극에 한

편도체 반응성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차이가

주의편향양상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다. 물론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정보처

리단계인 80msec에서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정

상집단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정상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두 집단

간의 주의편향양상의 차이를 편도체 반응성의

차이로만 귀인하는 것은 험하다. 하지만, 사

회불안장애집단의 경우 고 자극에 하여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주의경계경향

을 보인 반면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정상집단

의 경우 그와 반 되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는 않지만) 주의회피경향을 보이고 있는 은

사회불안장애집단의 경우 고 자극에 해

자동 반응성을 보이는 반면, 사회불안장

애집단이나 정상집단의 경우 편도체에 의한

자동 반응성이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사

회불안장애집단의 경우, 외부 자극에

한 자동 반응성이, 이후 주의탈개입지연을

유발할만큼 외 자극원으로서의 주의개입과

정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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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사회불안장애

집단의 자극에 한 주의편향양상이 다

르게 나타난 것이, 이 두 집단의 기질 ․생

리 취약성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

을 고려해볼 수 있다. 실제 본 연구의 사회불

안장애집단과 사회불안장애집단의 두 집단

간 사회불안 련 변인의 차이검증을 사후에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은 사회불안증상을 직

으로 측정하는 변인들(SIAS, SPS, B-FNE)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 외에도(F(1,53)=5.283,

p<.05; F(1,53)=10.854, p<.01; F(1,53)=15.259,

p<.001), 특성불안(F(1,53)=8.129, p<.01), 사회

불안의 기 기질 취약성과 련 있는 변인

의 하나인 험회피기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F(1,53)=5.614, p<.05). 한, 행동억제체

계에서는 유의한 수 에 근 한 수 의 차이

를 보 다(F(1,53)=3.452, p<.10).

험회피기질은 처벌이나 험이 상될 때

이를 회피하기 해 행동이 억제되고 이 에

하던 행동을 단하는 성향을 일컫는 것으로,

유 으로 타고나(Ebstein, 2006; Savitz &

Ramesar, 2004) 일생동안 비교 안정 으로

유지되는 속성을 가진다(Stallings, Hewitt,

Cloninger, Heath, & Eaves, 1996). 행동억제체게

(BIS)(Gray, 1981)는 처벌, 보상 없음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고통스러운 결과를 이끌

수 있는 행동을 억제하게끔 하는 기능을 하며

(Carver & White, 1994), 험회피기질과 마찬가

지로 생애 기에 나타나 일생동안 지속되는

속성을 가진다(Gest, 1997). 즉, 사회불안장애

집단과 사회불안장애집단이 험회피기질

과 행동억제체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두 집단 간의 기질상의 차이를 반 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질상의 차이는 곧 편도체

시스템의 반응성의 차이를 반 할 수 있다.

험회피기질특성의 개인차는 좌측 편도체의

용 (volume)의 차이와 상 이 있다는 연구

결과(Iidaka, Matsumoto, Ozaki, Suzuki, Iwata,

Yamamoto et al., 2006)나, 해마 격시스템

(seoptohippocampal system)에서 뇌간(brainstem)

의 모노아미 직 구심성 경로(monoaminergic

afferents)을 거쳐 두엽의 신피질에 이르는 신

경생리기 을 가지는 행동억제체계의 경우 편

도체와 해마의 회백질 용 과 상 이 있었다

는 연구 결과(Barros- Loscertales, Meseguer, &

Sanjuan, 2006)가 이를 지지한다. 편도체가

이나 불안에 한 조건화과정에 여한다는

을 고려하면, 이러한 험회피기질 행동

억제체계의 차이는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사

회불안장애집단의 후천 인 사건과 경험에

한 불안과 공포에 한 조건화 불안의 학

습 과정의 차이로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것이

다. 즉, 같은 경험을 하고도 이에 한 불안

반응과 조건화 정도의 차이는 이후 유사한 상

황이나 립 이고 모호한 상황에서 더 일반

화되고 강한 수 의 불안과 련된 연상이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가

평가 과정에서 자극원의 가 정도를 증폭

시키거나 보다 부정 으로 해석하게 하는 정

도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

불안장애집단과 사회불안장애집단의 기질상

의 차이가 곧 외상 사건경험에 한 불안조

건화에 한 반응에 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이후 사건에 한 지각과 해석에 향을

미치게 되어, 외부 자극에 한 해석편향과정

에 향을 미치며 이는 주의편향양상에서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

만, 이는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한 추론이므로

추후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사회불안장애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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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공포조건화 정도의 차이를 직 으로 비

교하는 연구를 통하여 재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극에 한 해

석편향의 수 에 따라, 주의편향양상이 어떻

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자극에

한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사회불안장애집단의

주의탈개입양상을 비교 분석하 다. 분석 결

과,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사회불안장애집단

간 자극에 한 주의탈개입양상에서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본 연구 문제 3의 가설

3-1이 지지되었다. 즉, 사회불안장애집단은

자극에 해서 (고 자극에 해서 보

던 동일한 주의 패턴의) 주의 탈개입 지연

과 주의회피양상을 보인 반면, 자극에

한 회피편향이 나타나지 않았고 잠재

평가를 한 주의 탈개입지연이 후기정보처

리단계까지 강화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자극에 해 사회불안장애집단은 고

자극에 해서 보 던 것과 같은 주의 탈

개입지연과 회피양상을 보인 반면, 사회불

안장애집단은 주의 탈개입지연이 후기까지 지

속되었던 것에 해서는 Ouimet 등(2009)의

이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

다. 우선, 사회불안장애집단의 자극에

한 주의패턴이 후기정보처리단계(300msec

와 500msec)에서 고 자극에 한 주의패턴

과 유사해졌다는 은 기 정보처리단계 즉

탈개입지연과정을 거치면서 자극이 고

자극으로 해석되는 타당화(validation) 해석

편향과정이 일어났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반면, 사회불안장애집단의 경우 자극

에 하여 기에 나타났던 주의 탈개입의 지

연양상이 후기까지 지속된 것은 자극

이 고 자극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비타당

화(invalidation) 과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회피반

응이 수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즉, 실질

가는 없다고 부인되었지만 한번 활성

화된 에 한 이미지가 남아 잠재

자극에 한 정교하고 세 한 의도 처리과

정(Ȍhman, 1996)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 결

과를 해석하면, 사회불안장애집단은 기정보

처리단계를 거치면서 자극을 고 자

극으로 타당화하여 후기과정에서 회피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사회불안

장애집단은 기정보처리단계에서 고 자극

을 비타당화하 기 때문에 주의회피양상이 나

타나지 않은 신, 가 평가과정에서 이미

활성화되어버린 ‘ ’ 정서가로 인하여 잠재

자극으로서의 지속 인 후기평가과정

으로서의 주의 탈개입과정이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자극에 한 해석 편향 과정이

임상 수 의 사회불안반응과 임상 수

의 사회불안반응을 결정짓는 요한 요소임을

시사하는 결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여겨진

다. 하지만, 이 역시 추후 연구를 통하여 확증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한,

두 집단이 사회불안의 증상 심각도에서의 차

이가 나는 집단임을 감안하면, 자극에

한 해석편향과정의 차이는 사회불안장애의

발달 악화과정에서 상당히 결정 인 역할

을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구

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불안장

애의 발병 혹은 기에는 모든 사회 자

극이 낮은 자극 즉 자극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자극에

하여 상 으로 낮은 수 의 불안을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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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불안장애집단의 경우 장애 기에는

잠재 자극을 비타당화(invalidation)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하지만, 의 비타당화

과정에서 활성화된 ‘ ’ 정서가는 (자극에

하여 새롭게 재해석하여 과 련된 연

상이 활성화되지 않는 정상집단과 달리) 편도

체 시스템을 간 으로 활성화시킬 것이고,

이는 임상수 의 사회불안증상으로 나타나

게 된다. 하지만, 1) 이러한 편도체 시스템이

반복 으로 활성화되거나 2) 과거의 실패경험,

낮은 자존감, 자신에 한 역기능 신념과

부정 도식이 반복되는 부정 경험이 반복

되게 되면, 사회불안장애집단은 차로

자극도 고 자극으로 해석하는 편향 즉,

타당화(validation)과정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는 임상 수 의 사회불안증상으로 증상이

발달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사회 자극을 한 맥락에

서 평가하지 못하게 되어 가능성을 왜곡

하여 지각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회 철수와

회피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주의회피반응

은 자극에 한 익숙화를 방해하고, 일시 으

로 불안을 감소시킴으로서 부 강화를 유발

하여 편도체의 활성화에 기반한 주의경계반응

을 유발하고, 한편으로는 내 주의 과

정에 진입하게 함으로서 두엽 시스템의 부

정 도식을 강화시키는 두 가지 경로에서 모

두 악순환 과정으로 진입하게 한다.

이러한 에서 보면, 사회불안장애에서는

기의 주의경계과정보다는 해석편향과 이에

향받아 나타나는 후기정보처리과정에서의

주의탈개입과 회피편향이 사회불안장애 발병

과 유지에 결정 인 역할을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해석편향이 주의편향에 미치

는 과정에 한 통합 고려를 통하여 본 연

구는 사회불안장애 특정 인 주의편향기제를

밝 냈다는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미 해

석편향은 상당수의 연구 결과를 통해(Mathews

& Mackintosh, 2000; Mathews, Ridgeway, Cook, &

Yiend, 2007; Salemink, Hout, & Kindt, 2007) 불

안 취약성에 기여하는 요인 의 하나로 여겨

지고 있다. 하지만, 해석편향과 주의편향 기제

를 통합 으로 살펴본 연구가 아직은 미진한

을 고려할 때, 사회불안장애 발병 경로에

한 제안 이에 기여하는 해석편향의 역할

에 한 본 연구의 제안은 추후 지속 인 연

구를 통하여 확증되어야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자극과

립자극을 50%로 몰핑하여 자극을 구성

하여 사용하 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가

수 을 다양화하여 이러한 다양한 가 수

에 따라 주의편향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횡단 연구로 진행되었다는 에서 한

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횡단으로 자극 제

시시간을 80msec 300msec 500msec으로 조작하

여 시간 별 주의양상을 살펴 으로서 시간

별 주의의 변화양상을 간 인 방식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자극에 한 주의양상을

지속 으로 찰한 것이 아니라 단편 으로

스냅사진을 찍듯이 찰한 결과로 어떤 시간

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

다. 물론 이러한 한계 을 보완하기 하여

오랜 시간 동안 축 된 선행연구 결과에서 도

출된 각각의 주의편향요소들의 발생 시간 를

제안한 선행연구(Cisler & Koster, 2010; Ouimet

et al., 2009)에 기 하여 주의편향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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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간 를 선택하 으나, 80msec, 300msec

500msec의 시간 사이에 주의가 어떻게 이동

하 는지를 지속 으로 찰하지 못하 다는

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겠다.

이러한 횡단연구의 단 을 보완할 수 있는 방

안으로는 주의편향훈련을 통하여 특정 주의편

향과정을 강화시킨 이후에 불안증상의 변화

양상을 찰함으로서 불안 취약성에 기여하

는 주의편향의 기제를 밝히는 방법이 있다.

MacLeod, Rutherford, Campbell, Ebsworthy와

Holker(2002)의 연구에서는 자극이 제시되

는 치에 단서를 반복 으로 제시하여

자극으로의 주의편향을 반복 으로 훈련시킨

집단과 성자극으로의 주의편향을 반복 으

로 훈련시킨 집단의 훈련 이후의 스트 스에

한 반응을 비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사회불안장애와 같은 취약집단을 상

으로 증상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실험을 진

행한다는 에서 윤리 인 문제 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단 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

안으로는 안구 추 을 활용한 연구가 있으나,

탐침 탐사과제에서의 감지 반응 시간이 안구

탐사 과제를 통해 측정된 주의가 이동하는 시

간과 정 상 을 보이면서 그 타당성이 입증

된 바(Bradley, Mogg, & Millar, 2000), 공간단서

과제는 어느 정도 타당한 방법이라 하겠다.

둘째, 얼굴표정 자극을 사용하 다는 이

다. 물론 얼굴 표정 자극은 다른 실험연구에

서 사용한 단어나 사물 자극에 비해 생태학

타당도가 높은 자극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사회 상황에서는 얼굴 외에도 다양한

맥락 정보가 제공될 뿐 아니라 표정이 시시각

각 변화한다는 을 감안하면, 실험실 상황에

서 인 인 얼굴표정사진이 얼마나 피험자들

에게 실제상황에서 경험하는 수 의 불안을

유발하여 실제상황에서 보이는 주의양상을 나

타나게끔 했을 지에 해서는 의문이 남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불안장애의 경우, 자

신에게 을 가할 수 있는 권 인 상에

하여 사회 불안을 경험한다는 을 고려

하면 사회불안장애집단에게 원이 되는 정

보는 얼굴 표정 자극보다 상 방이 구인지

즉 정체성(identity)이 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추후에 1) 다양한 맥락과 2)

상 방의 정체성에 한 정보 제공을 통한 다

양한 상황조작을 통하여 재확인하고 재검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학생 집단을 사용하 다는 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 화된 타당화 과정을 거친

심리검사를 활용하고 이의 타당한 단 수를

활용하여 고 사회불안장애집단을 선별하 을

뿐 아니라, 구조화된 진단 면 인 SCID-I을 실

시하여 사회불안장애집단을 선별하 다. 하지

만, 그 상군이 20 반의 학생집단을

상으로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추후

다양한 일반집단에서 재확증해야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실험의 자극으로 정 얼굴 표정

을 사용하지 못하 다는 이다. 인지 편향은

단순히 모호한 상황을 부정 으로 보거나

국 으로 해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정 측면을 평가 하해서 해석하는

경향 역시 간과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Beard

& Amir, 2008),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자극으로

정자극을 포함하여 이들에 한 주의처리과

정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이는 사회불안장

애의 유지와 심화에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 으로서 본 연구의 결과와 통합하는 것

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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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피험자들이 실제 컴퓨터 화면에 제

시된 얼굴자극을 봤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한 추가 차가 실험패러다임 내에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를 들어, 연구자의 지

시 이외에도 실험과제에 자신이 본 얼굴자극

의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별하게 하

는 별(discrimination)과제를 삽입하고 이의

정확도를 확인하여 일정 수 의 정확도에 도

달한 피험자의 자료만을 분석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포함시킴으로서 차와 결과의 타당

성을 확보하기 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자극 신 하나의 자극을 사용

한 것에서 기인하는 제한 이다. 얼굴자극이

단일하게 팝업(pop-up)자극으로 사용됨으로서

무조건 얼굴 자극에 주의가 개입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의개입편향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제한 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보

완하기 해서는 얼굴 자극과 빈 사각형 신

얼굴 형태를 알아 볼 수 없게 흐트러진 얼굴

자극(scrambled face)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서 이

러한 팝업효과를 통제하는 시도가 보완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 편향을 최 한 배제하

기 하여 표 화된 진단 면담 차(SCID-I)와

표 화된 연구 차를 사용하 으나, 진단면담

을 포함한 체 실험을 본 연구자가 진행하

다는 에서 연구자 편향이 개입되었을 소지

를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해 추후

연구에서는 훈련된 다수의 면담원을 두고 연

구 진행요원으로 하여 실험 참가자의 실험

군 혹은 통제군 소속 여부를 알 수 없게 하는

이 맹검(double-blind) 실시 차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의

첫째, 사회불안장애 특정 인 주의편향과정

을 밝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사회불

안장애가 기정보처리단계의 자동 감

지 시스템의 과활성화를 특징으로 하는 다른

불안장애와 달리, /후기정보처리단계에서의

부 응 인 목표 개입 메커니즘의 손상이 병

리의 주 핵심 기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사회불안장애에서 나타나는 주의편향

과정에 미치는 가의 차별 효과를 밝

내고, 나아가 1) 해석편향이 주의편향과정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2) 편도체와 두엽 시스

템이 주의편향기제에 미치는 차별 향 3)

주의편향기제의 임상 기능의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사회불안장애집단과 사회불안장애

집단이 주의편향양상의 차별 양상을 밝 냄

으로서 주의편향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사회

불안장애의 유지와 악화에 기여하는 지를 밝

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넷째, 해석편향이 주의편향과정에 어떻게

여하고 향을 미치는지 밝 내었다. 표정

자극의 난이도 즉 가 수 과 자극 제시

시간 즉 정보 처리 단계를 조작한 본 연구 결

과, 표정 자극의 수 과 자극 제시 시간

에 따라 해석편향 과정의 여 정도가 달라지

고, 나아가 이러한 해석 편향과정이 특정 주

의편향의 과정에 차별 으로 여함으로써 주

의편향과정이 조 되고 나아가 증상의 심각도

역시 조 될 수 있음을 경험 으로 증명해내

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다섯째, 사회불안장애를 설명하는 기존의

‘경계-회피’가설을 제한 을 보완하여 주의 탈

개입의 지연과정과 기능을 ‘경계-회피’ 가설에

통합해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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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탈개입과정이 사회불안장애에서 주의경

계와 회피과정과 어떤 련성을 맺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불안장애의 유지에 어떠한 기여하

는지 그 기능 함의를 통합 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내었다는 에서 의의가 있

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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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al bias in social anxiety: Differential effect of

threat-induced engagement, disengagement and avoidance

Hoon Jung Koo Jung-Hye Kwon

Hanshin University Korea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elucidate attentional bias in social anxiety using a spatial cueing task and to

examine whether attentional biases are differentiated by threat level. The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a

larger sample of about 1500 undergraduates completing the Social Phobia Scale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Those who had scores above the moderate level of social anxiety on these scales and agreed to participate

were assigned to the social anxiety group and those with scores under the mean to the normal control group.

Social anxiety group was divided into clinical social anxiety disorder group and subclinical social anxiety disorder

group using the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 Participants were informed that they would make a

speech to a live video camera in which they would be evaluated for their performance. Next, they completed

the spatial cueing task which assessed the speed of engagement and disengagement from pictorial cues depicting

high-threat, low-threat, or neutral content with three exposure durations (80msec, 300msec, and 500msec).

Firstly, clinical social anxiety disorder group did not show initial vigilance toward high-threat pictures at 80msec

exposure time, but showed difficulty in disengagement at 300msec, which was followed by avoidance for

high-threat pictures at 500msec. Secondly, subclinical social anxiety disorder group did not show any attentional

bias both high-threat pictures. Thirdly, the effect of low-threat on disengagement delay and avoidance was

different between clinical social anxiety disorder group and subclinical social anxiety disorder group: clinical social

anxiety disorder group showed disengagement delay at 300msec and avoidance at 500msec which was same with

attentional bias pattern with high-threat pictures due to negative interpretation bias effect for low-threat stimuli,

but subclinical social anxiety disorder group showed enhanced disengagement delay 500msec instead of

attentional avoidance at 500msec due to threat negation. Implication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 was discussed.

Key words : Social anxiety, engagement, disengagement, avoidance, attentional bi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