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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Decentering and Experiential Avoidance on 
Depression: The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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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decentering and experiential avoidance as reference in 
ACT and MBCT. Furthermore, this study verified the longitudinal mediation to identify the effect of decentering and experi-
ential avoidance on depression. A total of 195 participants (male= 67, female= 125, nonresponse= 3)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three times within an 8-week interval. To test the hypothesis,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s were applied 
to the data. According to the results, decentering and experiential avoidance showed recursive relationship. Although decen-
tering does not have direct effect on depression, experiential avoidance showe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
ship between decentering and depression.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ugges-
tions for furth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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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은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

각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2020년에 우울증은 세계질병과 보건문제의 부담에 있어 두 번째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내놓을 정도로 우울문제 해결이 

임상치료 영역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Murray & Lopez, 

1998), 국내의 전국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서도 전반적인 정신

질환과 함께 우울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접근법으로써 기존의 인지치료에서는 

생활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인지적 오류로 인해 우울한 기분

을 활성화한다고 보고, 역기능적 신념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였으

나(Moon, 2005), 최근에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그 자체보다는 그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정신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가 늘어나고 있다(Yoo, 2011). 이러한 흐름에서 수용중심 치료법은 

기존의 인지행동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험 회피를 감

소시키고, 삶의 질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안적 치료의 필요성이 제

안되면서(Dalrymple & Herbert, 2007) 나타났다. 마음챙김에 기반

한 인지치료(MBCT)와 수용전념치료(ACT)는 수용중심치료로서 

경험의 수용과 맥락의 변화를 도모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Kwon & Jung, 2014), 이 접근들에서는 생각이나 감정과 같은 사적 

경험(private experience)의 내용을 바꾸기보다 그에 대한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에 역점을 둔다고 한다(Moon, 2005). 즉, 심리적 수

용의 촉진을 통해 생각을 생각으로, 감정을 감정으로 자각하여 탈

중심화(decentering)되고 선택한 행동에 전념하도록 돕는 것

(Moon, 2005)이 이 치료들의 핵심 과정이다.  

수용중심치료에서의 핵심변화기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탈

중심화란 즉각적인 자기 경험에서 한 발짝 떨어져 봄으로써 ‘현실’

과 ‘자신이 해석한 현실’ 간의 차이를 보고 그 경험을 구성하는 과

정에 자기 자신이 개입하고 있음을 관찰하는 과정이다(Sanfran & 

Segal, 1990; as cited in Kim, 2008). 즉, 현실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경험하는 것을 탈중심화라 할 수 있다(Sanfran & 

Segal, 1990, p. 6). 또한 탈중심화는 현재에 집중하고 개인적인 판단

을 피하며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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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resco, Moore, Dulmen, Segal & Teasdale, 2007). 더 나아가, 

Sanfran과 Segal(1990)은 탈중심화가 모든 심리치료 이론에서 보편

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렇기에 탈중심화와 유사한 

개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한

다면 탈중심화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인

지치료의 창시자인 아론 벡(Aron Beck)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는 과정을 가리켜 거리두기(distancing)

라고 표현하였다(Hayes & Smith, 2005/2010, p.136). 또한 탈동일시

(disidentification)란 문제와 자기존재를 분리시키는 것으로서 자

기 동일시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며, 동일시하던 감정이나 생각에 

묶여있던 에너지가 해방되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

(Assagioli, 1965; as cited in Sung, 2006)으로 탈동일시도 탈중심화

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ACT의 핵심요소인 

인지적 탈융합 기법(cognition defusion techniques)이다(Hayes & 

Smith, 2005/2010, p.169). 수용전념치료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바

라보기’보다는 ‘생각을 통해서 볼’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Hayes & Smith, 2005/2010, p.167). 따라서 인지적 탈융합 기법이

란 생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보도록 하는 방법으로, 탈중

심화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Cho(2011)는 탈중

심화는 마음챙김과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

다. Kabat-Zinn(2005/2013, p.27)이 제시한 정의를 살펴보면, 마음

챙김은 특별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하며, 의도적으

로 시비를 가리지 않고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하

였다. 이는 탈중심화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사고의 탈동일시, 반

응의 탈자동화, 자기수용 중에서 자기수용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Kim, Lim & Kwon, 2010). 

한편, 경험 회피란 한 사람이 신체적 감각, 정서, 사고, 기억, 행동

적 경향성 등과 같은 특정한 사적 경험들과 접촉하여 머물지 않고,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형태와 빈도, 그리고 그것이 일어난 맥락들

을 바꾸려는 조치를 취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Hayes et al., 

1996). 쉽게 말하면, 경험 회피는 신체 감각, 정서, 사고, 걱정, 기억 

같은 부정적으로 평가된 사적 사건을 회피, 억제 또는 변화시키려

는 시도를 의미한다(Hayes et al., 1996). 이 시도에는 원하지 않는 

생각, 느낌, 감각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 사적인 

사건들을 기꺼이 경험하기를 꺼림, 사적 사건을 통제하거나 회피하

려는 노력 등이 있다(Hayes et al., 1999). 반면, 수용이란 “사건을 온

전히 그리고 방어하지 않고 경험하는 것(Hayes, 1994, p.30)”으로

서, 경험 회피와 상반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심리적 수용은 경험 회

피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개인으로 하여금 특별히 부정적으로 평

가되는 사적 경험들을 반드시 바꾸거나 회피할 필요 없이 기꺼이 

충분하게 접촉하도록 격려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Hayes, 2004). 

즉, 심리적 수용과 경험 회피는 상반되는 개념이지만 분리하여 설

명할 수 없다. 

이러한 치료요인을 상정한 수용전념치료(ACT)나 마음챙김에 

기반한 인지치료(MBCT)와 같은 제3의 인지행동치료가 등장한 이

후, 본 치료방법을 적용한 효과성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많이 이루

어져왔다. 그 결과 여러 연구에서 수용중심치료가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동일하게 보고하고 있다(Cho, 2012; Hayes et al., 

2006; Kim & Park, 2014; Kim & Son, 2012; Kuyken et al., 2008; 

Kwon & Jung, 2014; Lee, 2008; Ma & Teasdale, 2004; Segal et al., 

2002/2006; Teasdale et al., 2000).  

제3의 인지행동치료가 우울증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기제를 

살펴보면, MBCT와 ACT에서는 정서장애치료를 촉진하는 대안적 

기법으로 ‘알아차림’을 강조하는데, 이는 의식 없는 자동조종 양식

(mindless autonomic pilot mode)에서 탈중심화되어 지금-여기에 

존재하는 것을 자각하고, 이를 통해 사적 경험에 대한 수용을 증진

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Teasdale et al., 1995). 또한 Teasdale(1999)

과 Hayes(2004)는 탈중심화가 정서, 인지,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았으며, 특히 탈중심화가 수용행동과 정적상관을 보이고 체험 

회피를 감소시킬 것으로 검증한 연구가 있었다(Kim, Lim & Kwon, 

2010; Kurihara, Hasegawa, & Nedate, 2010). ACT에서는 우울한 감

정을 비롯한 자기 부정적 생각, 기억, 신체 감각 등과 같은 개인 내적

인 경험들을 통제하려 애쓰는 노력이 오히려 더 큰 절망감과 우울

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자신의 내적 경험에 대해 지금 이 순간을 있

는 그대로 자각하고, 판단하지 않으면서 관찰하고 수용하는 마음챙

김(mindfulness)을 통해 경험에 대한 회피를 낮춘다고 보았다(Kim 

& Park, 2014). 이에 Kim(2014)의 연구에서는 탈중심화가 경험 회피

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러나 

Kim(2008)의 연구에서는 자기관찰이 우울에 대처하는 적응적인 

방략이 되기 위해서는, 탈중심화에서 강조되는 자신에 대한 비판단

적이고 수용적인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우울

한 사람들은 자기에 관한 생각과 관찰을 많이 하지만, 이러한 자기

관찰이 가혹한 평가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우울을 오히려 강

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우울증에 

대한 제3의 인지행동치료의 효과 연구는 다양한 과정 변인을 고려

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그 연구들로는 Zettle, Rains와 Hayes(2011)

가 수용 행동,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과정변인으로 연구하였고, 

Forman 등(2007)은 우울증에 대한 ACT 치료 과정 변인으로 수용 

행동과 마음챙김을 상정하여 우울증에 대한 ACT의 효과를 매개

하는 변인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치료요인의 개념에 대한 이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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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Cho, Chai와 Choi(2009)도 수용이 

마음챙김의 독립된 구성요소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

하였다. 마음챙김은 경험 회피의 반대되는 측면(ex. 경험의 수용)을 

일정 부분 포함하는 것과 동시에, 경험 회피와 구분 되는 다른 측면

들도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 본다. 하지만 Brown과 Ryan(2003)은 

마음챙김을 현재의 경험이나 당면한 현실에 대한 주의와 자각의 증

진으로 간주하고, 수용은 그 부산물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자들 사이에서 탈중심화와 경험 회피의 선

후관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그 의견도 다소 차이를 

보이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변인을 다루는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아마도 그러한 이유로 실제 치료의 효과성 연구

에 사용되었던 MBCT프로그램과 ACT프로그램의 순서를 살펴보

면, 치료자마다 순서를 달리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즉, 경험 회피와 탈중심화를 각각 상승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의 구성은 이 두 변인 간 선후 관계를 고려하기보다 프로그램 진행

의 용이성을 고려하거나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과 유사하

게 활동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탈중심

화와 경험적 회피간의 관계가 어떠한 순서로 발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을 적용하였다. 종단자료를 통해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횡단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할 시에는 변수들 간의 

상관적 관련성은 추론할 수 있지만 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추정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Youn & Cho, 2014). 그러므로 변인 

간 인과관계를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반복측정에 기반

을 둔 종단자료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MBCT와 ACT프로그램은 우울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치료 프로그램에서 주요변화기제인 

탈중심화와 경험 회피가 우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기존에 경험 회피와 우울의 인과관계는 여러 연

구에 의해 검증이 되어 왔으나, MBCT와 ACT프로그램에서 사용

되는 탈중심화와 경험 회피 두 변인을 모두 사용하여 우울을 예측

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탈중심화와 경험 회피의 

선후 관계를 탐색한 후, 이 두 변인이 우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종단적 매개모형(Longitudinal mediation model)을 통해 검증

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경험적 회피는 탈중심화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탈중심화는 경험적 회피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경험적 회피와 탈중심화는 상호순환 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경험 회피가 우울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탈중심화가 우울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경험 회피는 탈중심화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우울에 종단적

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탈중심화는 경험 회피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우울에 종단적

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경남, 부산, 경기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1차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총 422명이었고, 2차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총 239명, 3차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총 214

명이었다. 2차 설문참여안내는 1차 설문조사에서 불성실하게 응답

한 22명을 제외한 400명에게 이루어졌다. 1차에만 참여한 사람은 

164명, 1차와 2차 참여자는 44명, 1차와 3차 참여자는 19명, 1차부

터 3차까지 모두 참여한 참여자는 195명이었다.

연구 참여에 탈락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집단을 나누어 ANOVA를 실시하였다. 집단

은 1차만 참여한 집단, 1차와 2차만 참여한 집단, 1차와 3차만 참여

한 집단, 1차부터 3차까지 모두 참여한 집단 총 4집단으로 나누어 

각 변인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연구 참여자

의 초기치인 1차 설문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인인 우울, 탈중심화, 경험 회피의 집단 간 차이는 유의

하지 않았다, F(3, 418)=1.69, p>.05; F(3, 418)=2.54, p>.05; F(3. 

418)=1.29, p>.05. 변인 간 차이가 집단별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설문참여 탈락의 원인이 우울, 탈중심화, 경험 회피 성향이 높거나 

낮기 때문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1차만 참여한 자료, 1차와 

2차만 참여한 자료, 1차와 3차만 참여한 자료에서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1차부터 3차까지 모두 참여

한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1차부터 3차까지 모두 참여한 사람의 평균 연령은 21.70세

(SD=8.21), 연령 범위는 만 18–30세였고, 195명 중 남학생 67명, 여

학생 125명, 무응답 3명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측정도구로는 탈중심화, 경험 회피,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

고식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질문지 실시에 앞서 3차례에 걸쳐 실시

할 종단연구임을 알리고, 이에 동의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질문지

가 제공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척도들은 분석에 앞서 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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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s 21.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이 이루어졌다. 

탈중심화 척도(Experience Questionnaire, EQ)

Fresco와 Segal(2007) 등에 의해 개발되고 Kim(2008)이 번안 및 타

당화한 탈중심화 척도(EQ)를 사용하여 탈중심화를 측정하였다. 

탈중심화 척도는 MBCT의 중요 기제로 가정된 탈중심화를 측정하

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형 척도이다. 이 척도는 단일 요인에 총 11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내용이 자신의 경험과 일치

하는 정도에 따라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한다. 본 연구는 수용과 탈

중심화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EQ척도에서 

수용을 나타내는 문항을 제외하여 탈중심화만을 측정할 수 있는 4

문항을 선정하여 탈중심화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EQ

의 내적 합치도(Cronbach’s)는 세 시점에서 각각 .76, .80, .85이었다.

수용-행동 질문지Ⅱ(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Ⅱ, 

AAQ-Ⅱ)

Hayes, Strocahl과 Wilson(2004) 등이 개발한 AAQ-I을 Bond 

(2011)가 수정·보완하고, Heo, Choi와 Jin(2009)이 타당화한 수용-

행동 질문지Ⅱ(AAQ-Ⅱ)를 이용하여 경험 회피를 측정하였다. 이 척

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Likert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문항을 합산하였을 때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경험

을 회피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성, 즉 경험 회피의 경향이 크다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AAQ-Ⅱ의 내적 합치도(Cron-

bach’s)는 세 시점에서 각각 .84, .83, .86이었다. 

한국 우울증 척도(Korea Depression Scale, KDS)

Lee와 Rhee(2003)가 개발한 한국 우울증 척도(KDS)를 사용하여 

우울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 생각 차원, 자기

에 대한 부정적 생각 차원, 걱정 및 초조 차원, 우울 기분 차원, 신체

화 증상 차원, 의욕상실 차원의 6개의 하위요인으로, 각 요인당 5문

항씩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에서 4점의 Likert척도

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KDS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 1차에서는 5요인, 2차에서는 4요인, 3차에서는 4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라 4요인으로 설정하고, 자료에서 

유사하게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을 제외하여, 총 12문항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제외된 하위요인에 대해 고찰해 본 결과, Segal, Williams와 

Teasdale(2002)은 우울증의 재발에 대한 연구과정에서 자신과 세

상에 대한 부정적 생각으로 이루어진 역기능적 태도가 우울을 유

발한다는 Beck(1967)의 가정을 뒤집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생각

이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기분이 생각에 영향을 미친

다.’는 관점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부정적 생각을 가지는 사람 

전부가 우울한 기분을 겪지는 않지만, 우울한 기분을 겪는 사람들

은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여, 한국 우울증 척도의 6요인 중 미래에 대

한 부정적 생각 차원을 제외하였다. 그러나 자기에 대한 부정적 생

각차원은 제외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주요우울장애(Major De-

pressive Disorder)의 진단기준에서는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

적절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우울증을 진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기에 대한 부정적 생각차원에는 ‘자신에 대

해 무가치하고 창피스럽게 느낀다.’, ‘내 삶은 허무하고 무의미하다.’
와 같은 문항들이 있다. 

또한 ‘이유 없이 오랜 시간 동안 걱정을 한다’, ‘나는 무섭고 거의 

공포상태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된 걱정이나 초조 차원은 주요

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보다는 범불안장애(Gener-

alized anxiety Disorder)의 진단기준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울보다는 불안을 더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걱정 및 초조 차원도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하위요인을 무가치

감, 우울기분, 신체화증상, 의욕상실의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KDS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순서

대로 1차에서 .89, .79, .70, .84, 2차에서 .88, .82, .75, .85, 3차에서 .91, 

.84, .79, .83이었고,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세 시점에서 

각각 .90, .93, .93이었다.

분석방법(절차)

본  연구는  경상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 B)의  승인

(GIRB-A15-Y-0003)을 받아 경남, 부산 경기 지역의 대학생 및 일

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단기종단연구로써 총 3번

에 걸쳐 동일한 설문지를 실시했다. 1차 설문조사는 2015년 1월 1일

부터 약 2주에 걸쳐 이뤄졌으며, 2차와 3차 설문조사는 처음 설문

에 참여한 날로부터 약 8주 간격으로 이루어졌다. 1차 설문조사는 

연구에 대한 안내를 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

뤄졌다. 이후 2차 설문조사는 설문지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고, 

3차 설문조사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되었다. 종단연구의 특성

상 동일한 대상이 반복적으로 참여해야하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

프라인간의 결과 차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 최소한 

대등한 수준의 데이터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Lee &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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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와 온라인 조사와 오프라인조사 표본의 유사성을 분석한 결

과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Nam, 2008)는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와 3차의 참여를 용이하도록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을 동시에 채

택하여 설계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1.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자료점검 및 정상성 검증, 빈도분석,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하였다. 

또한 종단 자료를 이용해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을 결정

하는 데 유용한 분석방법인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종단적 매개모형을 이용하였다.

문항묶음(Item Parceling) 

문항묶음이란 구조방정식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에서 문항점수 대신에 문항묶음 한 점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

한다. 여기서 문항묶음 점수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문항을 더한 

점수나 평균점수를 의미한다(Bandalos, 2002). 구조방정식모델

(SEM)은 측정오차를 분석에 반영한다는 장점을 가졌으나, 각 구

성개념에 대한 설문문항의 수가 많을 경우 모델의 주요 적합도 지

수들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 하나의 해결 방법으로 문항묶음이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다(Cho & Kang, 2007). 

Bandalos와 Finney(2001)와 Bandalos(2002)는 문항묶음 사용

이 지지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 근거로는 첫째, 척도의 신뢰도

를 증가시킨다. 둘째, 보다 연속적이고 다변량 정규분포에 근접하

는 분포가 얻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모델이 간명해지므로 

상대적으로 작은 표본일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해진다. 넷째, 모델

의 적합도 지수들이 좋아진다(Cho et al., 2007). 결국, 문항묶음은 

보다 적은 모수를 추정하는 결과를 낳으며 표본 크기 비율에 더 최

적의 변인이 될 뿐 아니라 보다 안정적인 모수추정이 가능하다

(Bagozzi, Edwards, 1988; Bagozzi, Heatherton, 1994). 문항묶음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적용하기 전에 구성개념의 단

일차원성(unidimensionality)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Cho et 

al., 2007). 단일차원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항목 묶음을 실시한

다면 원래의 요인이 구조가 애매진다거나 가려질 위험이 있다

(West et al., 1995).

본 연구에서는 수용-행동 척도(AAQ-Ⅱ)가 하위요인이 없는 단

일차원의 척도이므로 요인부하량 값이 유사하게 묶이도록 문항을 

나누어 임의로 3개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검증

1차, 2차, 3차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탈중심화, 경

험 회피, 우울 간의 인과관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자기회귀교차

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사용하였다. 자기

회기교차지연 모형이란 각각 동일한 변인의 t-1시점의 값으로부터 t

시점의 값을 예측하여 얻어진 자기회귀(autoregressive) 계수와 한 

변인의 t-1시점의 값으로부터 다른 변인의 t시점의 값을 예측하여 

얻어진 교차지연(cross-lagged) 계수를 추정하는 모형(Sin, Jung & 

Lee, 2008)이며, 측정오차를 통제한 상태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한다(Kim, Kim & Hong, 

2009).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의 분석을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측

정 동일성과 경로 동일성 그리고 오차 공분산 동일성이 성립해야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대다수의 연구에서 측정 동일성 가정, 경

로 동일성 가정, 경로 동일성 가정 순으로 분석함에 따라 본 연구에

서도 ‘측정 동일성1)→경로 동일성2)→오차 공분산 동일성3)’ 순서로 

검증하였다. 

각 모형은 서로 내재된(nested) 관계이므로 모형비교에 χ2차이검

증을 적용할 수 있지만, χ2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므로, RMSEA

와 TLI, CFI지수도 함께 사용하였다. χ2차이검증은 Byrne(2001)의 

제안에 따라 비교하는 두 모형은 Δχ2이 Δdf과 비교하여 .05 수준에

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면, 더 간명한 모델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차

이가 유의미할 경우에는 df가 높은 모형이 자료를 상대적으로 더 

잘 설명한다고 보아, 복잡한 모형을 선택하였다. 그 외의 합치도 지

수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CFI의 값이 .01만큼 줄

어들거나(Cheung & Rensvold, 2002), TLI의 값이 .02만큼 작아지

거나(Vandenverg & Lance, 2000), RMSEA의 값이 .015보다 많이 

커졌을 때는 모형의 합치도가 유의미하게 나빠졌다고 해석하였다

(Chen, 2007). 합치도 지수가 유의미하게 나빠진 경우에는 비교 모

형 중 보다 더 복잡한 모형이 자료를 상대적으로 더 잘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복잡한 모형을 선택하였다. 반면 합치도 지수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을 때에는 비교하는 두 모형 중 간명한 모형

이 채택되었다. 

또한 종단적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Cole과 Maxwell(2003)

이 제안한 종단적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측정 동일성, 경로 동일성, 오차 공분산 동일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1)  각 시점에서 측정한 변수가 동일한 개념인지 검증하기 위한 방법.
2)  각 잠재변수의 회귀계수가 시간에 따라 동일한지 검증하는 방법.
3)  각 잠재변수가 가지는 관련성이 진정한 의미의 관련성인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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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e과 Maxwell(2003)이 종단적 매개효과검증을 위해 제안한 절

차의 안정성(stability), 정상성(stationary), 평형성(equilibrium) 가

정과 동일하며, 안정성 가정은 자기회귀계수에, 정상성 가정은 교

차회귀계수에, 평형성 가정은 오차 공분산에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단적 매개모형을 검증한 이후, 변인들 간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사용하였다. 

검증결과는 Shrout와 Bolger(2002)의 제안에 따라 95% 신뢰구간

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미하다고 해석하였다.

결 과

각 변인별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차에서 3차 걸쳐 실시한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1

에 제시하였다. 

또한 탈중심화, 경험 회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

석(Pearson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탈중심화와 경험 

회피, 탈중심화와 우울간의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경험 회

피와 우울 간에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Table 1). 

탈중심화와 경험 회피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본 연구는 탈중심화와 경험 회피의 관계에 관한 세 가지 가설(가설

1, 2, 3)을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이용하여 통합적으로 검증하

고 상호 영향력을 비교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 (160, N=195)=269.233, TLI=  

.941, CFI = .955, RMSEA= .059 (90% 신뢰구간 .047–.071), 

SRMR= .055로 전반적으로 수용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 

Table 2).  

먼저 각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적재치(al, a2, b1, b2)를 각 시점별

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하는 측정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두 번

째로 자기회귀계수(A, B)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하는 경로 동일

성 검증이 이루어졌고, 세 번째로 교차회귀계수(C, D)에 동일성 제

약을 가한 경로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오차 공분

산 사이(E)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이 실시

되었다(Figure 2). 이러한 연구모형의 형태 동일성 검증 결과는 Ta-

ble 3과 같다. 

모형의 동일성 검증 결과(Table 3)를 살펴보면, 오차 공분산 동일

성 검증(E)에서 유일하게 Δχ2가 Δdf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따라서 오차 공분산 동일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Table 1.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Pearson Correlations of Decentering, Experiential Avoidance, Depression (N = 195)

1 2 3 4 5 6 7 8 9

1 -

2 .70*** -

3 .60*** .65*** -

4 -.43*** -.43*** -.47*** -

5 -.47*** -.45*** -.44*** .75*** -

6 -.42*** -.48*** -.57*** .71*** .72*** -

7 -.35*** -.25** -.34*** .61*** .53*** .55*** -

8 -.29*** -.29*** -.28*** .59*** .64*** .58*** .64*** -

9 -.32*** -.29*** -.36*** .48*** .52*** .65*** .64*** .71*** -

M 11.49 11.83 12.11 32.18 32.28 32.82 7.12 9.11 22.22
SD 2.85 3.13 3.22 8.53 9.29 9.29 7.2 8.23 9.09

Note. 1 = 1st Decentering; 2 = 2nd Decentering; 3 = 3rd Decentering; 4 = 1st Experiential Avoidance; 5 = 2nd Experiential Avoidance; 6 = 3rd Experienctial 
Avoidance;  7 = 1st Depression; 8 = 2nd Depression; 9 = 3rd Depression.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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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동일성(D)까지 충족한 모형 6을 채택하였다. 모형 6의 검증 결

과,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의 적합도는 χ2 (178, N=195)=305.239, 

TLI= .939, CFI= .948, RMSEA= .061 (90% 신뢰구간 .049–.072)로 

자료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회기 교차지연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하므로, 각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계수(regression weights)를 검토하였다(Figure 3). 

그 결과, 경험 회피가 탈중심화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했으며(가설 

1), β= -.18, -.16, p< .001, 탈중심화가 경험 회피에 미치는 경로도 유

의했다(가설 2), β= -.16, -.15, p< .001.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에 

이르는 교차회귀계수가 모두 유의하였으므로, 탈중심화와 경험 회

피 간의 상호순환적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가설 3). 

이는 경험 회피가 증가하면 탈중심화 수준이 떨어지는데 영향을 

미치고, 탈중심화 수준이 떨어지면 경험 회피가 증가하는데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경험 회피 수준이 낮을수록 탈

중심화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탈중심화 수준이 높으면 경험 회피

는 덜 할 것을 의미한다. 결국 경험 회피와 탈중심화는 상호순환적

인 관계로서, 악순환이나 선순환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

Figure 1. Measurement model (standardized coefficient). Figure 2.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invariance constraints.

Table 2. Measurement Model Fit

χ2 df p TLI CFI RMSEA (90% Confidence interval) SRMR
269.233 160 .000 .941 .955 .059 (.047–.071) .055

Note. N = 195.

Table 3. Invariance Verification (Measurement, Path, Error)

Model χ2 (df) TLI CFI RMSEA (90% Confidence interval)

Base-line Model 293.135 (164) .932 .947 .064 (.052–.075)
1. Measurement Invariance (a) 301.317 (168) .932 .946 .064 (.052–.075)
2. Measurement Invariance (b) 303.799 (174) .936 .947 .062 (.050–.073)
3. Path Invariance (A) 303.808 (175) .937 .947 .062 (.050–.073)
4. Path Invariance (B) 305.166 (176) .937 .947 .062 (.050–.073)
5. Path Invariance (C) 305.177 (177) .938 .948 .061 (.049–.073)
6. Path Invariance (D) 305.239 (178) .939 .948 .061 (.049–.072)
7. Error Invariance (E) 316.768 (179) .934 .944 .063 (.051–.074)

Note. (a)(A) = Experiential Avoidance; (b)(B) = Decentering; (C) = Experiential Avoidance → Decentering; (D) = Decentering → Experiential Avoid-
ance.
N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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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된다.

탈중심화와 경험 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

탈중심화와 경험 회피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결과, 두 변인은 서로 

상호적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4, 가설 5, 

가설 6, 가설 7을 검증하기 위한 종단적 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 (437, N =195) =722.755, 

TLI= .920, CFI= .934, RMSEA= .058 (90%의 신뢰구간 .050–.065), 

SRMR= .055로 전반적으로 측정모형이 자료에 잘 적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Figure 4, Table 4). 

먼저 각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적재치(a, b, c)를 각 시점 별로 동일

하게 제약을 가하는 측정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자

기회귀계수(A, B, C)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하는 경로 동일성 검

증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로 교차회귀계수(D, E)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네 번째로 오차 공분산 사이

(F, G, H)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이 실시되

었다(Figure 5). 

가설 6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의 동일성 검증 결과(Table 5),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H)에서 유일하게 Δχ2가 Δdf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따라서 오차 공분산 동일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여, 오차 공분산 동일성(G)까지 충족한 모형 10을 채택하

였다. 그 결과,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의 적합도는 χ2 (476, N=195) 

=838.751, TLI= .907, CFI= .916, RMSEA= .063 (90% 신뢰구간 

.056–.070)로 자료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회피가 탈중심화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했다(가설 1), β=  

-.16, -.15, p< .01. 하지만 탈중심화가 우울에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

지 않았고(가설 5), β= .00, .00, p>.05, 경험 회피(1차)가 우울(3차)

에 미치는 경로도 유의하지 않았다(가설 4), β= .07, .p>.05. 따라서 

경험 회피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탈중심화의 매개효과

Figure 4. Measurement model (standardized coefficient).Figure 3.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Table 4. Measurement Model Fit

χ2 df p TLI CFI RMSEA (90% Confidence interval) SRMR
722.755 437 .000 .920 .934 .058 (.050–.065) .055

Note. N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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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의하지 않았다(가설 6) (Figure 6).

이는 8주 전의 탈중심화의 수준이 8주 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 미미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험 회피를 덜함으로써 탈 중심

화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우울하지 않을 것을 예측하기는 어

렵다.

한편, 가설 7을 검증하기 위해 다시 설정한 모형의 동일성 검증 

결과(Table 6)를 살펴보면,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H)에서 유일

하게 Δχ2가 Δdf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따라서 오차 공분산 

동일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오차 공분산 동일성

(G)까지 충족한 모형 10을 채택하였다. 모형 10의 검증 결과, 자기회

귀교차지연 모형의 적합도는 χ2 (476, N=195) =828.039, TLI= .910, 

CFI= .919, RMSEA= .062 (90% 신뢰구간 .055–.069)로 자료를 적

절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하므로, 각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

계수(regression weights)를 검토하였다(Figure 7). 그 결과, 탈중심

화가 경험 회피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했다(가설 1), β= -.17, -.17, 

p< .001. 또한 경험 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경로도 유의하였다(가설 

4), β= .14, .13, p< .05. 그러나 탈중심화(1차)가 우울(3차)에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가설 5), β= -.09, p>.05. 

이는 높은 탈중심화 수준이 경험 회피를 하는 경향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고, 경험 회피를 덜할수록 우울 수준을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16주 전의 탈중심화 수준

이 16주 후의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했다.

대안모형 설정

본 연구는 경쟁모형 없이 제안모형만을 추정하는 단일연구 모형을 

Table 5. Invariance Verification (Measurement, Path, Error)

Model χ2 (df) TLI CFI RMSEA (90% Confidence interval)

Base-line Model 811.159 (453) .904 .917 .064 (.057–.071)
  1. Measurement Invariance (a) 819.066 (457) .904 .916 .064 (.057–.071)
  2. Measurement Invariance (b) 821.050 (463) .906 .917 .063 (.056–.070)
  3. Measurement Invariance (c) 834.054 (469) .905 .916 .063 (.056–.070)
  4. Path Invariance (A) 834.082 (470) .906 .916 .063 (.056–.070)
  5. Path Invariance (B) 836.697 (471) .905 .916 .063 (.056–.070)
  6. Path Invariance (C) 837.113 (472) .906 .916 .063 (.056–.070)
  7. Path Invariance (D) 837.167 (473) .906 .916 .063 (.056–.070)
  8. Path Invariance (E) 837.171 (474) .907 .916 .063 (.056–.070)
  9. Error Invariance (F) 838.685 (475) .907 .916 .063 (.056–.070)
10. Error Invariance (G) 838.751 (476) .907 .916 .063 (.056–.070)
11. Error Invariance (H) 843.963 (477) .906 .915 .063 (.056–.070)

Note. (a)(A) = Experiential Avoidance; (b)(B) = Decentering; (c)(C) = Depression; (D) = Experiential Avodance → Decentering; (E) = Decentering → 
Depression; (F) = Decentering ↔  Depression; (G) = Experiential Avoidance ↔  Depression; (H) = Experiential Avoidance ↔Decentering.
N = 195.  

Figure 5. Longitudinal mediation invariance constraints.

Figure 6. Longitudinal mediation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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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였으나, 제안모형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탈중심화에서 우울

로 가는 직접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모형에서 

오설정된 것을 토대로 모형을 재설정하는 사후적 모형수정(post-

hoc model modification) 방법을 통해 대안모형을 구축하였다. 

탈중심화(1차)에서 우울(3차)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를 제거

한 대안모형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안모형과 대안모형을 

비교하였다. 두 모형은 내포되어 있으므로 χ2차이검증을 통해 비교

할 수 있으며, χ2의 값이 적을수록, df값은 클수록 좋은 모형이다. 그

러므로 χ2의 차이 값이 자유도의 차이값을 보상할 만큼 충분히 크

면 자유도가 작은 모형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자유도가 

큰 쪽이 좋은 모형이다.

자유도 1차이에서 χ2의 차이가 3.84 이상이면 유의확률 .05 수준

에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제안

모형이 χ2 (476, N =195) =828.039, 대안모형은 χ2 (477, N =  

195)=83.115로 나타나, 자유도 1차이에서 χ2의 차이가 2.076이므

로 두 모형 사이의 χ2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Δχ2 =2.076, Δdf =1, p= .15. 즉, 최초 제안모형에서 1개의 경로를 제

거하였으나 전반적인 부합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손실

은 보지 않으면서 모형의 간명성은 더욱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유도가 큰 대안모형이 더 선호되며, 결과적으로 본 연구

에 더욱 적합한 모형은 대안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간접효과 검증

본 연구는 탈중심화와 우울의 관계에서 경험 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조모형에서 변수들 간의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통계

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

시하였다. 부트스트랩은 매개효과의 표준오차에 대한 정확한 추정

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부트스트랩 실행을 위해 원자료

(N=195)에서 무선표집으로 생성된 1,000개의 자료 표본이 모수추

정에 사용되었고, 신뢰구간은 95%으로 설정하였다.

AMOS는 한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들을 합하여 보고한

다. 그러므로 특정변인과 관련되는 특정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를 알아보기 위해 user-defined estimand를 이용한 부트스

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탈중심화(1차)가 우울(3차)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

하였으며, β= -.03 (-.07~-.01), p< .01, 탈중심화 1차 → 경험 회피 2차 

→ 우울 3차 경로의 개별적 효과를 파악한 특정간접효과도 유의하

Table 6. Invariance Verification (Measurement, Path, Error)

Model χ2 (df) TLI CFI RMSEA (90% Confidence interval)

Base-line Model 794.524 (453) .908 .921 .062 (.055–.069)
  1. Measurement Invariance (a) 797.345 (459) .910 .922 .062 (.054–.069)
  2. Measurement Invariance (b) 805.571 (463) .910 .921 .062 (.055–.069)
  3. Measurement Invariance (c) 818.154 (469) .909 .919 .062 (.055–.069)
  4. Path Invariance (A) 819.067 (470) .910 .919 .062 (.055–.069)
  5. Path Invariance (B) 819.373 (471) .910 .920 .062 (.055–.069)
  6. Path Invariance (C) 823.085 (472) .909 .919 .062 (.055–.069)
  7. Path Invariance (D) 823.155 (473) .910 .919 .062 (.055–.069)
  8. Path Invariance (E) 826.929 (474) .909 .919 .062 (.055–.069)
  9. Error Invariance (F) 827.506 (475) .910 .919 .062 (.055–.069)
10. Error Invariance (G) 828.039 (476) .910 .919 .062 (.055–.069)
11. Error Invariance (H) 835.665 (477) .908 .917 .062 (.055–.069)

Note. (a)(A)=Decentering; (b)(B)=Experiential Avoidance; (c)(C)=Depression; (D)=Decentering → Experiential Avoidance; (E)=Experiential Avoid-
ance → Depression; (F)=Experiential Avoidance↔Depression; (G)=Decentering↔Depression; (H)=Experiential Avoidance↔Decentering.
N = 195.  

Figure 7. Longitudinal mediation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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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β= -.074 (-.177~-.020), p< .01.

논 의

본 연구는 ACT나 MBCT에서 주로 사용되는 치료적 요인들의 종

단적 관계를 살펴보고, 이 치료적 요인들이 우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치료법들이 제안하고 있는 치료적 

요인들을 살펴보면 탈중심화와 수용 즉, 경험 회피가 있었다. 하지

만 이 치료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이라는 효과성 연구(Cho, 2012; 

Hayes et al., 2006; Kim & Park, 2014; Kim & Son, 2012; Kwon & 

Jung, 2014; Kuyken et al., 2008; Lee, 2008; Ma & Teasdale, 2004; 

Segal et al., 2002/2006; Teasdale et al., 2000)에 비해, 치료이론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치료요인이 우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계성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리적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예방요인인 탈중심화와 심

리적 경직성을 증가시키는 유발요인인 경험 회피의 관계가 어떠한 

순서로 발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autore-

gressive cross -lagged model)을 적용하였고, 이 두 변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 매개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Teasdale(1995)은 탈중심화되어 지

금-여기에 존재하는 것을 자각하고 이를 통해 사적 경험에 대한 수

용을 증진시킨다고 하였으나, Kim(2008)은 자기관찰이 우울에 대

처하는 적응적인 방략이 되기 위해서는 수용적인 태도가 선행되어

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탈중심화와 경험 회피의 관

계에 대해 언급한 연구자들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수용이 마음챙김의 독립된 구성요소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Cho et al., 2009)는 점으로 볼 때, 경험적 회피와 탈중

심화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각 치료적 요인에 대한 선후관계 뿐 

아니라 구성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폭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Jung과 Kwon(2013)의 연구에서 탈중심화는 특히 우울증의 인

지치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는 등 탈중

심화는 우울과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우울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

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반면, 경험 회피는 우울과 정적인 관계를 보

이고 있으며, 우울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많은 연구에서 검

증되어 왔다. 이에 따라 탈중심화와 경험 회피를 우울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이 두 변인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우울

을 악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지 종단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두 치료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보고, 치료를 구성할 때 이론적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중심화, 경험 회피, 우울을 측정한 문항들이 각각에 해당

하는 잠재변인을 3번의 측정시기에서 모두 동일하게 측정하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 동일성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탈중심화, 경

험 회피, 우울의 측정 동일성 검증에서 모두 적절한 합치도를 보였다. 

 둘째, 탈중심화, 경험 회피, 우울의 자기회귀계수에 제약을 주어 

경로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세 변인 모두 동일성 가정이 충족

되었으며, 이는 이전 시점의 한 변인이 다음 시점에 일관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탈중심화, 경험 회피, 우울 간의 교차회귀계수에 제약을 주

어 경로 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모형에서 경로 동일성이 

충족되었다. 이는 시간이 변하더라도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게 미치

는 영향력은 일관적임을 의미한다. 

넷째, 탈중심화, 경험 회피, 우울의 잔차에 제약을 주어 오차 동일

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세 모형 전부 탈중

심화와 경험 회피의 잔차 간 동일성 제약을 주었을 때 오차 동일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탈중심화와 경험 회피의 오차 

동일성 제약을 가하기 이전 모형이 채택되었다.

다섯째, 경험 회피가 탈중심화에 영향을 미친다(가설 1)와 탈중

심화가 경험 회피에 영향을 미친다(가설 2)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따라서 이 두 변인간의 관계는 상호 순환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었

다(가설 3). 즉, 경험 회피 수준이 높으면 탈중심화 수준이 떨어지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경험 회피 경향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두 변인 간 상호순환적인 효과

로 인해, 인지적 작용에 있어서 악순환적인 양상이 나타나거나 선

순환적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여섯째, 경험 회피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가설 4)는 지지되었

지만, 탈중심화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가설 5)는 기각되었다. 결

국 경험 회피는 탈중심화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우울에 종단적으

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설 6)는 기각되었다. 따라서 탈중심화와 

경험 회피는 서로 순환적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각 변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며, 특히 탈중심화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곱째, 탈중심화는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

만 경험 회피를 매개로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가설 8)는 것이 

지지되었다. 

여덟째, 탈중심화가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하여 완전매개모형을 설

정하였다. 대안모형인 완전매개모형과 제안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을 

비교한 결과, 완전매개모형이 더 간명하게 자료에 잘 적합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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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탈중심화 1차 → 경험 회피 2차 → 우울 3차 경로의 개

별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user-defined estimand를 이용한 부트

스트랩을 검증을 통해 특정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종단적 매개

효과의 경로는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과관계를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반복측정에 

기반을 둔 종단자료의 분석(Youn & Cho, 2014)을 통해 제3의 인지

행동치료인 MBCT나 ACT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치료요인 간의 인

과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요인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치료 프로

그램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며, 치료 프로그램

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탈중심화와 경험 회피 간의 관계를 종단연구를 통해 밝힘

으로써, 이전에 있었던 연구자들의 다양한 엇갈린 의견들을 하나

로 통합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탈중심화와 경험 회피는 기존의 

횡단연구에서 밝힐 수 없었던 상호순환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

다. 따라서 횡단연구를 진행할 경우 비재귀모델(non-recursive 

model)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마음챙김은 경험 회피의 

반대되는 측면(ex. 경험의 수용)을 일정 부분 포함한다(Cho et al., 

2009)는 개념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두 변인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나,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며 일정 부분을 공

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시간 간격에 따라 각 변인마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가 달리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험 회피는 우울(3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탈중심화는 우울(3

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탈중심화에서 

경험 회피를 거쳐 우울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단

기로 우울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할 경우에는 회피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는 사실을 시사한다. 반면, 장기간으로 구성된 우울치료 프로그램

에서는 탈중심화하는 방법을 익힌 후, 경험 회피를 하지 않고 수용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우울

치료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과관계 연구에 따라 

단순히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논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를 바

탕으로 프로그램 구성을 달리하여 그 효과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

펴보는 연구가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우울의 예방요인이자 유발요인인 탈중심화와 

경험 회피는 상호순환적 효과를 가지지만 두 변인이 우울에 미치

는 영향은 일치하지 않았다. 경험 회피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탈중심화는 경험 회피를 매개하여 우울에 미치는 간접경

로만이 유의하였다. 이는 탈중심화에서 우울증상으로 가는 경로

계수가 유의하지 않았던 Cho(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결국, 

탈중심화는 우울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고, 우울을 직접적으

로 유발하는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를 

통해 탈중심화가 마치 메타인지(metacognitive)4)와 같은 측면을 가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으로 회

피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탈

중심화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본 연구는 이전 연구들과는 달리 종단적 자료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메커니즘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우울

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장래 연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을 주 대상으로 실시되어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임상집

단이나 다양한 연령대 및 지역에서의 표집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에 의존한 것으로, 사회적 바람

직성 경향과 문항의 오해석 가능성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측정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

가 있다.

셋째, 단기간 진행된 종단적 연구였으므로 차수별 설문조사의 

기간도 짧게 진행되었다. 또한 각 차수 마다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

하였기 때문에 연습효과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여 정

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선 좀 더 장기적인 종단연구를 진행하거

나, 동형의 척도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습효과에 대한 문제

점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울을 치료하기 위한 ACT나 MBCT적 접근으로써 탈중심

화와 경험 회피가 효과적이었음을 경로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하

지만 보다 더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섯째, 우울한 감정은 상황에 따라 변화가 크고, 짧은 기간에 

자주 변화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기간을 8주 간격으로 총 16

주로 결정하였다. 3차 설문조사는 대학생들의 중간고사 시험 기간

4)  “사고에 대한 사고” 또는 “자신의 사고과정에 대한 인식”으로, 개인의 문제해결이나 학습 과정에서 계획 및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고, 진행과정을 점검·수정하며, 최종적으로 결과
를 반성·평가하는 사고 기능이다(Flavell, 1976,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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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근접하여 실시되었다. 이로 인해 방학기간이었던 1차와 2차에 

비해 3차의 우울점수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는 실

제현상을 잘 반영한 결과일수도 있으나 상황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

으로 인해 탈중심화와 경험 회피만의 순수한 영향력을 알아보기에

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엄격한 통제 상황에

서 실시된 연구를 통해, 순수한 영향력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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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탈중심화와 경험 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종단적 매개효과

문주연1·이민규2

1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2경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ACT와 MBCT에서 핵심적 변화기제로 상정한 탈중심화와 경험 회피간의 종단적 관계를 검증한 후, 우울에 탈중심화와 

경험 회피가 미치는 종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부산, 경남지역 일반인과 대학생 195명(남학생 67명, 여학생 125명, 

무응답 3명)이었으며, 한국인우울증척도(KDS), 수용-행동 질문지(AAQ-Ⅱ), 탈중심화(EQ) 척도를 사용하여 8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au-

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탈중심화와 경험 회피는 서로 상호순환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1차 시

기의 탈중심화가 3차 시기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경험 회피는 탈중심화와 우울의 관계에서 유의한 종단적 매개효

과를 보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ACT나 MBCT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치료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였고, 향후 치료프로그램을 구성

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장래 연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탈중심화, 경험 회피, 우울,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 종단적 매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