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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Greco, Lambert와 Baer(2008)가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적 경직성(psychological inflexibility)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아동 및 청소년용 회피-융합척도(Avoidance and Fusion Questionnaire for Youth: AFQ-Y)를 우리나
라 아동, 청소년에게 적용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 261명(남 130, 여
131)과 중학생 460명(남 235, 여 225)에게 한국형 아동 및 청소년용 회피-융합척도(Korean Version of the
Avoidance and Fusion Questionnaire for Youth: K-AFQ-Y)와 사고억제 질문지, 수용-행동 질문지, 아동발현 불안
척도,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 단축형 행복척도를 실시하였다. K-AFQ-Y는 양호한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87)와 좋은 검사-재검사 신뢰도(r=.83)를 보였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원 척도와 동일한 일
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K-AFQ-Y는 인지회피의 일종인 사고억제척도와는 높
은 정적상관을, 수용척도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우울, 불안, 신체증상, 규칙위반, 공격성
같은 증상척도와는 정적상관을, 행복척도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특히, 수용전념치료 모델의 주요 심리과
정인 사고억제와 수용의 영향을 제거한 후에도 K-AFQ-Y는 증상 및 행복척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유지되었
다. 이 결과들은 K-AFQ-Y가 아동, 청소년의 심리적 경직성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이
며, 심리적 경직성이 아동과 청소년의 다양한 정신병리 증상과 삶의 질에 기여하는 독특한 구성개념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심리적 경직성, 수용전념치료, 아동과 청소년, 신뢰도,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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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 심리적 경직성은 ‘상황적 맥락이나 가치로
Therapy: CBT) 분야에서는 내적인 현상들의
운 삶에 부합되게 효과적으로 행동을 조율할
내용과 형태보다는 맥락과 기능을 중시하는 수 없는 것’을 말한다(Hayes et al., 1999, 2006).
수용 기반 치료, 즉, ‘맥락적 인지행동치료’ 즉, ‘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행동을 희생하
(Contextual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Levin,
고서라도 사고, 감정, 또는 다른 내적 경험에
MacLane, Daflos, Seeley, Hayes, Biglan, &
의해 과도하게 행동이 통제되는 경향성’으로
Pistorello, 2014)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도 볼 수 있다(Levin et al., 2014). 심리적 경직
특히, 수용과 전념치료(Acceptance and 성은 더 상위의 구성개념으로 인지적 융합과
Commitment Therapy: 이하 ACT, Hayes, Strosahl,
경험회피 같은 하위 구성개념의 상호작용으로
& Wilson, 1999)는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
야기된다(Hayes et al., 2006).
지 꾸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발전해 온 대 인지적 융합은 ‘인간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표적인 맥락적 치료 모델로, 언어와 인지에 관계하기보다 인지-언어적인 관계구성의 틀이
대한 관계구성(Relational Frame Theory: RFT)으 인간의 행동조절을 지배해 버리는 현상’을 말
로 인간의 복잡한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또 한다(Hayes, 2004). 즉, ‘사건에 대한 생각이
한, 분석의 핵심단위를 ‘맥락속에서 진행 중인 실제 사건과 융합되는 현상’으로(Wicksell,
행동(ongoing act in context)’으로 보고 맥락의 Renӧfӓlt, Olsson, Bond, & Melin, 2008), 사건에
변화를 통해 행동 변화를 추구하는 기능적 맥 대한 생각은 사건 그 자체에서와 같은 정서반
락주의에 철학적 기반을 둔다(Hayes, Levin, 응을 불러일으키고, 마치 그 생각이 사실인
Plumb-Vilardaga, Villatte, & Pistorello, 2013;
것처럼 행동하도록 한다. 따라서, 언어적 과정
Hayes, Luoma, Bond, Masuda, & Lillis, 2006).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하면 난 창피를 당
ACT의 관점에서 병리증상의 감소는 환영할만
할 거야”)이 행동에 대해 과도하고 부적절한
한 일이지만, 추구해야할 목표는 아니며 치료 영향력을 갖게 된다(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의 부산물로 여겨진다. ACT의 중요한 목표는 하지 않음). 이런 인지적 융합상태가 되면, 직
특정 순간에서의 사고나 감정에 관계없이, 심 접적인 경험과 접촉할 수 있는 행동범위가 좁
리적 유연성과 가치에 기반한 삶을 증진시키 아지므로, 그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할
는 것이다(Greco, Lambert, & Baer, 2008). ACT 수 있는 융통성이 제한된다(Haye et al., 2006).
의 관점에서 인간의 고통은 보편적이고 정상 이처럼, 사고와 감정들이 일시적인 내적 사건
적인 것이지만(Hayes, Strosahl, & Wilson, 1999), 들로 경험되는 대신, 현실에 대한 정확한 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두 과정들 즉, 상으로 잘못 해석될 때, 그 결과로 비생산적
인지적 융합과 경험회피에 의해 심리적 경직 인 회피와 통제노력이 일어나게 된다(Greco et
성이 야기될 경우 고통이 심화되어 정신병리 al., 2008).
의 성질을 뛸 수 있다고 본다(Hayes et al., 경험회피는 ‘이렇게 하는 것이 비효과적이
2006).
고, 불필요할 때조차도, 사고, 감정, 신체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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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같은 특정한 사적 경험에 접촉하지 않고,
그 경험의 형태나 빈도, 강도를 바꾸려고 시
도하는 것’으로(Hayes, Wilson, Gifford, Follette,
& Strosahl, 1996), 불편한 생각이나 감정 등의
사적 경험이 일어날 때 이를 아무런 방어 없
이 온전히 경험하는 수용과 반대되는 개념이
다. 경험회피는 단기적으로 불편감을 감소시
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적강화를 통해
점점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적응적이
고, 가치 지향적인 행동에 대한 개입을 방해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
다(Hayes et al., 1996).
이처럼 인지적 융합과 경험회피는 현재에
융통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방해하며, 반응범
위를 좁힌 결과로 심리적 경직성이 발생하게
된다. 심리적 경직성은 인간의 고통을 심회시
키는 기제이기 때문에, ACT 모델에서는 심리
적 경직성의 반대 개념인 심리적 유연성, 즉,
‘불편한 내적 사건이 존재하더라도 가치(목적)
에 부합하는 행동을 유지하도록 행동을 조율
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려 한다(Hayes et al.,
2006).

모델에서 심리적 경직성이 인간의 고
통과 정신병리를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가정되어왔지만, 심리적 경직성이 하나의 독
특한 구성개념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최
근의 일이다. ACT에 대한 초창기 연구들은 상
당수가 심리적 경직성을 일으키는 주요 구성
개념인 경험회피나 인지적 융합에 초점을 맞
추어 진행되었다.
경험회피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27개
의 ACT 관련 연구들을 분석한 Hayes 등(2006)
의 연구에서 경험회피는 우울, 불안을 포함한
ACT

일반적인 정신건강, 직업 만족도, 미래의 직무
수행 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Hayes 등(2004)은 경험회피가 일반
적인 정신건강 문제 뿐 아니라 편집증, 강박
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범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다양한 정신장애와도 유의미
하게 관련됨을 발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험
회피는 약물남용(Stewart, Zvolensky, & Eifert,
2002)과 완벽주의 특성(Santanello & Gardner,
2007)과도 관련되었다. 한편, 인지적 융합에
대한 연구들은 경험회피에 대한 연구보다 그
수는 적지만, 연구결과들은 인지융합과 불안,
우울, 섭식장애, 정신증, 약물의존 같은 정신
병리 증상간의 관련성을 보여주었고(Gaudiano
& Herbert, 2006b; Gillanders et al., 2014; Hayes
& Pankey, 2002; Twohig, Shoenberger, & Hayes,

삶의 만족도와 직업만족도 같은 삶의
질과는 부정적으로 관련됨을 보여주었다
(Gillanders et al., 2014).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경험회피와 인지적 융합이 정신병리 뿐 아니
라 성격특성, 삶의 질 등 광범위한 영역에까
지 영향을 미치는 개념임을 시사한다.
ACT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최근에는
인지융합, 경험회피, 수용 같은 단일개념보다
는 이런 개념들을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심리적 유연성)
과 없는 것(심리적 경직성)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다. Bond 등(2011)은 Hayes 등(2004)
이 경험회피와 수용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
발한 수용-행동 질문지(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 AAQ)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심리
적 경직성 척도인 AAQ-Ⅱ를 개발하였다. Bond
등(2011)은 AAQ-Ⅱ를 이용하여 심리적 경직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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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여러 정신건강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
보았는데, 그 결과 심리적 경직성이 더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전반적인 심리
적 고통감과 관련되었을 뿐 아니라, 1년 후의
심리적 고통수준을 예측해 주었다. Woodruff
등(2014)은 수용 기반 치료들의 주요 구성개념
인 자비와 마음챙김, 심리적 경직성이 정신건
강을 예측하는 정도를 비교하였는데, 자비와
마음챙김에 비해 정신건강의 부정적 지표로써
심리적 경직성의 예측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또한, Wicksell 등(2008)은 심리적 경직성
이 만성 통증 환자의 통증 심각도와 정서적
고통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주었을 뿐 아니라,
행복감과 삶의 질의 중요한 예측 인자임을 보
여주었다. 아울러, Levin 등(2014)은 우울, 불안,
물질남용, 섭식장애에 대한 심리적 경직성의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병리가 없는 집단보다
우울, 불안, 섭식장애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은 심리적 경직성을 보였고, 단일진단집단
보다 우울과 물질남용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
는 집단이 더 높은 심리적 경직성을 보였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AC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심리적 경직성을 일으키는 핵심
개념인 경험회피와 다양한 정신병리(우울, 불
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생활 스트레스, 심
리적 안녕감 및 삶의 질과의 직, 간접적인 효
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박철옥, 안
현의, 2009; 이정은, 조용래, 2007; 조용래, 채
숙희, 최연숙, 2009; 추상엽, 임성문, 2010). 또
한, 다양한 집단(분노, 불안 등)을 대상으로 심
리적 경직성을 야기하는 인지적 융합을 탈융
합하는 처치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들도 진행
되었다(오은혜, 조용래, 2014; 유진아, 현명호,

이서정, 2013; 이인정, 2014). 하지만, ‘심리적
경직성’을 주요 연구주제로 설정하여 그 특성
과 역할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심리적 경직성에 대한 국외 성인 연구결과
들을 종합해 보면, ACT 모델에서 가정하듯이
심리적 경직성은 다양한 정신병리를 일으키는
주요 기제일 수 있으며, 정신건강과 삶의 질
을 예측하는 주요 지표일 수 있다.
이렇듯, 성인을 대상으로 심리적 경직성에
대한 경험적 증거들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기의 심리적 경직
성의 특성과 역할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Greco, Lambert와 Baer(2008)가 아동
과 청소년의 심리적 경직성을 평가하기 위해,
아동 및 청소년용 회피-융합척도(Avoidance and
Fusion Questionnaire for Youth: AFQ-Y)를 개발하
면서 더욱 촉진되었다.
Greco 등(2008)은 심리적 경직성이 인지적
융합과 경험회피의 결과라는 가정 하에 인간
고통에 대한 ACT 모델에 입각하여, 문항 개발
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문가와
아동들의 피드백을 받아 최초 50개의 문항을
개발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50문항에 대
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3요인이 추출되었
으나, 요인 부하량과 설명량이 낮고, ACT 이
론에 부적합한 2, 3요인 문항들을 제거하고 25
문항을 선택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25개
의 문항 중 문항-총점간 상관이 .40보다 낮고
전문가의 소견에 근거하여 내용이 겹치는 8문
항을 제거하고 최종 17문항(AFQ-Y)을 선택하
였다. 또한, 집단 연구를 위한 효과적인 선별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최종 17문항에 대한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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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8문항을 선택하여 단
축형 AFQ-Y(AFQ-Y8)를 구성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교차 타당화 표본을 대상으로
AFQ-Y 두 버전(17문항형, 8문항형)에 대한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단일차
원 요인구조가 확증되었다. 다섯 번째 단계에
서는 1188명의 5-10학년 아동, 청소년을 대상
으로 AFQ-Y 두 버전(AFQ-Y, AFQ-Y8)에 대한
신뢰도와 수렴 및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두 버전 모두 양호한 신뢰도와 타당
도를 보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타당화 한 AFQ-Y(17문항
형)의 심리측정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내적 합
치도는 .90으로 우수한 신뢰도를 보였고, 탐색
적, 확인적 요인분석 모두에서 일요인 구조
모델이 지지되었다. Greco 등(2008)은 ACT의
관점에서 심리적 경직성이 인지적 융합과 경
험회피의 상호작용으로 야기되는 하나의 독특
한 구성개념이기 때문에, 경험회피와 인지적
융합으로 구성된 AFQ-Y가 일요인 구조를 갖
는 것은 이런 구성개념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최근에는 AFQ-Y가 성인
을 대상으로 개발된 심리적 경직성 척도인
AAQ-Ⅱ보다 문항이 복잡하지 않고 심리적 경
직성을 야기하는 두 개념인 인지융합과 경험
회피를 포함하면서 요인구조는 단일 요인으로,
심리적 경직성이란 독특한 구성개념을 잘 반
영한다는 점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그 유용성
을 검증하려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그 결과,
AFQ-Y는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좋은 신
뢰도와 단일요인구조를 보여(Fergus, Valentiner,

하는 좋은 도구임이 입증되었다. 또한, Greco
등(2008)의 연구에서 AFQ-Y 총점은 불안과 신
체화 증상, 그리고 내현화 문제(우울과 불안)
및 외현화 문제(과잉행동, 행동화 문제)의 총
점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삶의 질과
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아울러,
AFQ-Y 총점은 ACT 과정들 중 경험회피의 일
종인 사고억제와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수
용측정치와는 부적상관을 보여 수렴타당도가
지지되었다. 특히, 수용과 사고억제의 영향을
제거한 후에도 AFQ-Y와 모든 아동 보고식 측
정치에서 기대된 방향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유지됨으로써 AFQ-Y가 심리적 경직성이라는
독특한 구성개념을 측정함이 검증되었다.
Venta, Sharp와 Hart(2011)는 불안장애, 우울
장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외현화 장
애로 진단된 청소년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경직성과 정신병리 척도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 자기보고 측정치에서 심
리적 경직성은 불안, 정서문제, 주의력 문제,
외현화 문제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
였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심리적 경직성이
불안장애를 가장 잘 예측해주었으며, AFQ-Y로
불안장애를 변별하는 절단점을 26.5점으로 제
시하였다. Schramm, Venta와 Sharp(2013)는 경계
성 인격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계성 인격장애 특성이 심할수록 더 높은 심
리적 경직성과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보였고,
심리적 경직성은 경계성 인격장애와 정서조절
곤란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이
는 경계성 인격장애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을
Gillen, Hiraoka, Twohig, Abramowitz, & McGrath,
치료할 때 심리적 경직성과 정서조절 모두를
2012) 연령에 상관없이 심리적 경직성을 측정
고려해야함을 시사한다. 또한, 만성 류머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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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
증, 통증의 수용, 심리적 경직성이 기능장애와
불안, 삶의 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연구(Feinstein, Forman, Masuda, Cohen, Herbert,
Moorthy, & Goldsmith, 2011)에서 심리적 경직
성은 더 높은 불안과 더 낮은 삶의 질을 예측
해 주었다.
요약하면, 국외의 경우에도 성인 연구에 비
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
에 불과하다. 하지만, 성인 연구결과들과 유사
하게 아동, 청소년 대상 연구들에서도 심리적
경직성은 우울, 불안, 인격장애, 행동화 문제
를 포함한 다양한 정신병리와 관련되었고, 삶
의 질을 예측해주었다. 이는 심리적 경직성이
성인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정신병리의
발생과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임상가들의 주요 관심인 아동,
청소년의 정신병리에 대한 치료와 삶의 질 증
진을 위해서는 정신병리의 핵심기제 및 삶의
질의 부정적 예측인자로 가정되는 심리적 경
직성의 특성과 역할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
하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
으로 심리적 경직성의 특성과 역할에 대해 살
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국내 아동, 청소년 연
구의 가장 큰 난제는 경험회피, 인지적 융합
을 포함한 심리적 경직성을 평가할만한 측정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아동과 청소년에
게 ACT 모델을 적용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
다. 하지만, 연구 대부분이 ACT 치료프로그램
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에 국한되어 있고(이
상은, 2010; 조현아, 2011; 황성옥, 박성현,
2010), 측정도구로 Hayes 등(2004)이 성인의 경

험회피 및 수용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AAQ를 사용하고 있다. AAQ를 사용한 국내
연구들을 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80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문현미, 2006; 유성진, 권석만,
2011), 교육수준이 낮고 높은 연령층을 대상으
로 한 연구(김미하, 손정락, 2011)에서는 .60대
의 낮은 내적 합치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AAQ의 신뢰도 문제는 국외의 연구들에서도
제기되어왔는데, Bond 등(2011)은 교육수준이
낮고 영어에 능통하지 않은 대상들의 연구에
서 AAQ의 내적 합치도가 낮았음을 지적하면
서, AAQ의 문항이 복잡하고, 설명되는 개념들
이 모호한 것이 그 이유라고 제언하였다. 이
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성인에게 익숙한 단
어와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실시가 상대적으
로 복잡한(7점 척도) AAQ를 교육연수가 낮고,
상위인지능력이 덜 발달되어 있는 아동, 청소
년(Metcalfe, Eich, & Castel, 2010)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Greco 등
(2008)이 아동 및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AFQ-Y
는 아동과 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언
어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친구관계나 학교생
활 같은 친숙한 주제들로 문항구성을 했을 뿐
아니라, 5점 Likert형 척도로 실시가 간편하다
는 장점이 있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더 적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심
리적 경직성을 측정하기 위해 Greco 등(2008)
이 개발한 AFQ-Y(17문항형)를 국내 아동과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AFQ-Y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한국형 아
동 및 청소년용 회피-융합척도(K-AFQ-Y)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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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조와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 측정도구
한, 심리적 경직성이 다양한 정신병리와 삶의
질과 관련된다는 최근 연구결과를 토대로 심 한국형 아동 및 청소년용 회피-융합척도
리적 경직성과 다양한 병리증상 및 주관적 행 (Korean Version of the Avoidance and Fusion
복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Questionnaire for Youth: K-AFQ-Y)
Greco, Lambert와 Baer(2008)가 인지융합과 경
험회피에 의해 야기되는 아동과 청소년의 심
방 법
리적 경직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검사로,
17문항형(AFQ-Y)과 단축형인 8문항형(AFQ-Y8)
연구대상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7문항형을 한국어로 번안하
경기지역 1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과 1 여 타당화하였다. 문항번역은 연구자가 한국
개 중학교 1, 2, 3학년 학생 766명을 대상으로 의 문화적, 언어적 맥락을 고려하여 1차로 번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한국형 아동 및 역한 후에, 각 문항번역의 정확성 및 번역문
청소년용 회피-융합척도(K-AFQ-Y)와 사고억제 항 간의 일관성에 대해 1차 번역자를 포함하
질문지, 수용-행동 질문지, 아동발현 불안척도, 여 임상심리학 박사과정에 있는 3명이 각각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 단축형 행 검토하였고, 임상심리학 박사의 감수를 받으
복척도로 구성하였고, 불성실한 자료 45부를 며 2차 번역본을 구성하였다. 2차 번역본은
제외하고 721부를 분석하였다.
심리학 박사이면서 이중 언어 사용자의 역번
초등학생의 경우 5학년이 130명(남 65, 여 역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아동, 청소년 10명
65), 6학년이 131명(남 65, 여 66)이었고, 중학
을 대상으로 한 면접검토 과정을 통해 최종문
생은 1학년 149명(남 76, 여 73), 2학년 166명 항을 확정하였다.
(남 82, 여 84), 3학년 145명(남 77, 여 68)이었
면접검토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6명과
다. 전체 721명 중 남학생은 365명, 여학생은 중학교 1, 2학년 4명이 참여하였고, 두 단계로
356명이었고, 연령범위는 만 11-15세, 평균연
이루어졌다. 먼저 아동이 각 문항에 대한 이
령은 13.09세(SD=1.39)였다.
해도를 5점 Likert형 척도(0점: 전혀 이해가 되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을 위해 중학교 1, 지 않는다 - 4점: 이해가 매우 잘 된다)에 평
2학년을 대상으로 2주 후에 K-AFQ-Y를 실시
정한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아동이 이해한대
하였고,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225 로 의미를 표현하면 연구자가 문항의 실제 의
부를 분석하였다. 중학교 1학년이 127명(남 63, 미와 아동이 이해하여 표현한 의미간의 일치
여 64), 2학년이 98명(남 45, 여 53)이었고, 평 도를 5점 Likert형 척도(0점: 전혀 일치가 되지
균연령은 13.44세(SD=.50)였다.
않는다 - 4점: 매우 일치가 된다)에 평정하였
다. 문항에 대한 면접검토 결과 모든 문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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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통(2점) 이상의 이해도와 의미 일치도를
보여 최종문항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AFQ-Y는 경험회피
(예, 나는 내 마음속에서 아픈 기억들을 지우
려고 애쓴다. 나는 마법지팡이로 나의 모든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싶다)와 인지적 융합
(예, 내 생각과 감정들이 내 삶을 망치고 있
다.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의 나쁜 점들은 틀
림없는 사실이다)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
되어 있다. 5점 Likert형 척도(0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는 0–68점이다. 평정한 점
수를 합산하여 채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
리적 경직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Greco 등
(2008)의 연구에서 AFQ-Y의 내적 합치도는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 K-AFQ-Y의 내적 합치도
는 .87이었다.

수용-행동 질문지(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 AAQ)

등(2004)이 ACT이론에 기초하여 자신
의 가치와 목적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
면서 생각과 감정을 기꺼이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16문항형과 9
문항형이 있다. 7점 Likert형 척도(1점: 전혀 그
렇지 않다 - 7점: 항상 그렇다)에 평정하며, 점
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수용의 정도가 높고 경
험회피의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는 문현미(2006)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
판 수용-행동 질문지 16문항형을 사용하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AAQ는 7점 척도 상
에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
동, 청소년들에게 척도 선택의 복잡성과 모호
성을 줄여주기 위해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
용하였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항상
그렇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현아(2011)의
사고억제 질문지(White Bear Suppression
연구에서도 문현미가 타당화한 AAQ를 5점 척
Inventory: WBSI)
도로 수정하여 사용한바 있다. 본 연구에서
Wegner와 Zanakos(1994)가 경험회피의 일부
AAQ의 내적 합치도는 .73이었다.
측면으로 간주되는 사고억제와 통제를 측정하
기 위해 개발한 질문지로, 총 15문항으로 구 아동발현 불안척도(Revised Children’s
성되어 있다. 5점 Likert형 척도(1점: 전혀 그렇 Manifest Anxiety Scale: RCMAS)
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에 평정하며, 점수 아동, 청소년의 특성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가 높을수록 사고억제를 많이 하는 것을 의미 Castenada, McCandless 및 Palermo(1956)가 개발
한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Greco 등 하고, Reynolds와 Richmond (1978)가 수정, 보완
(2008)의 연구에서 WBSI의 내적 합치도는 .88
한 척도로, 3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승과 원호택(1999) 사의 타당성을 고려한 9개의 허구 문항과 28
이 우리나라말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개의 불안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신에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따라 ‘예’(1
합치도는 .95로 나타났다.
점: 그렇다)나 ‘아니오’(0점: 아니다) 중 하나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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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진
숙, 조수철(1990)이 번안한 한국판 RCMAS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2로 나타났다.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Youth
Self-Report: YSR)

청소년의 전반적인 문제행동의 정도를 평가
하기 위해 Achenbach와 Edelbrock(1987)이 개발
한 YSR을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1997)가 한국 상황에 맞게 표준화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에 출시된 YSR 개정본을
사용하였다(오경자, 김영아,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2010). 문제행동척도와 적응척도로 구
성되어 있고, 문제행동척도는 총 118문항으로
3점 Likert 척도형(0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1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편이다/ 2점: 자주 그
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척도 중
외현화와 내현화 척도를 구성하는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규칙위반, 공격행동척도
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5개 척도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불안/우울 .87, 위축/우울 .83,
신체증상 .81, 규칙위반 .80, 공격행동 .83이었
다.
단축형 행복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

서은국, 구재선(2011)이 한국인의 문화적 특
성을 반영하여 개발하여 타당화한 행복척도로,
행복의 인지적 요소(삶의 만족)를 측정하는 3
개 문항과 정서적 요소(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6개 문항을 포함, 총 9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7점 Likert형 척도(1점: 전
혀 그렇지 않다/ 전혀 느끼지 않았다 - 7점:
매우 그렇다/ 항상 느꼈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행복감
총점의 내적 합치도는 .87이었다.
절차
자료 수집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
지 진행되었다. 자료수집 절차는 연구자가 각
학교에 연구의 목적과 자료 활용범위, 소요시
간 등 연구에 관한 협조문을 보냈고, 학교장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다. 중학생의 경우, 담임교사가 허락한 반을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료 활용범위, 소요시간 등 연구에 관한 사
전설명을 하였고, 동의를 한 학생들에게만 설
문을 실시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설문 전에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보내 부모에게 사전
동의를 구했고, 부모와 학생 모두 동의를 한
경우에만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각 학급
의 재량활동 시간에 실시하였고, 약 20-25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8.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분석을 하였다.
먼저 발달과정상 다른 단계에 있을 수 있는
학년 및 성에 따른 K-AFQ-Y 점수 간 차이 여
부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K-AFQ-Y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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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합치도 계수로 Cronbach’s alpha 계수를
살펴보았고, 2주 간격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
를 측정하였다. K-AFQ-Y의 요인구조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AMOS 18.0의 최대우
도추정법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K-AFQ-Y의 수렴 타당도 검증 및 여
러 관련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K-AFQ-Y와 사고억제질문지, 수용-행동 질문지,
아동발현 불안척도,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
기보고용, 단축형 행복척도와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아울러, K-AFQ-Y의 타당도 검증
을 위해 사고억제질문지와 수용-행동질문지로
측정되는 관련 심리과정의 영향을 배제한 상
태에서 K-AFQ-Y와 측정도구들 간의 편상관계
수를 산출하였다.

결 과

나타나지 않았다, F(4, 711)=.56, ns. 학년 및
성에 따른 K-AFQ-Y 평균과 표준편차 점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이 결과를 원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비교해 보면, 5-6학년이 23.88
(SD=13.65), 7-8학년이 21.47(SD=12.58), 9-10학
년이 21.04(SD=13.01)로, 우리나라 아동(5,6학
년)의 평균이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
로 비슷한 점수대를 보였다.
또한, 초등학생과 중학생간의 K-AFQ-Y
점수에 대한 일원 변량분석 결과에서도 측
정치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F(1, 719)=.17, ns. 초등학생과 중학생
의 K-AFQ-Y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20.43
(SD=12.45)과 20.81 (SD=11.26)이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간에 K-AFQ-Y 점수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후 결과 분석
은 초, 중학생 자료를 통합하여 실시하였다.
신뢰도

학년과 성에 따른 K-AFQ-Y 점수 간 차이 K-AFQ-Y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ANOVA)을 실 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와 검사-재검
시하였다. 그 결과, 학년과 성별 모두에서 주 사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F(4, 711)=.80, ns; 먼저, K-AFQ-Y 17문항에 대한 Cronbach’s
F(1, 711)=.79, ns, 이 둘 간에 상호작용 효과도
alpha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정밀한 연구에서
표 1. 학년 및 성별 K-AFQ-Y의 평균과 표준편차
초등 5
초등 6
학년 (n=130)
(n=131)
성별
M(SD)
M(SD)
남자
18.94(12.47)
22.48(12.90)
여자
19.50(11.11)
20.80(13.21)
전체
19.22(11.77)
21.63(13.03)

중1

중2

중3

(n=149)

(n=166)

(n=145)

M(SD)

M(SD)

M(SD)

20.24(11.58)

21.75(11.67)

21.71(11.87)

21.15(10.77)

20.57(11.36)

19.20(10.19)

20.68(11.16)

21.15(11.50)

20.5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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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기준
에 따라(Clark & Watson, 1995), K-AFQ-Y의
Cronbach’s alpha 수치는 양호한 수준에 해당한
다.
또한, K-AFQ-Y를 구성하는 17문항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각 문항의 문항-전체
상관계수와 전체척도에서 해당 문항을 제외했
을 경우의 Cronbach’s α 계수를 살펴보았다. 결
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6번과 11번 문항의
문항-전체 상관이 .40미만으로 나타났으나, 각
.80

문항을 제거했을 경우의 α 계수가 척도 전체
에 대한 α 계수(α=.87)와 동일하게 나타나 전
체 내적 합치도를 저해하지는 않았다. 17문항
중 문항제거시 전체 내적 합치도를 크게 떨어
뜨리는 문항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원척
도의 17문항이 K-AFQ-Y를 구성하는데도 필요
한 문항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피검자 일부(n=225)에 대해 2주
간격으로 측정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3으
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 K-AFQ-Y의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수정된 문항-전체 상관, 문항제외시 알파계수
문항
내가 행복하게 느끼기 전까지는 내 삶이 좋을 수는 없다.
2. 내 생각과 감정들이 내 삶을 망치고 있다.
3. 내가 슬프거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나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는게
확실하다.
4.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의 나쁜 점들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5. 나는 망칠 것 같으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
6. 내가 좋은 삶을 살려면 내 걱정과 두려움을 없애야만 한다.
7.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바보처럼 보이지 않도록 갖은 애를 쓴다.
8. 나는 내 마음속에서 아픈 기억들을 지우려고 애쓴다.
9. 나는 내 몸이 고통받거나 아픈 것을 참을 수 없다.
10. 내 심장이 빠르게 뛴다면, 나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는게 확실하다.
11. 나는 좋아하지 않는 생각과 감정들은 아예 무시해 버린다.
12. 나는 기분이 나쁠 때마다 나에게 중요한 일조차도 그만둬버린다.
13. 나는 나를 슬프게 하는 생각들이 있을 때에 학교공부를 더 못하게 된다.
14. 나는 속과 달리 겉으로는 일부러 태연한척 말을 한다.
15. 나는 마법지팡이로 나의 모든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싶다.
16. 나는 내 감정들이 두렵다.
17. 나는 기분이 상하면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없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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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문항
전체 제외시
상관 α 계수

M

SD

1.37

1.28

.49

.87

.52

.89

.55

.87

1.25

1.15

.56

.86

1.68

1.14

.46

.87

1.06

1.05

.40

.87

1.90

1.35

.39

.87

1.37

1.31

.53

.87

1.62

1.39

.58

.86

1.33

1.24

.46

.87

.63

.99

.46

.87

.90

1.06

.27

.87

.84

1.06

.52

.87

1.18

1.25

.58

.86

1.74

1.32

.57

.86

1.72

1.52

.55

.86

.75

1.10

.66

.86

.81

1.09

.53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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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도
확인적 요인분석
한국판 AFQ-Y에서도 원 척도의 일요인 구
조(심리적 경직성)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고,
요인 구조 모형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
해 여러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첫째, 절
대적 적합도 지수로 GFI(Goodness of Fit Index)
와 AGFI(Adjusted GFI),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고, 둘
째,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CFI (Comparative Fit
Index)를 사용하였다. K-AFQ-Y의 요인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와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표
3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K-AFQ-Y의 1요인 모형에 대한 GFI, AGFI
는 각각 .903, .875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고,
RMSEA는 .077로 괜찮은 적합도 수준에 해당
표 3. K-AFQ-Y의 1요인 모형과 2요인 모형의 적합도
구분
x²
df
1요인 모형
631.413
119
2요인 모형
604.337
118
p＜.001

하였다(홍세희, 2000). CFI는 .851로 일부 연구
자들(Carlson & Mulaik, 1993)이 수용하고 있는
.85에는 이르고 있으나, 좋은 적합도 기준인
.90에는 미치지 못했다. 또한, 이 결과는 원척
도의 적합도 지수, 즉, CFI .90, RMSEA .06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요약하면, 여러 적합도 지수들은 K-AFQ-Y
가 1요인 모형에 대체로 적합하다는 것을 보
여주지만, 국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
된 원척도처럼 명확한 1요인 구조를 보여주진
못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AFQ-Y의 경우 요인구조가 다를 수 있음
을 감안하여, K-AFQ-Y를 구성하는 두 개념,
즉, 인지적 융합과 경험회피를 두 가지 잠재
변수로 가정하고 2요인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표 3), GFI, AGFI는 각각
GFI

AGFI

RMSEA

CFI

***

.903

.875

.077

.851

***

.907

.880

.076

.859

***

그림 1. 1요인 모형의 표준화 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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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76, CFI는 .859로, 1요인 표 4. K-AFQ-Y와 측정척도들 간의 상관
모형과 비슷한 적합도 지수를 보였다. 하지만,
K-AFQ-Y
두 잠재변인(인지적 융합, 경험회피)간의 상관 WBSI
.72
-.66
이 .92로 높게 나타나 두 변인이 구별되는 두 AAQ
.67
요인이라기보다 하나의 요인임을 강하게 시사 RCMAS
YSR
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불안/우울
.65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K-AFQ-Y는 원척
위축/우울
.58
도에 비해 적합도 지수는 다소 낮지만, 1요인
신체증상
.46
구조가 적합하며, 특히, 2요인 모형 분석에서
규칙위반
.35
나타난 두 잠재변인(인지적 융합, 경험회피)간
공격행동
.54
의 매우 높은 상관은 K-AFQ-Y가 밀접하게 관
내재화
.66
련되는 두 변인(인지적 융합, 경험회피)의 상
외현화
.51
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의 구성개념
COMOSWB
-.54
(심리적 경직성)을 측정하고 있음을 지지해주
주. K-AFQ-Y=Korean Version of the Avoidance and
는 결과로 사료된다.
Fusion Questionnaire for Youth, WBSI=White Bear
.907, .880, RMSEA

***

***

***

***
***
***
***
***
***
***

***

수렴 타당도
K-AFQ-Y의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K-AFQ-Y와 ACT의 주요 심리과정인 인지회피
(사고억제) 및 수용 변인간의 상관을 살펴보았
다.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K-AFQ-Y는 경험회피 중 인지적 회피를 측
정하는 사고억제 질문지(WBSI)와 높은 정적상
관을 보였고, r=.72, p＜.001, 심리적 수용을
평가하는 수용-행동 질문지(AAQ)와는 유의미
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r=-.66, p＜.001. 이는
K-AFQ-Y의 수렴 타당도가 적절함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K-AFQ-Y가 ACT의 주요 관련개념인
심리적 수용과 사고억제의 효과를 제거한 후
에도 ‘심리적 경직성’이라는 독특한(unique) 심
리적 과정을 측정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WBSI
와 AAQ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 K-AFQ-Y와 관

Suppression Inventory, AAQ=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

RCMAS=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YSR=Youth Self-Report, COMOSWB=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

＜

p .001.

련 척도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편상관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WBSI와 AAQ의 영향을 각각 통제
한 후에도 K-AFQ-Y와 모든 관련 척도들과의
유의미한 상관이 그대로 지속되었다. 또한, 두
척도의 영향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상관계수
가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K-AFQ-Y와 정신건
강 및 삶의 질 척도간의 유의미한 상관이 유
지되었다. 이는 K-AFQ-Y가 인지회피(사고억제)
와 수용과는 다른 독특한 구성개념(심리적 경
직성)을 측정함을 의미하며, K-AFQ-Y의 타당
도를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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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K-AFQ-Y와 측정척도들 간의 편상관 계수 (WBSI, AAQ 통제)
K-AFQ-Y
WBSI

AAQ

WBSI & AAQ

WBSI

---

.54

---

AAQ

-.41

---

---

RCMAS

.43

.46

.33

.36

.46

.29

.33

.42

.28

.23

.33

.20

.15

.24

.14

.30

.38

.25

.38

.49

.32

.28

.36

.23

-.28

-.28

-.16

YSR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규칙위반
공격행동
내재화
외현화

COMOSWB

주. K-AFQ-Y=Korean Version of the Avoidance and Fusion Questionnaire for Youth, WBSI=White Bear Suppression
Inventory, AAQ=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 RCMAS=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YSR=Youth Self-Report, COMOSWB=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표에 제시된 모든 상관계수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음.

정신병리 및 삶의 질 변인과의 관계
K-AFQ-Y와 정신병리 및 삶의 질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K-AFQ-Y와 아동 발현
불안척도(RCMAS),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
보고용(YSR), 단축형 행복척도(COMOSWB)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다(표 4). 그 결과, RCMAS와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r=.67, p＜.001,
YSR의 불안/우울과는 .65, 위축/우울과 .58, 신
체증상과 .46, 규칙위반과 .35, 공격행동과 .54
의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ps＜.001). 또
한, 불안, 우울, 신체증상을 포함한 내재화 척
도와는 .66, 규칙위반과 공격행동을 포함한 외
현화 척도와는 .51의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

였다. 반면, 삶의 질 중 주관적 행복을 측정하
는 COMOSWB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
다, r=-.54, p＜.001. 이는 원척도의 결과와 일
치하는 것으로, 심리적 경직성이 아동, 청소년
의 다양한 병리증상과 삶의 질과 관련됨을 지
지해주는 결과이다.

논 의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적 경직성
을 측정하기 위해 Greco와 동료들(2008)이 개
발한 AFQ-Y(17문항형)를 우리나라 아동,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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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AFQ-Y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
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심리적 경직
성이 다양한 정신병리와 삶의 질과 관련된다
는 최근 연구결과들에 기초하여 심리적 경직
성과 아동, 청소년에게 나타날 수 있는 다양
한 정신병리 증상 및 삶의 질 간의 관계를 살
펴보았다.
연구결과를 보면, K-AFQ-Y는 양호한 신뢰
도를 보였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일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reco
등(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K-AFQ-Y가 원척도와 마찬가지로 인지융합과
경험회피의 긴밀한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하나의 독특한 구성개념인 심리적 경직성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K-AFQ-Y는 사고억제 및 수용과 기대
했던 방향으로 중등도 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
였는데(사고억제: r=.72; 수용: r=-.66), 이 결
과는 국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AFQ-Y
의 타당도를 검증했던 Greco 등(2008)의 연구
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K-AFQ-Y와 사고억
제 및 수용과의 높은 상관은 K-AFQ-Y가 인지
적 회피(예, 나는 내 마음속에서 아픈 기억들
을 지우려고 애쓴다)를 평가하는 문항들을 포
함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즉, ACT
의 관점에서 심리적 경직성의 하위구성개념
중 하나가 경험회피이고, 경험회피의 반대개
념이 심리적 수용임을 감안할 때(Hayes et al.,
1996, 2006), K-AFQ-Y와 사고억제 및 수용척도
와의 높은 관련성은 K-AFQ-Y가 ACT의 구성
개념을 잘 반영하는 척도임을 시사하는 결과
이다. 아울러, K-AFQ-Y는 사고억제와 수용의

효과를 각각 또는 모두 제거한 후에도 모든
관련척도들과 유의미한 상관이 유지되었는데,
이는 K-AFQ-Y가 원척도와 마찬가지로 심리
적 경직성이라는 독특한 구성개념을 측정할
뿐 아니라, 심리적 경직성이 경험회피나 수용
과는 다른 구성개념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Bond et al., 2011; Greco et al., 2008).

다음으로, K-AFQ-Y 총점은 불안, 우울, 신
체증상, 규칙위반, 공격행동 같은 증상척도들
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행복척도와는 유
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심리적 경
직성과 다양한 정신병리(우울, 불안, 물질남용,
섭식장애) 및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보여준
성인 연구결과들(Bond et al., 2011; Levin et al.,
2014)과 일치할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을 대
상으로 심리적 경직성과 불안, 정서문제, 주
의력 문제, 외현화 문제, 그리고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입증한 연구결과들(Feinstein et al.,
2011; Greco et al., 2008; Venta et al., 2011)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들은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적 경직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K-AFQ-Y가
양호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닌 척도임을 입
증해 주며, 심리적 경직성이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다양한 정신병리 및 삶의 질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주요 기제임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최초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
로 심리적 경직성 척도를 타당화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외국의 경우, Greco 등(2008)이
AFQ-Y를 개발한 이후, 우울, 불안, 만성통증
등 다양한 집단의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ACT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나 심리

- 609 -

인지행동치료

적 경직성의 역할과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촉
진되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아동과 청소
년에게 적용할 수 있는 ACT 관련 척도들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과 관련, 아동, 청소년
의 경험회피, 인지적 융합, 심리적 경직성 같
은 ACT의 주요 심리과정의 역할과 특성에 관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내 아
동, 청소년 연구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AAQ(Hayes et al., 2004)는 연구대상의 교육수
준과 연령에 따라 내적 합치도가 달라지는 등
신뢰도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문항이해가
어렵고 실시방법이 복잡하여 아동, 청소년이
실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AFQ-Y는 아동, 청소년에게 친숙한 주제와 언
어로 구성되어 있고, 실시 방법도 비교적 간
단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심리적 경직성이 우울, 불안, 신체증
상, 규칙위반, 공격성 같은 병리증상과는 정적
상관을, 삶의 질 변인인 주관적 행복과는 부
적상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는 심리적 경직성
에 대한 국외의 성인 및 아동, 청소년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국내 아동, 청소년의
정신병리에도 심리적 경직성이 주요 발생기제
이며, 삶의 질에 대한 부정적인 지표일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이런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정신병리의 발생과 유지에 있
어 심리적 경직성의 역할을 연구하거나 다양
한 진단집단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효과성을 연구할 때 K-AFQ-Y를 평가도구
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상장면에서
K-AFQ-Y를 아동, 청소년의 병리수준(우울, 불
안, 외현화 문제 등)과 삶의 질을 더 정밀하게

평가하고 예측하기 위한 추가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 심
리적 경직성과 다양한 병리증상간의 관련성은
성인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치료에서도
‘내적 경험을 회피하지 않고 상황적 맥락이나
가치로운 삶에 부합되게 행동을 조율할 수 있
는 능력(심리적 유연성)’을 목표로 하는 ACT
를 적용하는 것이 유용하며, 상담 및 심리치
료 과정에서 심리적 경직성을 일으키는 인지
융합과 경험회피를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탈융합 기법(예, 생각하는 과정에 이름붙이기,
생각을 바라보기 등) 및 수용과 가치부합 행
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
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심리적 경직성은 인간의 고통을 심화
시키는 ACT의 핵심 구성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야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정신병리와 심리적 고통을 일으키는
핵심기제로 경험회피가 더 많은 주목을 받았
고, 실제로 다양한 정신병리와 경험회피간의
관련성이 밝혀지면서 경험회피를 심리적 경직
성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Venta
et al., 2011). 즉, 심리적 경직성이 경험회피나
수용 같은 ACT의 다른 구성개념들과 구분되
는 독특한 구성개념인지에 대한 경험적 증거
가 부족했었다. 이런 점에서 경험회피의 일종
인 사고억제와 수용의 영향을 배제한 후에도
K-AFQ-Y와 병리증상 및 삶의 질 간의 관계가
유의미했다는 점은 심리적 경직성이 경험회피
와 수용과는 다른 독특한 구성개념이라는 증
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리적
경직성이란 구성개념을 경험적으로 명료화하
는데 기여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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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지역의 만 11–15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연
구 결과를 다른 지역의 다른 연령대로까지 일
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다양한
지역의 다른 연령대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
로 K-AFQ-Y의 심리측정적인 특성들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경험회피는 출생 이후
사회적으로 강화되는 개념이며, 인지적 융합
은 아동의 언어와 추상적 사고력이 발달하면
서 나타날 수 있으므로(Greco & Hayes, 2008),
10세 이하의 아동들에게도 심리적 경직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10세
이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K-AFQ-Y의 유용성
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공립 초등학교에 다니는
지역사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다양한 임상집단에 일반
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우울장애,
불안장애, 주의력 결핍장애, 섭식장애 등 다양
한 임상집단에 K-AFQ-Y를 적용하여 그 유용
성을 검증하고, 각 임상집단을 예측하기 위한
절단점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아동, 청소년의 자기보고식 척도들에 기초하고 있다. 사적 사건에
대한 아동들의 보고가 다른 정보제공자에게서
얻을 수 없는 가치로운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현재경험에 대한 정확한 표현일 수 있으나
(Rohrbeck, Azar, & Wagner, 1991), 자기-보고식
척도는 주관적 평가로, 피로, 기대 등의 영향
을 받을 수 있고,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점
수의 과장이나 축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행동관찰, 생리
적 측정치 같은 객관적인 방법을 추가하여 주
관적 보고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
히, 객관적인 측정 방법들은 내적 경험을 언
어적으로 보고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동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유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K-AFQ-Y
는 17문항형으로,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적 경직성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도구임이
입증되었다. Greco 등(2008)은 두 버전의 AFQ-Y
(17문항형, 8문항형)를 개발하였는데, 17문항형
은 개별 환자를 평가하는데 더 유용하고, 8문
항형은 한 번에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하는 집
단연구에 적합하다고 제안하였다. 즉, 소수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효과연구나 개별치료의
평가를 위해서는 AFQ-Y 17문항형이 더 적합
할 수 있으나, 심리적 경직성의 특성과 역할
에 대한 집단연구를 할 경우 문항수가 적고
간편한 AFQ-Y 8문항형이 더 효율적일 수 있
다. 또한, 주의집중력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
이나 어린 연령의 아동에게는 문항수가 적고
실시가 간편한 단축형 AFQ-Y가 더 적합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단축형 AFQ-Y
(AFQ-Y8)의 타당화 연구도 필요하다.
여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ACT의 주요개념인 경험회피와 인지융합을 포
함한 심리적 경직성을 평가할 수 있는 아동
및 청소년용 척도를 타당화하였다. 이를 계기
로 ACT 모델의 적용이 성인에서 아동과 청소
년으로까지 확장될 뿐 아니라, 국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적 경직성의 특성과
역할에 대한 연구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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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ing Psychological Inflexibility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Avoidance
and Fusion Questionnaire for Youth(K-AFQ-Y)

Seonghye Choi

Eunjung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Avoidance and
Fusion Questionnaire for Youth(AFQ-Y; Greco, Lambert, & Baer, 2008), a child-report measure of
psychological inflexibility.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n=721) completed Korean version of
AFQ-Y(K-AFQ-Y), White Bear Suppression Inventory(WBSI), 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AAQ),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RCMAS), Youth Self-Report(YSR), and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 The K-AFQ-Y showed adequate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Cronbach’s α=.87) and good test-retest reliability(r=.83). In additio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howed
that K-AFQ-Y fitted a one-factor measurement model. The K-AFQ-Y correlated positively with anxiety,
depression, somatic complaint and problem behavior, and negatively with subjective well-being. Also, The
K-AFQ-Y correlated as expected with conceptually overlapping process, thought suppression and
acceptance. Even after removing the effects of related constructs(thought suppression and acceptance), the
K-AFQ-Y correlated significantly in the expected directions with all measures. These results support the
convergent and construct validity of K-AFQ-Y. Overall,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K-AFQ-Y may be an
useful child-report measure of cor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process, psychological inflexibility.
Finally,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psychological inflexibility,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childhood and adolescence, reliability,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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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 한국형 아동 및 청소년용 회피-융합척도(K-AFQ-Y)
AFQ-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아래의 문항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에게 얼마나 잘 해당되는지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0)’에서부터 ‘매우 그렇
다(4)’까지 자신에게 해당되는 숫자에 O표를 해주세요.
전혀 약간 그런
매우
문항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편이다
않다

내가 행복하게 느끼기 전까지는 내 삶이 좋을 수는 없다.
내 생각과 감정들이 내 삶을 망치고 있다.
내가 슬프거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나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는게 확실하다.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의 나쁜 점들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나는 망칠 것 같으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
내가 좋은 삶을 살려면 내 걱정과 두려움을 없애야만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바보처럼 보이지 않도록 갖은 애
를 쓴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아픈 기억들을 지우려고 애쓴다.
나는 내 몸이 고통받거나 아픈 것을 참을 수 없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뛴다면, 나에게 무언가 잘 못 된 것이 있
는게 확실하다.
나는 좋아하지 않는 생각과 감정들은 아예 무시해 버린다.
나는 기분이 나쁠 때마다 나에게 중요한 일조차도 그만둬버
린다.
나는 나를 슬프게 하는 생각들이 있을 때에 학교공부를 더
못하게 된다.
나는 속과 달리 겉으로는 일부러 태연한척 말을 한다.
나는 마법지팡이로 나의 모든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싶다.
나는 내 감정들이 두렵다.
나는 기분이 상하면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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