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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안장애에서 자동적인 정신적 심상이 매우 흔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두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활
성화되는 부정적 심상이 장애의 발달과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Wild, Hackmann,
Clark(2007)은 사회불안장애 내담자들의 초기 기억과 사회적 상황에서 반복되는 생생한 이미지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교정적인 관점을 생성하는 이미지 재구성 작업이 사회불안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미지 재구성 훈련의 이론적 배경과 기본적인 실시 기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2회기의 집단 인지행동치료에 끝까지 참가했던 이후에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쉽게 감소하
지 않았던 29세 여자인 사회불안장애 내담자 1명을 대상으로 집단 치료 직후 2회기에 걸쳐 이미지 재구성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훈련 후 핵심 신념을 사실로 믿는 정도, 이미지와 기억의 고통 및 생생함 수준
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사회불안의 자기 보고 척도 중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B-FNE) 점수도 다
소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 원인과 개입의 의의,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단일사례
연구 설계의 제한점이 많은 바, 이후 보다 많은 사례들의 축적 및 비교연구를 통해 본 치료 프로그램의 효
과가 입증되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사회불안장애, 이미지 재구성 훈련, 인지 과정, 외상적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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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자들은 사건에 대한 지각된 위
험 가능성과 그 사건으로 야기될 결과의 끔찍

Turk, & Heimberg, 2002; Wells & Papageorgiou,
1999).

함에 대한 왜곡된 평가가 불안장애의 유지에

이후 Hackmann과 동료들(2000)은 부정적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한다. 대부분의 경

미지 및 그와 관련된 초기 외상적 기억의 속

우 이렇게 왜곡된 평가는 언어적으로 분석되

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인터뷰를 진

며 그 생각에 도전할 때에도 언어적인 방식으

행하였다. 그 인터뷰 과정에서 모든 사회불안

로 시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Beck(1976)이

내담자들은 자신이 보고했던 관찰자 시점의

주장한 바와 같이 자동적 사고란 항상 언어적

부정적 이미지가 각기 다른 사회적 상호 작용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 순간에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은 느

자동적으로 발생한 이미지는 언어적 사고만큼

낌을 호소하였다. 면담을 통해, 사회불안 내담

이나 불안장애의 발달과 유지에 기여하는 바

자들에게 반복되어 발생하는 이미지가 실제로

가 크다. 특히 Beck, Emery와 Greenberg(1985)는

장애가 촉발된 시점 즈음에서 경험하였던 ‘초

그들의 저서에서 불안장애 환자들이 공포스러

기의 부정적인 사회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위험 경향성을 높이

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외상적 기억과 반복되

추정할 뿐만 아니라, 자동적으로 불안 관련

는 이미지의 인과론적 속성에 대해 심도 깊게

이미지가 떠오르고 이러한 이미지가 상황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사회불안장애에서 부정적인 이미지

더 위협적으로 평가하게 만들어 상황과 불안

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부정적 이미

의 관련성을 더욱 강화시킨다고 설명하였다.
최근 들어 사회불안장애 집단이 회상하는

지가 사회불안장애의 원인적 역할을 한다고

이미지의 특성에 대한 몇 가지 경험적 연구가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부정적인 자기

보고되고 있다. Hackmann, Surawy와 Clark(1998)

이미지가 사회불안장애의 부수적인 현상인지,

은 사회불안장애 내담자들의 불안 관련 이미

아니면 사회불안장애를 발달, 유지시키는 원

지에 대한 최초의 연구를 시도하였다. 불안을

인이 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불

느꼈던 사회적 상황을 회상한 후 그 순간에

안장애의 발달과 유지에 미치는 이미지의 역

동시에 떠오른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사회불

할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몇 연구자들은 내담

안장애 내담자들은 자기 자신의 부정적 이미

자들의 이미지를 실험적으로 조작하고 이를

지를 1인칭 시점이 아니라 관찰자 시점에서

통해 사회불안이 다르게 조절되는지를 알아보

경험하였으며, 그 이미지를 자신에게 가장 끔

았다.

찍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 이후 사회불안

Hirsch, Clark, Mathews와 Williams(2003)는 사

장애 내담자들에게 사회적 사건을 회상하도록

회불안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평상시에 가지

하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불안

고 있는 자기상을 유지하는 집단과 그 이미지

수준이 높은 사건에 대해 관찰자 시점을 취하

를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다른 사람과 격의

고 있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Coles,

없이 대화하는 모습)로 대체한 집단을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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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 결과 긍정적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

(2007)은 이러한 심상능력을 활용하여 사회불

을 때 자기 보고식 불안 점수 및 독립 평정자

안장애와 관련이 있는 외상적 기억에 초점을

의 불안관련 평정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맞춰서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단기 개인치료

났다. Hirsch, Mathews, Clark, Williams와 Morrison

방식의 효과를 최초로 검증하는 예비연구를

(2006)의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를 매우 유능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부정적 신념, 이미지와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발표 전에 자신이

기억의 고통과 생생함, 부정적 평가에 대한

매우 발표를 잘 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게 아

두려움, 두려운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안과 같

니라 형편없는 수행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도

이 핵심적인 사회불안 증상 심각도 및 초기

록 했을 때, 불안이 더욱 증가된다고 보고하

기억과 관련된 이미지의 고통 수준이 유의하

였다. Vassilopoulos(2005)는 사회불안이 높은 집

게 감소되었다. 이들은 동일한 치료 기법의

단의 경우 부정적 이미지를 마음속에 떠올리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Wild, Hackmann, &

도록 지시한 조건에서 더 심한 신체 감각을

Clark, 2008)에서 외상적 기억을 떠올린 후 이

지각하고 자신의 수행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미지 재구성 기법을 함께 실시한 집단과 외상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적 기억을 단순히 이야기하도록 하는 집단의

통해서 볼 때, 사회불안장애는 다른 장애들에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이미지 재구성

비하여 자기 이미지와 불안 사이의 인과 관계

기법이 병행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가 비교적 잘 밝혀져 있는 편이라 생각할 수

치료효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사회불안유발상황에서 사회불안장애

있겠다.
사회불안장애의 경우, Heimberg와 Becker

내담자가 지니는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와 외

(2002), Rapee와 Sanderson(1998)이 비디오 피드

상적 기억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개인치료

백 혹은 타인의 관찰 하에 진행되는 행동실험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얻어졌음에도,

등을 치료에 포함시켜 표준적인 인지행동치료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치료 및 연구 방식은

에 왜곡된 자기상을 교정하는 기법을 추가하

인지 재구조화와 노출 훈련 위주의 인지행동

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들은 대부분 현재에

집단치료(CBGT)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고통스러운 이미지와

치료적 접근이 비용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치

연결된 초기 기억을 직접적으로 파악, 수정하

료에서도 효과 크기(effect size)가 충분히 크다

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많지 않았다. 최근

고 보고되고 있긴 하나(권정혜, 2007), 조기 종

Clark 등(2006)은 표준적이고 현재에 초점을 맞

결하는 일부 내담자나 치료 효과가 잘 나타나

춘 기법에 대한 치료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었

지 않는 내담자에 대한 대안적 치료 접근의

던 사회불안장애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이승원(2009)이

지 재구성 훈련법을 시도하고, 이 기법이 사

사회 공포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미지 재구

회불안의 치료에 새로운 접근이 될 수 있음을

성 훈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논의한 바 있다. 이후 Wild, Hackmann과 Clark

예비적 조사 연구에 머무른 상태인 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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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한 소개가 부족하

르면 눈을 감고 그 이미지에 머무르면서 해당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기억에 초

이미지를 기술하도록 한다. 그 이후 떠올린

점을 맞춰서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Wild 등

이미지의 반복적 경험 여부나 감각적 특징에

(2008)의 치료 절차를 단일사례에게 적용했을

대해 질문한다. 그 이미지의 의미를 결정하기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자

위해서 “그 이미지에서 가장 나쁜 점은 무엇

한다. 2회기로 진행된 치료 과정은 크게 심상

인가? 개인적으로 그 이미지는 당신에게 무엇

인터뷰와 이미지 재구성 작업으로 이루어지며,

을 의미하는가?, 그 이미지가 자기 자신에게,

아래에서 각각의 절차를 보다 상세히 기술하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이 세상에 대해 무엇

였다.

을 의미하는가?”라고 질문하게 된다. 마지막으
로 해당되는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이미지가

심상 인터뷰

얼마나 생생한지, 그 이미지가 얼마나 고통스

Hackmann 등(2000)이 개발한 구조화된 인터

러운지, 지난주에 그 이미지가 얼마나 자주

뷰로 사회적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떠올랐는지에 대해 0-100점(0 전혀 그렇지 않

이미지를 찾고, 그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서

음, 100 항상 그러함)의 visual analogue scale

첫 번째 치료 회기에 실시한다. 대략 40분가

(VAS) 척도로 평정한다.

량이 소요되며,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련의

이미지를 확인한 후, 그 이미지와 연결된

표준화된 질문을 실시한다. 사회적 상황에서

기억을 떠올리는 인터뷰가 진행된다. 그 이미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를 질문하는 첫

지에서 느낀 것과 같은 감정을 최초로 경험했

번째 단계와, 그 이미지와 관련된 초기의 외

던 때가 언제였는지 질문하고, 그 이미지와

상적 기억을 떠올리는 두 번째 단계로 구성되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특정한 기억을

며, 각각 그 이미지와 기억의 현재적 의미를

확인한다. 만약 여러 기억이 도출될 경우에는

질문하게 된다.

반복되는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의미를 지니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이미지를 알아보기

고 있으며,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을 선택한

위해서 가장 먼저 “사회적 상황에서 ~씨가

후, 이미지의 의미를 도출할 때 사용했던 것

불안해 졌을 때 마음속을 스쳐가는 것들에 대

과 유사한 질문을 통해서 그 기억의 의미를

해서 질문할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불안해

탐색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질 경우, 생각-이미지가 혼합되어 떠오르거나

때 몇 살이었는지, 그 사건 이전에도 사회적

매우 빠른 속도로 그림들이 마음속에 떠오릅

으로 불안했던 적이 있었는지, 그 사건이 불

니다. 저는 ~씨가 불안해 졌을 때 마음속에서

안을 더 악화시킨 것 같은지, 이 사건을 회상

갑자기 떠오르는 그림이나 이미지에 특히 관

하려고 하면 사회불안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심이 있습니다. ~씨에게는 사회적 상황에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억 속에 계속

불안을 경험할 때 동시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머무르면서 그 기억이 얼마나 생생한지, 그

있습니까?”와 같이 질문한 후, 이미지가 떠오

기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난주에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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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이 얼마나 자주 떠올랐는지는 0-100점(0 전

사건이고, 어른으로서 ~씨나 다른 사람들에게

혀 그렇지 않음, 100 항상 그러함) VAS 척도

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에서 일어난

로 평정한다.

사건은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며, 단지 기억

이미지와 기억에 대한 탐색이 끝나면 면접

속에서 당신을 빈번히 괴롭힐 따름입니다. ~

자가 이미지와 기억의 의미를 요약한 후, 그

씨는 아마도 과거 기억과 동일한 상황인 것처

의미를 내포할 할 수 있는 한 두 문장을 정리

럼 현재 경험을 받아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를 내담자에게 제시하거나 내담자에게

우리는 그 유령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

직접 한 두 문장으로 그 의미를 이야기하도록

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씨의 이미지와 기

한다. 이것을 요약된 핵심믿음(encapsulated

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기억 속으로 다시

belief)이라 부르며, 일인칭, 현재형을 사용해서

돌아가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지와 기억의 의미를 포괄하도록 한다. 반

와 같은 방식으로 이미지 재구성 작업에 대해

복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와 기억의 의미를

설명한다.

모두 포함하는 문장에 대해 이를 사실로 믿는

그 이후 심상 인터뷰 단계에서 도출되었던

정도(believability)를 0-100점(0 전혀 사실이 아

요약된 핵심믿음에 대해 약 1시간 동안 인지

님, 100 전적으로 사실임)의 VAS 척도로 평정

재구조화 시간을 가진다. 이 단계는 기존의

한다.

인지행동치료와 동일하게 언어적 형태로 진행
되는데, 도출된 핵심믿음에 대한 지지증거와

이미지 재구성 작업

반박증거를 찾아 핵심믿음을 사실로 믿는 정

심상 인터뷰를 통해 외상적 기억과 관련된

도를 재평가하고, 해당 핵심믿음을 대체할 수

초기 기억과 이미지를 확인한 이후에는 이미

있는 대안적인 사고를 개발하게 된다.

지 재구성 작업을 진행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마지막으로 이미지 재구성 작업을 실시하게

같은 두 가지 과정이 포함된다. (1) 언어적 방

된다. 이 단계에서는 핵심믿음을 재구조화하

식을 통해 오래된 믿음을 인지적으로 재구조

는 과정에서 수집되었던 언어적 정보들을 이

화하기, (2) 이미지 속에서 당혹스러운 경험을

미지 작업으로 통합하게 된다. 첫 번째 단계

새로운 관점으로 맥락화하고, 그 사건에 대한

에서 내담자에게 외상적 사건이 발생했던 당

내담자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이미지 재구성

시 나이로 되돌아갔다고 생각하도록 지시한

작업. 이를 위해서 내담자들에게는 이 과정에

후 마치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난 것처럼 재경

대한 간단한 이론적 설명을 해 준다. “~씨는

험하게 한다. 다음 단계에서 그들은 그 기억

기억 속에서 사람들이 항상 당신을 비웃고 있

을 현재 나이인 상태에서 회상하고, 어린 자

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씨의 이미지 속에

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찰하도록 한

서 ~씨는 사람들이 ~씨를 비웃으려고 한다고

다. 내담자가 원할 경우 상상력을 사용하여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은 기억에서와 같

이 단계에 개입할 수도 있다. 대개 그 장면

습니다. 이 기억은 ~씨가 어렸을 때 일어난

속에 있는 중요한 타인과 직면하도록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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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행동치료

인지 재구조화 단계에서 생각해낸 다른 관점

전체 치료의 진행 과정 및 내용을 표 1에

을 그 장면 속에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개입하

정리하였다. 12회기의 집단 인지행동치료에

게 된다. 마지막으로 또 다시 어린 아이의 관

끝까지 참가했던 이후에도 부정적 평가에 대

점으로 그 기억을 회상하도록 하는데, 이때에

한 두려움이 쉽게 감소하지 않았던 사회불안

는 어른으로서의 자신이 어린 자아와 같은 공

장애 내담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절차를 적용

간에 있도록 상상하고, 그 장면에 직접 개입

했을 때

하도록 유도한다. 이때 어린 자아의 기분이

감소된 사례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좀 더 나아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질문하고,

한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다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상상한다.

표 1. 이미지 재구성 훈련 프로그램 진행 개요
회기

프로그램 내용
1. 오리엔테이션

사회불안장애의 정의 및 이미지 재구성 훈련에 대한 개괄적 설명
1) 사회적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 확인: 이미지의 묘사 및
의미 탐색

1회기

2. 이미지인터뷰

2) 이미지와 관련된 초기 기억 확인: 이미지와 같은 종류의 감각/감정을 처
음 경험했던 기억을 묘사하고 초기 기억의 의미 탐색
3) 핵심믿음 요약: 반복되는 이미지와 초기 기억의 의미를 핵심적으로 정리
해서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일인칭, 현재형의 한 두 문장으로 정리
1) 핵심믿음 검증 및 재평가: 핵심믿음에 대한 지지 증거 및 반박 증거를

1. 인지 재구조화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안적 관점 설정
2) 이미지와 초기 사건의 의미를 확인하고, 현재 그 사건이 갖는 함의를 논
의
1) 1단계: 그 사건이 발생했던 나이의 자신을 상상하고 마치 그 사건이 다
시 발생한 것처럼 가능한 생생하게 구체적인 당시 경험을 상상하고 다
시 체험하도록 함
2) 2단계: 1단계에서의 체험한 상황에 현재 성인 나이의 자신이 함께 있는
것을 상상하고 성인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다시 체험하면서 어린 자아

2회기

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좋을지, 어린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
2. 이미지 재구성

고 하고자 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한 후, 성인인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방
향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방식으로 개입하도록 함
3) 3단계: 2단계에서의 상황과 동일하게 성인인 자신이 어린 자아와 함께
있는 상황을 상상하지만, 2단계에서의 역할과 다르게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의 어린 자아의 관점으로 기억을 재경험하고, 성인인 자신이 개입하
는 것을 확인한 후 그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느끼고, 성인인 자신에
게 어린 자아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든지 요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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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시한 후, 임상심리 전문가 1인에게 프로

방 법

그램 참여를 최종 확인받았다.
이미지 재구성 훈련 이전에 내담자가 참여

사례개요

한 인지행동치료는 Heimberg(1991)의 프로그램
만 29세의 여자 내담자로, 과장 직급의 회

을 토대로 권정혜, 이정윤, 조선미(1998)가 개

사원이다. 중소 도시에서 1남 2녀 중 차녀로

발한 사회공포증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으로,

출생했으며, 특별한 문제없이 잘 성장한 것

크게 인지 재구조화와 노출훈련으로 이루어져

같다고 한다. 6～7세경부터 숫기가 없고 수줍

있다. 대개 1회기 당 2시간～3시간 가량이 소

음이 많았다고 하며, 중학교 이후부터 조금만

요되었으며, 임상심리 전문가 1인이 주치료자

주목을 받아도 얼굴이 빨개져서 사람들을 대

로, 임상 및 상담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 2인

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한다. 특히 고 3이 되

이 보조 치료자로 회기가 진행되었다. 회기별

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심하게 의식하게 되고,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기:

이로 인해 제대로 책이나 칠판을 보지 못하는

사회공포증의 증상과 불안의 특징 파악, 인지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대학진학 이후에

모델에 대한 교육과 객관적 관찰자 되기, 2회

도 이런 증상이 지속되어 1년 정도 약물 치료

기: 감정과 사고의 구분, 자동적 사고 탐색, 3

와 상담을 병행하였으나 큰 증상 변화는 없었

회기: 인지적 오류에 대한 설명 및 자동적 사

다고 한다. 최근 직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고에서 인지적 오류를 찾아 수정하기, 4회기:

후 회의 진행이나 전화 응대에 대한 불편감이

핵심 신념 다루기, 5회기~9회기: 다양한 상황

더욱 심해져서 인지행동치료를 받아 보기로

에서의 모의 노출과 비디오 피드백, 10회기: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두려워하는 상황(상점에서 물건 바꾸기와 구

내담자는 서울 소재 대학 내의 사회공포증

두를 신어본 후 사지 않고 나오기)에 대한 실

센터의 인지행동치료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

제 노출(in-vivo-exposure), 11회기: 최종적인 핵

였다. 사회불안장애 진단을 위해, 사회불안 및

심 신념 점검, 12회기: 재발방지 교육 및 치료

사회공포증상에 초점을 맞춘 반구조화된 불

회기 정리이다. 12회기의 인지행동치료 프로

안장애 면담도구(ADIS-IV for Social Phobia;

그램을 실시한 후, 회피 행동이나 사회적 상

Anxiety Disorders Interview Schedule-IV; Brown,

황에서의 불편감은 많이 줄었지만 부정적 평

Di Nardo, & Barlow, 1994)를 예비면접 도구로

가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핵심 신념의 변화가

사용하여 초기면접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

충분하지 않다고 호소하였다. 부정적 평가에

으로 DSM-Ⅳ-TR(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대한 두려움 척도(B-FNE)의 변화가 치료 효과

2000) 진단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였다. 사

의 많은 부분을 설명한다는 Mattick, Peters와

회불안장애 진단면접은 대략 1시간~1시간 30

Clarke(1989)의 견해를 참고했을 때, 인지행동

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사회공포증 상담센터에

치료에 끝까지 참가했던 이후에도 해당 척도

서 일정 시간 훈련을 받은 심리학과 대학원생

의 변화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치료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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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행동치료

그램이 종결된 직후 2회기의 이미지 재구성

이루어졌으며, 이미지 재구성 훈련의 치료 원

훈련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리에 대해 소개한 후 심상 인터뷰를 실시하였
다. 두 번째 회기는 2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측정방법

인지 재구조화와 이미지 재구성 작업을 실시
하였다. 인지 재구조화 단계는 1시간 동안 이

치료 전, 후 증상 심각도의 변화를 측정하

루어졌으며, 정리된 핵심믿음에 대한 지지증

기 위해서,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Social

거와 반박증거를 찾아 핵심믿음을 사실로 믿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SADS; 이정윤, 최

는 정도를 재평가하고, 초기 기억이 현재의

정훈, 1997),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후, 그 의미에

단축형(Brief-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도전하여 현재 그 기억이 갖는 함의를 논의하

B-FNE; 이정윤, 최정훈, 1997), 사회적 상호

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미지 재구성 단계는

작용 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1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초기 기억에 새로

SIAS; 김향숙, 2001), 사회 공포증 척도(Social

운 관점에서 도출된 의미를 포함시키고 내담

Phobia Scale: SPS; 김향숙, 2001)를 이용하였다.

자의 이해를 새롭게 하는 작업을 3단계로 실

사회불안장애의 증상 심각도 이외에 일반적인

시하였다.

불안과 우울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 벡 불안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내담자는 사회불안장

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 육성필, 김중술,

애 증상과 관련된 자기 보고식 설문지 배터리

1997)와 벡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를 완성하였으며, 심상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BDI; 이영호, 송종용, 1991)를 함께 측정하였다.

상황에 반복되는 이미지와 기억을 평가하였다.
후반부에서는 핵심믿음을 사실로 믿는 정도,

사례 동의

이미지와 기억에 대한 생생함․스트레스 정도
를 평가하였다. 이미지 재구성 작업 이후에도

개인적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내

동일하게 핵심믿음을 사실로 믿는 정도, 이미

담자에게 전달한 후 전화상으로 구두 승인을

지와 기억에 대한 생생함․스트레스 정도를

받았으며, 논문 작성 후 직접 만나 내용을 검

평가하였으며, 치료 전에 실시했던 자기 보고

토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식 설문지 배터리를 다시 실시하였다. 2번의
개인 치료 회기를 끝난 다음 3개월 후 추후

치료 과정

회기를 진행하였다.

진행 절차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이미지 재구성 훈련 프
로그램은 면대면 개인치료로 매주 1회씩 2주
간 이루어졌다. 첫 번째 회기는 1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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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소

회기의 인지행동치료를 통해서 ‘그다지 친하
지 않은 거래처 사람과 점심 식사 시간에 우

집단 인지행동치료를 받은 이후, 회의 과정

연히 길에서 마주친 상황’이나 ‘앉아 있는 사

에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먼저 질문을 한다던

람들 앞을 가로 질러 갈아타기 쉬운 칸으로

가, 음식을 시킬 때 음식점 종업원들에게 뭐

옮겨야 하는 지하철 상황’, ‘회의 상황에서 발

가 맛있는지 먼저 물어 본다거나 동료들과의

표를 하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얼굴이 빨개지

식사를 피하지 않는 점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는 상황’과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한 대안적 사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다고

고를 검토하고, ‘거래처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표정이 어색한

기’, ‘지하철에서 갈아타기 쉬운 칸으로 이동

것 같고 가까운 사람도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

하기’, ‘얼굴이 빨개지더라도 회의 시간에 자

하게 만드는 핸디캡을 지닌 사람인 것 같다는

신이 전달해야 하는 것 3가지를 이야기하기’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 호소 문제

와 같은 다양한 행동 목표를 설정, 실질적인

로 제시하였다. 피상적인 수준에서는 어떻게

행동 실험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처하면 좋을지 알 것 같지만, 가족이나 친

‘어색하게 보인다는 것은 나의 과도한 지각일

구와 같이 친밀한 사람 앞에서도 얼굴이 빨개

뿐 상대는 내 표정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지고 표정이 어색해 진다는 사실이 슬프고,

다’, ‘잘 못해도 괜찮다’, ‘언제나 완벽할 필요

‘나는 부적절한 사람이다’, ‘영원히 혼자가 될

는 없다’와 같은 타당한 생각을 개발하였으며,

것 같다’는 핵심믿음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는 정도도 증가하였다. 이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러한 인지 재구조화 및 행동 실험을 통해 사
회적 상호 작용 상황에서 새로운 행동을 시도
해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줄어든 것

치료자

으로 보였다.
인지행동치료에 대해 훈련받은 한 명의 임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상심리전문가(자격 취득 후 5년 경과)가 개별

영원히 혼자가 될 것이다”, “나는 부적절한 사

적으로 2번의 치료 회기를 진행하였으며, 치

람이다”와 같은 핵심믿음은 여전히 작동하고

료 회기에 대해 교수급의 임상심리전문가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내가 부족하거나 잘 못

지도감독 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나 자체만으로 좋은 사람이다’,
‘지금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와 같은 자기 존중감이나 자기 확신감은 부족

사례개념화

한 상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어린 시절 주
내담자의 핵심믿음과 조건화된 가정 및 믿

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데도 얼굴이 빨

음, 규칙, 보상 전략 및 이에 영향을 미친 어

개지거나 숫기 없어 보이며 수줍음을 타는 자

린 시절의 경험에 대해 표 2에 정리하였다. 12

기 자신을 부모가 부끄러워한다고 지각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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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행동치료

관련된 어린 시절의 자료
․ 과자를 사는데 슈퍼 아주머니가 얘가 너무 숫기가 없다고 지적함.
․ 동네 아주머니에게 엄마가 자신을 소개하는데, 얼굴이 붉어지는 자기의 모습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낌
․ 중학교 시절 학교 수업 시간에 지목을 당해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답이 생각나지 않아서 대답하
지 못함.

↓
핵심믿음
․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 나는 영원히 혼자가 될 것이다.
․ 나는 부적절한 사람이다.

↓
조건화된 가정/믿음/규칙
․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나는 영원히 혼자가 될 것이다.
․ 내가 잘 하는 것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
․ 한번 첫 인상이 부정적으로 형성된다면, 그 생각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 항상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바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
보상 전략
․ 모든 상황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확인한다.
․ 혼자 생활해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명랑한 척 한다.
․ 어색하거나 불편감이 느껴지는 상황에서는 애기를 하지 않는 등,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것 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상황 1

상황 2

상황 3

그다지 친하지 않은 거래처 사람과 점

앉아 있는 사람들 앞을 가로 질러 지

회의 상황에서 발표를 하는데 목소리가

심 식사 시간에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하철에서 갈아타기 쉬운 칸으로 옮겨

떨리고 얼굴이 빨개지며 머리 속이 하

상황

야 하는 상황

얗게 변하는 것 같은 상황



자동적 사고
내 표정이 어색하다고 생각할꺼야.
당황하는 내 모습이 이상하게 보일꺼야





자동적 사고

자동적 사고

옆 칸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잘 해야 하는데 너무 바보 같은 모습을

가로 질러 가는 내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고 있어.

보일꺼야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꺼야







자동적 사고의 의미

자동적 사고의 의미

자동적 사고의 의미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한다.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한다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한다.







감정

감정

감정

우울, 불안

우울, 불안

우울, 불안





행동

행동

상대방을 못 본척하고 옆에 있는 동료

지하철에서 다음 칸으로 가지 못하고

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지나감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음

그림 1. A 사례에 대한 사례 개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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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이야기를 빨리 진행함
붉어진 얼굴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아
래를 보면서 이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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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이러한 핵심믿음을 형성하는데 큰 영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와 관련된 초기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성장하면서도 ‘성적

기억을 질문하자 중학교 시절의 기억을 보고

이 좋아야만 자랑스러운 딸이 될 수 있다’와

하였다. 담임 선생님이 자신과 언니를 비교하

같은 조건적 가정을 형성하고, 외부 기준에

면서 ‘공부는 네가 더 잘하는데, 활발하고 붙

자신을 맞추려 했던 생활 태도가 이러한 핵심

임성 있는 네 언니가 성격은 훨씬 좋은 것 같

믿음을 더욱 공고히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다’고 이야기했던 장면을 떠올렸고, 그 때 처

이미지 재구성 작업을 통해 어린 시절에 형성

음으로 ‘부끄러움을 타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

되었던 조건적 가정과 달리 자신의 존재 그

이다’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고 이야

자체로 존중받는 경험을 시도하고 이를 현재

기하였다. 또한 가족들과의 식사 도중 어머니

의 자신과 통합시켜 경험할 것이 기대되었다.

가 ‘왜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 앞에서 얼굴이
빨개지냐’고 말을 했던 장면도 함께 떠올렸다.
그런 장면들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자 ‘나는

치료방법

가까운 사람들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
1회기

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반복되는 이미지와

심상 인터뷰를 실시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방금 떠올렸던 초기 기억이 대인 관계적 측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와 관련된 외상적

에서 서로 얼마나 유사한지를 질문하자 ‘일정

기억에 대해 평가하였다. ‘굳어 있는 얼굴 표

한 거리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발전하는 것을

정으로 얼굴이 또 빨개진 게 아닌가 걱정하고

부담스러워 하여 항상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있는 20대 초반의 내 모습’이 떠오른다고 보

둔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것 같다’고

고하였다. 그 이미지에 특별한 소리나 냄새가

설명하였다.

동반되지는 않았으나, 해당 이미지를 떠올리

그 이후 반복되는 이미지와 초기 기억의 의

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것 같다’는 신

미를 담을 수 있도록 핵심믿음을 요약하였다.

체 감각을 보고하였다. 그와 관련된 감정은

내담자는 이미지와 기억에 대한 핵심믿음을

‘부끄러움’과 ‘수치심’이었으며, ‘나 때문에 다

‘나는 인간관계를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이다.

른 사람들의 표정도 똑같이 굳어질 것이다’,

가까운 사람도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

‘그 사람의 뇌리에는 나에 대한 이미지가 ‘어

는 핸디캡을 지닌 사람이다. 계속 이렇게 살

색한 표정을 가진 사람’으로 각인될 것이다’라

면 나는 혼자가 될 것 같다’와 같은 문장으로

는 생각이 동반되었다. 그 이미지의 의미에

정리하였다. 내담자는 이 믿음을 75점 정도로

대해 질문하자 ‘나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믿고 있었다. 이미지와 기억에 대한 생생함의

싶은데 이것 때문에 장애물이 생기는 것 같

수준, 이미지나 기억에 의해 유발된 고통 수

다’, ‘내 마음과 달리 내 표정이 상대방과 가

준, 이미지나 기억의 빈도, 이미지와 기억의

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차단한다’라고 보고하

유사성 점수는 이미지 재구성 작업을 실시한

였다.

직후에 측정하였던 점수와 함께 표 3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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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적 개입 기법의 축어록을 기술하였다.

치료 이후 일주일 동안 1회기 때 떠올렸던
이미지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다면 그 상황

(전략)

을 사고 기록지에 기록하고 대안적인 사고를
찾아보는 것과 『새로운 나를 여는 열쇠(열음

상13: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음.. 딸이 좀 수

사)』를 읽고 이미지 재구성 방법에 대해서 생

줍어 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실제

각해 보는 것을 숙제로 부과하였다. 치료에

로 엄마에게 부끄러움, 수치심 같은 걸

대한 피드백을 요구하자 “힘든 기억이었는데

유발할까요?

이제는 많이 괜찮아진 것 같다, 원래 그런 생
각이 떠오르면 많이 슬펐는데, 지금은 많이
담담해진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내13: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좀. 부
모님들은 이상하게.. 자식을 소개할 때
자랑 같은 걸 하시는 게 있더라구요.
우리 딸은 뭘 잘하고.. 막 이러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 딸” 이

2회기

렇게 얘기하고 끝내는 게 아닌 거.. 항

숙제로 부과했던 책에서 ‘의존’과 ‘사회적

상 자랑.. 우리 딸은 뭘 잘 하고 그런

소외’라는 스키마가 자신과 가장 관련이 많은

식으로 얘기하면서 딸을 소개하니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며, 플래쉬 카

아.. 뭔가 내가 자랑할 게 있어야 그

드를 이용하여 변화를 위한 계획을 세운 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일 수 있겠구

이를 점진적으로 실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

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

각이 들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성인인 자신’이

이. 그렇게 되면서 모든 면에서 그 사

‘어린 아이인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고 위로

람한테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제

해주는 과정을 읽으면서 맨 처음에는 이상한

가 소개를 받을 때 모든 면에서 좀 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신이 그 상황

보이면 좋지 않을까.. 그런 강박 관념..

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성숙한 내가 나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냥 자체만

자신을 위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으로.. 저는 그래서 자식한테 안 그러
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자체만

이 들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지난 시간에 찾았던 부정적 초기 기억에 대
한 인지 재구조화를 실시하면서 어린 시절 수
치심을 불러일으켰던 경험에 대한 대안적 관
점을 형성하였다. 내담자는 ‘시장에서 엄마가
아는 사람에게 딸을 소개할 때 얼굴이 빨개졌

으로 의미가 있다고 봐 주면 되는데
항상 부연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 그래요.
상14: 만약 그런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서..
얼굴이 빨개지는 게 부끄러워서.. 부모
님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지 못하는

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엄마에게 부끄

것 같아서. 스스로를 수치스러워하는

러운 딸이라는 느낌이 들었던 장면을 떠올렸

중학교 정도의 **씨가 있다면요. **씨

다. 아래에는 그 장면에 대한 이미지 재구성

는 그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해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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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까요?

을까요?

내14: (weeping, pause) 그냥.. 지금 모습만으
로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내24: 기대에 부응해서 아줌마한테 잘 보이
고 싶었는데 좀.. 덜 잘 보이는 것 같

상15: 그 이야기가 어린 **씨한테 어떤 의
미가 있을까요?

다. 그런 생각?
상25: 내가 스스로 되게 부끄럽다.. 그런 생

내15: 그러니까.. 뭘 잘해야지 사람들에게

각도 드나요? (예) 그 장면에 성인이

사랑받을 수 있다.. 항상 생각했던 것

된 **씨가 한번 들어가 볼께요. (예) 그

같아요. 그걸 좀 더 나이가 들어서 보

장면 속에 성인이 된 **씨가 보이나요?

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걸

(예) 고등학생 **씨한테 한번 말을 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어 볼래요?

상16: **씨 우리 그걸 이미지로 한번 만들

내25: 말을요? (예) 안녕? (웃음)

어 볼께요. 눈을 감고 의자를 벽에 붙

상26: 그 친구는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요?

이고 편안하게 앉아 볼께요. 눈을 감

내26: 너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좀

고.. 시장 골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더 커서 봤을 때.. 세상에는 니가 지금

**씨가 늘 다니던 익숙한 시장 골목..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엄마와 함께 시장을 보러 가는 중학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

정도의 **씨네요.

고.. 더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다.. 그

내16: 고등학교 때..

렇게.. 그렇게 조그만 거에 치중하고,

상17: 예.. 고등학생 **씨랑 어머니랑 함께

마음아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

걸어가네요. 지금 어떤 장면이 보이는
지 한번 얘기해 줄래요?

주고 싶어요.
상27: 그냥 지금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내17: 사람들을 제일 자주 만나던 길목인데

괜찮다고.. 그렇게 말해 줄까요?

엄마랑 손잡고 옷도 사러 가고 그러고

내27: 모르겠어요. 제 스스로 제 모습을 보

있어요. 엄마가 우리 딸이야.. 하고 소

고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봐도 100%

개하는 장면.. 그 아줌마가 공부 되게

만족?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음.. 그

잘 하는 딸이라고.. 그런 말을 해요.

래도.. 충분히 너 자체만으로 그렇게
니가 평균 이하다..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을 안 할 정도로 너는 괜찮다고..

(중략)

(너 자체만으로도 괜찮다고) 예.. 니가
내23: 아줌마가 가시고 나서 얼굴이 왜 그

그렇게 공부.. 그런 거 중요하다고 생

렇게 빨개졌냐고.. 그리고 그냥 시장

각하는데. 사실은 커서 보면 그거보다

보러가요.

더 중요한 일들이 많으니까 다른 경험

상24: **씨는 그 장면에서 왜 이렇게 힘들

을 더 많이 하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었을까요? 작은 고등학생 **씨가 그

상28: 되게 엄마 친구 앞에서 당당하지 못

장면 속에서 어떤 생각 때문에 힘들었

하고, 이런 내 모습이 엄마 앞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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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스스로를 수치

(후략)

스러워하는 어린 **씨가 있네요. 그 아
이한테 제일.. 해 줄 수 있는 말이 뭘

이후 내담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안전 지대

까요? 어떤 말을 해 준다면 지금 현재

(safety zone)에 대해 상상하도록 하고 편안하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씨가 벗어날

는 느낌을 느끼면서 약 2분 가량 그 이미지

수 있을까요?

속에 머무르도록 하였다.

내28: (weeping, pause) 다시 한 번 말씀해 주
세요
상29: 되게 상처받고 힘들고 스스로를 자책
하고 있는 **씨, 고등학생 **씨가 거기
있잖아요. 고등학생 **씨의 부담감과

2회기가 끝난 후 두렵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이미지들에 대해 대안적인 관점을
형성해 보는 것을 숙제로 부과하고, 치료 종결
및 3개월 후 추후 회기를 갖는데 동의하였다.

수치심을 줄여 줄 수 있게... 성인이 된

추후 회기

**씨가 해 줄 수 있는 말은 뭐가 있을

치료가 끝난 지 3개월 후에 추후 회기를 실

까요?
내29: 그냥 괜찮으니까 힘내.. 그렇게 짧게

시하였다. 내담자는 회사 및 새로 나가게 된
교회에서의 대인관계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힘내라고.
상30: 사람들에게 소개받았을 때, 얼굴이 빨
게 지는 것, 약간 부끄러워하는 아이로

느낀다고 보고하였으나, 이전에 비하여 증상
이 경미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1년 후에는 전화 면담을 통해 현재 상태에

보이는 게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
니라는 얘기를 해 줄 수 있을까요?

대해 간략하게 확인하였다. 비록 자기보고식

내30: 다른 매력도 많으니까 충분히.. 그 매

검사를 통해 사회불안 증상 심각도를 평가한

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보일 수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대인관계의 상호작

있으니까.. 첫 인상에 너무 치중하지

용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으며, 가끔 느끼는

말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부정적인 느낌들을 통제하는데 자신감을 느낀

상31: 한번 형성된 첫 인상 때문에 내가 영
원히 누군가와 가까워질 수 없거나 나

다고 보고했다.

에게 핸디캡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런
말을 해 줄 수 있을까요?

결 과

내31: 예... 정말 아니라고.. 그 이후에 얼마
든지 만회할 수 있고.. 사실 첫 인상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는 것.. 그렇게

이미지 생생함, 이미지 고통, 기억 생생함, 기

말해주고 싶어요.

억 고통, 핵심믿음에 대한 평정 점수 변화

상32: 그 장면 안에서 고등학생 **씨는 어
12회기의 인지행동치료가 끝난 직후 2회기

때 보이나요?
내32: 좀..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의 이미지 재구성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 14 -

윤혜영․권정혜 / 사회불안장애의 이미지 재구성 훈련: 이론적 배경과 증례 보고

표 2. 이미지 생생함, 이미지 고통, 기억 생생함, 기억 고통, 핵심믿음에 대한 평정 점수 변화

1회기

2회기

이미지 생생함

70

50

이미지 고통

50

40

이미지 빈도

90

50

기억과 이미지의 유사성

50

50

기억 생생함

70

70

기억 고통

50

40

기억 빈도

50

40

핵심믿음

75

45

절차를 통해 반복적 이미지 및 초기 외상적

도 점수를 제시하였다. 12회기의 인지행동치

기억에 대한 평정 점수가 변화된 정도를 확인

료 동안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SADS)와

하기 위해서, 심상 인터뷰 시기에 보고하였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IAS), 사회 공포증

평정 점수와 이미지 재구성 작업을 실시한 직

척도(SPS)에서 20% 이상의 점수 변화가 나타

후에 보고하였던 평정 점수를 표 2에 제시하

나는 등, 전반적인 사회불안 증상은 향상되었

였다. 이미지 재구성 작업을 통해 반복되는

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불

이미지의 생생함이나, 그 이미지로 유발되는

안을 측정하는 벡 불안 척도(BAI)에서도 22점

고통 수준, 지난 한 주 동안 경험했던 이미지

에서 9점으로 점수가 변화하는 등, 어느 정도

의 빈도가 다소 약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의 호전이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벡 우울

었다.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사회적 상황과 관

척도(BDI) 점수를 고려했을 때, 치료 전에도

련된 이미지와 초기 기억의 유사성은 이미지

뚜렷한 우울 증상에 대한 호소는 없었던 것으

재구성 작업을 통해서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

로 여겨지며, 12회기의 치료 과정을 통해 뚜

다. 반복되는 이미지와 초기 기억의 의미를

렷한 우울 수준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담을 수 있도록 요약된 핵심믿음을 믿는 수준
역시 75점에서 45점으로 변화하였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B-FNE)의
경우 1회기에는 43점이었으며 12회기의 인지
행동치료 이후 38점으로 감소하였다. 부정적

회기별 증상 심각도 점수 변화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B-FNE)의 일반인 분
할점이 42점인 점을 고려했을 때(이정윤, 최정

표 3에는 12회기의 인지행동치료 사전, 사

훈, 1997),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일반인의 분

후 및 2회기의 이미지재구성 방법을 사용하는

할점수보다는 낮아지긴 하였으나, 20% 이상

동안 변화했던 사회불안장애 관련 증상 심각

감소한 다른 척도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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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회기별 증상 심각도 점수 변화
1회기

12회기

14회기

3MF/U

SADS

103

75

76

74

FNE

43

38

34

30

SIAS

50

30

29

29

SPS

43

20

22

22

BAI

22

9

9

8

BDI

1

0

2

1

주. SADS =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B-FNE = Brief-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SIAS =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SPS = Social Phobia Scale, BAI = Beck Anxiety Inventory, BDI = Beck Depression
Inventory
주. 3MF/U = 3 month Follow up

의 치료적 향상을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2회

척도가 동등 수준이거나 최소 1에서 최대 4점

기의 이미지 재구성을 통해서 4점 정도의 점

까지 척도 점수가 감소된 상태였다.

수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2회기의 이미지 재구성 치료 이후

논 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회피 및 불편감 척도
(SADS)와 사회 공포증 척도(SPS), 벡 우울 척도
(BDI)의 경우 1~2점의 점수 증가가 나타났다.

본 고에서는 집단 인지행동치료에 끝까지

사회적 상황에 대한 회피 및 불편감 척도

참가했던 이후에도 ‘나는 부적절한 사람이다’,

(SADS)의 일반인 분할점이 93점(이정윤, 최정

‘영원히 혼자가 될 것 같다’는 핵심믿음이 크

훈, 1997), 벡우울척도(BDI)의 일반인 분할점이

게 변화하지 않은 것 같다고 호소하는 사회불

13점(이영호, 송종용, 1991), 사회 공포증 척도

안장애 환자 1명을 대상으로 성장 과정에서

(SPS)의 분할점이 24점(Heimberg, Muellerm, Holt,

경험했던 외상적 사건에 대한 이미지 재구성

Hope, & Liebowitz, 1992)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기법을 실시한 사례를 보고하였다. 2회기에

때, 사회불안과 관련된 증상의 심각도가 급격

걸친 이미지 재구성 기법을 통하여 일상적 상

히 상승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지 재구성 훈련

황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불안 유발 이미

이 우울이나 기타 사회불안의 증상을 더욱 심

지 및 초기 외상적 기억에 대한 고통 수준이

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통제된

나 이미지의 생생함 수준, 이미지가 떠오르는

연구 설계를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

빈도와 같은 VAS 척도에서 10~40점 가량의

료된다.

점수가 감소하였다. 또한 반복되는 이미지와

3개월이 지난 후 추후 평가에서 대부분의

초기 기억의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언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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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요약된 핵심믿음에 대한 믿음 수준

한 그들의 저서에서 외상적 기억 뿐만 아니라

역시 30점 가량 감소하였다.

악몽이나 은유적 이미지에 대한 치료적 작업

2회기의 이미지 재구성 훈련이후 부정적 평

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하는 등, 정신적 이

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B-FNE)는 4점 가량 감

미지를 치료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전략이

소하였으나, 사회적 상황에 대한 회피 및 불

인지 치료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편감 척도(SADS)와 사회 공포증 척도(SPS), 벡

이 기법의 치료 과정은 크게 세 가지 요소

우울 척도(BDI)의 경우에는 1~2점 가량 점수

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첫 번째는 외상적 기

가 증가하였다. 2회기의 이미지 재구성 훈련

억의 재경험(traumatic memory reliving) 과정이

으로 치료적 효과를 설명하는데에는 무리가

다. 이것은 환자에게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러한 절차가 사

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도록

회불안의 증상 심각도나 일반적인 우울 수준

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다양한 시점으로 이

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보

를 묘사하도록 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반복은

다 엄격한 검증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

Foa와 Rothbaum(1998)이 지속노출치료(Prolonged

다. 3개월이 지난 후 추후 평가에서 증상 호

Exposure; PE)에서 제안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전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편화된 기억을 통합된 내러티브의 형태로

여겨지나, 이러한 결과가 12회기의 인지행동

만들어 줄 수 있다. 즉, 외상적 경험에 대한

치료의 효과인지 2회기의 이미지 재구성 훈련

자발적이면서 반복적인 회상은, 치료에서 환

의 효과인지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연구가 필

자를 습관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도적인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지적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조차 자발적인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재구성 기법을 구체
적으로 소개하고, 이 절차를 내담자에게 적용

‘인지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다.

해 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미지 재구성

두 번째는 언어적인 재구조화(verbal restructuring)

기법이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불쾌한 경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초기 기억과

의 초기 기억 및 그와 관련된 생생한 이미지

이미지의 의미에 대한 증거를 탐색하며, 이에

를 확인한 후, 그에 대한 교정적 관점을 이미

대항하면서 그 의미를 재평가하게 된다. 사회

지로 재구성하여 통합하는 방식이다. Hirsch와

불안장애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10대 시절

Clark(2004)은 정신 병리에서의 인지 및 감정

자신이 놀림을 당했거나 비난당했던 끔찍한

처리에 대한 저서에서 사회불안장애 환자들의

경험 이후에 부정적이고 왜곡된 상태로 자신

부정적 이미지가 증상의 기원 및 유지에서 어

의 이미지를 생각하며, 그 이미지는 변화하지

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치료 대상으로 부정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된다고 한다(Hackmann et

적 이미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

al., 2000). 언어적 재구조화 과정에서 자신의

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특히 Butler, Fennell와

부정적 이미지에 대항하도록 격려받으면서

Hackmann(2008)은 불안장애의 인지 치료에 대

‘그 당시에 그 사건을 어떻게 인지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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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의미가 지금 현재에 돌이켜 생각했

행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Butler et al., 2008).

을 때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파악하게 되면

이렇게 임상적 치료의 과정에서 이미지가

외상적 초기 기억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관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Holmes

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와 Mathews(2010)의 최근 논의에 따르면 이미

마지막

단계는

이미지

재구성(imagery

지 그 자체가 감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rescripting) 과정이다. 이 과정은 효과적인 행동

때문에, 침습적이면서 고통스러운 정서적 이

을 취할 수 있는 힘 있는 어른의 입장으로 외

미지 혹은 그 이미지로부터 회피하려는 시도

상적 기억 속에 들어가는 장면을 상상하고,

가 특징인 다양한 정서 장애에서 이미지는 강

어린 자신에게 동정과 보살핌을 제공하는 단

력한 치료적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고 한다.

계이다. 이미지에 권한을 부여하거나 어린 자

각 정서 장애의 핵심적인 두려움들은 이미지

아를 동정하고 돌봐주는 경험을 하게 되면,

로 쉽게 표상될 수 있는데(예를 들어, 사회적

환자들은 자기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보다 덜

상황에서 창피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 죽음

위협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이미지 재

에 대한 두려움, 해를 입을 것 같은 두려움,

구성을 통해 외상적인 기억을 객관적으로 바

사회적으로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오염될

라보면서 그 기억 속에서 사건을 통제하게 되

것 같은 두려움, 통제력을 잃을 것 같은 두려

면, 외상적 기억 이외의 다른 사회적 걱정이

움), 그런 재앙적 결과를 이미지의 형태로 머

나 불안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인 재평가가

릿속에서 떠올리게 되면, 다양한 역기능적 정

가능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치료 효과를 일반

서상태가 쉽게 발현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미지가 감정에 강한 영향을 미쳐

화 할 수 있게 된다(Holmes, Arntz, & Smucker,

서 강렬한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유로

2007; Wild et al., 2008).
인지행동치료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또는 행

크게 세 가지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동적 방법들의 경우, 이미지를 굳이 사용하지

는 이미지가 감각 신호에 반응하는 ‘뇌 속의

않아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적 변화를

정서 체계(emotional system)’에 직접적으로 영

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논리적으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공포 정서와 같이 언

로는 자신의 원래 신념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

어 이전에 발달한 기초적인 정서 체계(basic

을 알고 있지만, 그러한 통찰에 감정적 변화

emotional system)는 일차적으로 감각 정보를 저

가 수반되지 않으며, 여전히 자신이 두려워하

장, 그에 반응하는 체계이며, 좀 더 추상적이

는 대상에 대해 공포심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거나 임의적인 상징 체계로 표상된 정보에는

환자들이 있다. 이런 환자들의 경우, 전통적인

덜 직접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이 때문에 감

인지행동치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적, 행

각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의 경우 언어

동적 기법에 잘 반응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와 같이 감각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추상적인

미지나 기억, 악몽과 같은 것들을 재구성하거

상징 체계에 비해 감정에 기저한 대뇌 시스템

나 은유적으로 외상 경험을 다루는 작업을 진

을 보다 더 직접적으로 활성화하여, 강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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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유발시키게 된다.

게 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제시되는 이미지와 감정의 관련

이미지가 이렇게 강렬한 감정을 유발시킬

성은 이미지와 지각 과정의 상호 간섭 효과로

수 있다면,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떠오르는

설명된다. 이미지와 지각 과정은 서로 동일한

반복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만 작업하는 것으로

감각 양식(sensory modality)을 공유하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대뇌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

그러나 체험적 기법을 강조하는 여러 치료자

이 존재하게 된다. 즉, 감각 정보가 포함된 이

들은 반복적인 이미지와 초기 외상적 기억을

미지의 경우, 정보 처리 과정에서 마치 “실제

연결시키고, 이에 대해서 작업하는 것을 치료

의 정서 유발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지각하

의 중요한 기법으로 생각한다. Hackmann(2000)

게 되어, 이미지가 실질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불안장애 환자들은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고통스러운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반복되는

경로에 비해서는 보다 덜 직접적이지만 이미

이미지를 경험할 때, 그 이미지와 해당되는

지에 존재하는 감각 양식으로 인해 우회적인

초기 기억을 잘 연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방식으로 다양한 감정 경험이 가능해 진다고

최초 기억 이후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

이미지가 촉발된 결과, 환자들은 원래 그 이

세 번째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과정에서 감

미지를 촉발시킨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잊어

정 상태와 관련된 과거의 정서적 에피소드와

버리게 된 듯 하며, 이 때문에 자신이 형성하

그 에피소드와 관련된 감정이 함께 재활성화

고 있는 이미지가 현재의 자기 자신에 대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서전적 기억을 보고

정확한 반영이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을 높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억을 자신이

아 보인다. 이 때문에 꼼꼼하고 체계적인 심

나 타인이 존재하는 이미지의 형태로 떠올리

상 인터뷰를 통해서 사회적 상황에서 반복되

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억속의 사건과 이

는 이미지와 외상적 초기 기억을 서로 연결하

미 연합되어 있는 감정을 다시 떠올리게 되거

고, 이를 함께 꿰뚫을 수 있는 언어화된 핵심

나, 이미지 그 자체를 구성하는 지각적 내용

믿음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에 의해 새로운 감정이 도출되게 된다(Stopa,

최근 정서 장애 연구에서는 이미지를 적극

& Jenkins, 2007). 의미 기억(semantic memory)을

적으로 치료에 이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포

통해 정서적 정보가 언어적으로 표상되어 있

자극에 대한 체계적 둔감화(imaginal desensitization,

는 경우, 그 기억에는 감각 양식이 거의 포함

Wolpe; 1958)나 심상 노출법(imaginal flooding,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각된 사건을 처리하

Stampfl & Levis, 1967)과 같은 고전적인 치료

는데 있어서 감각 경험의 활성화가 거의 일어

방법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외

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미지의 처리 경로

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지속노출치료

와 비교했을 때, 언어적 표상은 감정을 유발

(prolonged Exposure, PE; Foa & Rothbaum, 1998)

하기 어려우며, 그 사건을 실제라고 받아들이

혹은 안구운동 둔감화 및 재처리 요법(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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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 EMDR;

인지행동치료로 인한 것인지, 또는 이미지 재

Shapiro, 2001)과 같은 기법들의 경우에도 두려

구성 작업을 통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운 상황에 대한 이미지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센터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기법의 경우 뜨

인지행동치료를 받았던 24명의 환자들 중 12

거운 인지(hot cognition)가 포함된 이미지를 신

주차에 내담자와 유사한 B-FNE 점수를 보고

중하게 평가하고 이를 마음속에 떠올리는 절

했던 4명의 내담자들(모두 39점)의 경우, 3개

차를 통해서도 자발적인 인지의 변화를 경험

월 추후모임에서 각각 35, 39, 41, 46점의 점수

할 수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어린 시절의

를 보고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했을

기억에 대한 의미를 변화시키고 그 의미를 재

때, 이미지 재구성 훈련을 받았던 내담자가 3

구성하는 기법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

개월 이후 30점 정도의 낮은 B-FNE 점수를

다. 사회불안장애에 대한 이미지 재구성 작업

보고한 것은 이미지 재구성 훈련의 효과일 가

의 경우, 외상적 초기 기억을 이용하여 스스

능성을 시사하나 이러한 가능성은 추후 집단

로를 달래고 격려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비교 설계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는 점이 이전 기법과 차별되는 점이라 할 수

이 연구에서 가장 큰 한계로 생각해 볼 수

있다(Butler et al., 2008). 이는 2축 장애 환자들

있는 것은 단일사례 설계인 AB 측정 방식의

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의 치료 작

한계이다. 행동치료와 관련된 단일사례 연구

업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체험적 기법과도 매

의 경우 기저선(baseline)에서 표적 행동의 정도

우 유사하다(Arntz & Weertman, 1999; Smucker,

나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입단계(intervention

& Neiderdee, 1995; Young et al., 2003).

phase) 이전에 5~10번 정도의 기저선 측정을

인지 재구조화 및 노출 훈련으로 구성된 전

도입하고 그 이후 기저선의 행동 관찰이 어느

통적 인지행동치료의 경우 내담자의 현재 경

정도 안정된 것을 확인한 후 치료적 개입을

험에 초점을 맞춰 언어적 및 행동적 개입이

실시, 치료 이후 표적 행동의 변화를 비교하

적용된다. 언어적, 행동적으로 진행되는 전통

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2회기의 인

적 치료 기법과 달리 사회불안과 관련된 외상

지행동치료가 끝난 후, 그 치료의 효과가 어

적 기억을 인지적, 체험적으로 재구성하고 부

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의 시간을 기다리지

정적 자기 이미지와 외상적 초기 기억에 직접

않은 채 곧 바로 이미지 재구성 작업을 진행

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을 소개한 후, 이를 통

하였다. 뿐만 아니라 단기간의 치료적 개입이

해 사회불안의 효과적인 감소를 확인할 수 있

란 특성으로 인하여 증상의 변화 경향성을 반

었던 점이 본 사례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겠

복해서 측정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으

다.

로 인하여 단일사례설계에서의 치료적 개입

그러나 단일 사례에 대한 예비적 연구였다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며, 3

효과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
한다.

개월 이후까지 지속되었던 치료성과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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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는 점도 이 논문의 한계점이다. 응답 과

안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미지 재구성 기

정에서 참가자의 인지가 주어진 질문에 의해

법이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

서 재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보고형 검

해 본다.

사에는 의식적 판단이나 반응 편향의 문제
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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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current research, automatic and distorted images of the self are commonly repeated in social
anxiety disorder, and sudden activation of these negative images during the fearful situ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and maintaining the disorder. Wild, Hackmann, & Clark (2007) suggested
that recurrence of these vivid images in social situation are associated with early memories of
unpleasant/traumatic social experiences. This article present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therapeutic technique of image rescripting training; the exploration of the nature of recurrent imagery in
social anxiety disorder, cognitive restructuring followed by an image rescripting procedure was used to
contextualize and update the memories. A 29-year-old woman who did not respond well to standard social
anxiety disorder Cognitive Behavioral Group Therapy (CBGT) participated in two sessions of imagery
rescripting. The addition of two sessions of image rescripting training in the CBGT led to some
improvement. After two training sessions of image rescripting, the degree of believability on the distorted
core belief, the degree of distressful memories, images and vividness reduced slightly. Also she
demonstrated a slight reduction on Brief-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B-FNE). These positive
changes persisted during three-months follow-up.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social anxiety disorder, imagery rescripting, cognitive process, traumatic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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