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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derating effect of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on actual-ideal self-discrepancy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was verified with 263 participants. The group with low
self-acceptance showed higher fear of negative evaluation in both conditions of low and
high self-discrepancy compared to the group with high self-acceptance. In the group with
low self-acceptanc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increased gradually when self-discrepancy
increased, whereas in the group with high self-acceptanc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increased sharply when self-discrepancy increased. We discussed the conditions that
self-discrepancy results in dysfunctional outcome and how self-acceptance can lead to
psychological heal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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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람들은 대부분 이상적인 자기의 모습을 그리며,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한다. 자신에 대한 이상적
기준과 현재의 자기가 일치할수록 삶의 만족이 높고 행복하다고 느낀다(김명소, 김혜원, 한영석, 임지
영, 2003; Ogilvie, 1987).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이상적 자기와 실제 자기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하는지는
삶의 만족을 비롯한 우리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Rogers는 이러한 실제 자기와 되고 싶은 자기를 구분하고 그 불일치의 영향을 고찰하였고 이는 이
후 심리치료 분야에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Higgins(1987)는 자기개념을 정교하게 구
분하여 자기 불일치(self-discrepancy)의 영향을 세밀하게 연구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Higgins는 자기
개념을 실제, 이상, 당위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자기 불일치 유형에 따라 우울과 같은 낙담 정서
또는 불안과 같은 초조 정서 등 특정 정서가 나타난다고 제안하였고 후속 연구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자기 불일치 유형과 특정 정서 간 관계는 일관되지 않기도 하고, 국내 연구들에서는 특히 이
상적 자기와 당위적 자기의 내용의 구분이 모호하고, 관련 정서가 구분되지 않음에 따라(이은영, 한
기연, 1991; 류리나, 2012; Bruch, Rivet, & Laurenti, 2000; Tangney, Niedenthal, Covert, &
Barlow, 1998) 본 연구에서는 자기 불일치 유형을 모두 다루지 않고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 간의
차이에 초점을 두며 이를 자기 불일치로 칭한다. 자신이 지각하는 실제 자신의 모습과 이상적 모습
사이의 간격이 커지면 사람들은 실망과 불만족, 무력감, 그리고 여러 심리증상을 나타내고(이영호, 최
정원, 1998; 정승아, 오경자, 2005; Boldero & Francis, 2000; Burns, 1980; Higgins, 1987; Scott &
O'Hara, 1993; Strauman, 1989) 특히 우울(신민희, 강문희, 2005; 조용래 등, 1996), 불안 및 사회불안
(이가은, 강민주, 2011; 신혜진, 2005; 정승아, 오경자, 2005) 등 특정 부정 정서들이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자기 불일치가 부정 정서와 심리증상을 초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현상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다. 자기 불일치가 큰 사람은 자기 가치감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관심과 인정이 필요
하고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Chamberlain & Haaga, 2001a). 자기 불일치가 큰 사람들
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불안과 함께, 부정적 평가에 대해 두려움을 경험하며, 개인의 기
준과 타인의 기준 사이에 더 큰 차이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장건희, 2007; Scott & O'Hara, 1993;
Wallace & Alden, 1997). Higgins(1987)는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의 차이가 타인 관점에서 평가될
때 불안을 유발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기 불일치가 타인의 평가에 대한 의식과 관련되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 불일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완태, 2016).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 불일치에 따르는 특정 정서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도 심리적 안녕에 큰 함의를
갖는 변인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ear of Negative Evaluation)은 사회불안의 핵심적 요소로서, 공개적
인 발표나 토론, 시험 등 과제를 수행할 때 타인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신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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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Clark & Wells, 1995; Rapee & Heimberg, 1997). 특히 자신이 평가 대상이 되는 상황이거
나 부정적 평가를 예상하면 불안을 경험하게 한다(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부정
적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 적당한 두려움은 수행의 질을 높이거나 사회화 과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지만, 두려움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만성적인 경우,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이들은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해지는 것에 대해서 지나친
걱정, 완벽한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사고 경향을 지닌다(Deffenbacher et al., 1986). 타인의 기대
에 부응하려 하지만 자신이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자신이 수용 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며(황현정, 2012) 타인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측하며(김화영, 2015) 부정적으로 평
가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은 잠재적으로 평가적 상황을 회피하게 한다(Friend & Gilbert, 1973). 이러
한 부정적 평가에 관한 두려움이 반복되면서 높은 수준의 불안을 유지하게 되며(Rapee & Heimberg,
1997) 타인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을 때 자신의 실패에 대한 부정적 도식이 활성화되고 이러한 도식으
로 인해 우울을 느낀다(Wang, Hsu, Chiu & Liang, 2012). 또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단순
히 능력이나 수행 평가 상황뿐 아니라, 데이트나 상사와 대화 상황에서 외모나 성격 등 다양하고 광
범위하게 경험될 수 있다(Watson & Friend, 1969). 이는 불필요할 정도로 자신을 의식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삶에서 느낄 수 있는 만족과 즐거움을 방해한다(Ellis, 1976).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일반적인 공포나 불안, 여러 정신 병리들의 발달과 유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Reiss & McNally, 1985) 정신건강에 취약 요소로 이해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자기 불일치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부정적 영향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특성이 우리 삶에서 발휘하는 고유한 기능이 무엇인지 또는 어떤 조건에서 이러한 특성이 기
능적으로 또는 역기능적으로 발현되는지에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크든
작든, 일시적이든 만성적이든,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 사이에 불일치를 느낀다. 청소년이 미래의 자
기 모습을 꿈꾸는 것이든, 잘못한 후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는 상황이든,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 한계를 자각하는 순간이든 자기 불일치는 존재한다.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사람
들 대부분 어느 정도는 경험하는 바이다. 성취 지향적인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이상에 일치하며 완벽
하다는 것은 바람직하며 추구할 미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Burns, 1980). 사회적 상황에서 평가
에 대해 긴장과 불안을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원선화, 2015).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는
것은 때에 따라 심리적 고통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적당한 수준의 불안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
하는 데 적절한 자극이 되거나 사회화 과정의 동인이 될 수 있다. 자기 불일치가 우울이나 불안 등
다양한 심리증상과 관련성을 보이면서(신민희, 강문희, 2005; 신혜진, 2005; 정승아, 오경자, 2005; 이
가은, 강민주, 2011; 조용래 등, 1996; Higgins, 1987; Scott & O'Hara, 1993; Strauman, 1989) 실제와
이상적 자기의 차이는 부적응의 지표(Rogers & Dymond, 1954; Rogers, 1959)로 간주되고 있다. 더
불어 자기 불일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현상은 그 정도에 따른 효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
으며, 자기 불일치가 효과를 나타내는 과정에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조건에 관한 연구도 부족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 불일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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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 간의 불일치를 줄이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Chandler, 1976).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자신의 지적, 도덕적 성취나 타인의 인정, 사랑으로부
터 독립적으로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Ellis, 1995)을 의미한다.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장단점을 잘 인지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자기수용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을 불편하게
여기고 현재의 자신과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Ryff, 1989).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은 낮
은 사람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실패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Burns, 1980) 융통성이 있고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avies, 2006; Ellis, 1995). 부정
적 평가를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면, 이상적 자기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적절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이는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회피행동이 감소하고 좀 더 삶을 즐길 수 있게 된다(김
경미, 최승원, 정인철, 2014).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들은 우울과 불안은 낮고, 자존감, 자아
탄력성은 더 높았다(Chamberlain & Haaga, 2001). 이러한 맥락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심리적 건
강의 예언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기채영, 2008; Macinnes, 2006; Williams & Lynn, 2010). 나아가
일부 연구들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이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으로 자기수용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나
타내는 변인으로 제시한다(김금미, 2010; 김명소 등, 2003).
이러한 심리적 건강의 예언 변인인 무조건 자기수용은 특히 심리치료 분야에서 치료적 변인으로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다(Macinnes, 2006).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내담자를 대상으
로 질적 연구 결과, 상담의 의미 있는 결과로 자신과 상황에 대한 수용의 증가가 주요하였다(이수림,
2010; 정찬석 등, 2004).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심리치료 장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Rogers
(1959)는 내담자가 무조건적 수용을 경험하면 자신의 숨겨진 측면까지도 충분히 접촉할 수 있게 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것이 개인의 성장과 삶의 목적이라고 보았다. 무조건적
수용은 심리치료의 핵심적 치료 변인으로 제시되었고, 수용전념치료(Hayes, Strosahl, & Wilson,
1999) 등 최근 치료 이론에서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알아차리는 경험의 수용이 더욱
더 강조된다. 치료적 맥락에서도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자기 불일치의 효과를 상쇄시키고 삶의 만족을
높이는 핵심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명료하게 이해하
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 불일치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한다. 자기 불일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가 무조건
적 자기수용 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할 것이다. 더불어 무조건적 자기수용 수준에 따
라 구분된 집단들이 삶의 만족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확인하여 구분된 집단의 심리적 건강 수준을 가
늠하고자 한다. 삶의 만족은 객관적 외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
족을 느끼는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과정이다(Dinner, 1984; Dinner, Suh, Lucas & Smith, 1999). 자신
의 삶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중요한 목표를 이루었다고 느끼며, 개인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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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적응해 정서적 사회적으로 불편 없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Kalish, 1975).
자기 불일치와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상호작용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누구나 경험하는 자기 불일치
가 어떠한 조건에서 기능적으로 또는 역기능적으로 발현하는지 확인하고 동시에 자기수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 역시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참가자
본 연구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5개 지역에서 20세 이상 일반인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 조사 전에 연구의 목적에 관하여 설명하고 응답한 자료에 대한 익명성 보장과 자
발적 참여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연구 동의를 받았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7명의 자
료를 제외하고 26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130명(49.4%), 여성이 133명(50.6%)으로 남녀의 성비가 같다. 평균 나이는 35.22세(SD = 7.40)
으로 연령 분포는 20대 86명(32.7%), 30대 87명(33.1%), 40대 90명(34.2%)이다. 학력은 고졸 이하 49명
(18.6%), 대졸 이상 214명(81.4%)이며 직업은 대학생 21명(8.0%), 사무직 116명(44.1%), 기술직 16명
(6.1%), 서비스직 18명(6.8%), 자영업 19명(7.2%), 전문직 25명(9.5%), 기타 48명(18.3%)이었다.
측정도구
자기평가 불일치 질문지(Self-Questionnaire)
Higgins와 동료들(1986)이 제작한 자기 질문지를 서수균(1996)이 재구성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원 질문지는 실제, 이상, 당위의 세 가지 자기 영역과 자기, 타인의 두 가지 관점을 조합하여 6가지
자기 유형 질문지가 있지만,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이상적 자기와 당위적 자기의 구분이 모호하다
는 이은영(1991)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 질문지만을 사용하
고, 자기 관점 질문지만 사용하였다. 평가(evaluativer), 역기능(potency), 활동(active)의 3요인으로
구분되며 형용사 22쌍으로 구성되었다. 의미미분법을 이용하여 형용사 쌍을 양 축으로 9점 척도로 제
시한다. 어느 쪽도 아니다(0)를 기준으로 대비되는 형용사 쌍을 각각 4점 리컬트 척도(1점=약간 그렇
다, 4점=확실히 그렇다)로 표기하여 9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점수 산출은 비교하는 자기 상태 간의
대응되는 문항별 차이의 절대값을 합산하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불일치 수준이 높음을 의미
한다. 절대값의 합산 점수의 사용은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는 단점이 있으나, 자기 불
일치의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음의 값이나 양의 값 모두 불일치 정도를 나타낸다. 반응 편향을
막기 위한 9개의 역 문항 채점이 포함되어 있다.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0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 127 -

한국심리치료학회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ear of Negative Evaluation)
Watson과 Friend(1969)가 30문항으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를 개발하였고 이후
Leary(1983)가 전체 척도 점수와 .50 이상의 상관이 있는 문항 12개를 선별하여 단축형으로 제작하였
다.본 연구에서는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번안 후 타당화한 번안본을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이고 5
점 리컬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이다. 4개 문항은 역채점하며 점수가 높을수
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내적 합치도(Crombach's α)는 .90으로 보고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6으로 나타났다.
무조건적 자기수용 척도(Revised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Questionnaire)
Chamberlain과 Haaga(2001b)가 개발하였고 추미례, 이영순(2014)에 의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보
고된 문항을 사용하다. 수행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와 관계없이 얼마나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는지를 알
아보는 척도이다. 총 15문항으로 존재로서 자기수용, 판단분별로부터 자기수용, 피드백으로부터 자기
수용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7점 리컬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이고 총
점이 높을수록 무조건적 자기수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Crombach's α)는 .78이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저하하는 4개의 문항을 제거하여 사용하였고 내적합치도는 .73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척도 (Life Satisfaction)
삶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Diener, Emmon,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하였고 이후 조명
한과 차경호(1998)가 한국판으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문항며 7점 리컬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적으로 자신의 삶을 보다 만족스럽게 여기
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Diener 외(1985)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였
고,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Hayes(2017)의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변수들의 분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등 기
술통계를 검토하였으며,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표본의 정규성을 확인하였으며, 변인 간의 관련성을 보고자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셋째, Aiken과 West(1991)가 제시한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조절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1단
계에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곱한 상호작용항을 투입
하였다. 이때,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평균중심화(centering)를 실시하였다. 상호작용이 유
의하여 조절효과가 나타날 경우,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조건값으로 평균+1표준편차, 평균-1표준편
차를 회귀식에 투입하여 상호작용 양상을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PROCESS 매크로 Model 1을
사용하여 조절 변인의 조건 값에 의한 단순 기울기(Simple Slope)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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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연구가설의 확인에 앞서 변인들이 정규분포 조건을 만족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
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측정 변인들의 왜도가 ±2, 첨도가 ±7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정규성 가정은 표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Curran, West, & Finch , 1996).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각 변인 간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자기 불일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유의한 정적 상관(r = .40, p < .001)으
로, 자기수용(r = -.24, p < .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자기수용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유의한 부적 상관(r = -.38, p < .001)을 나타냈다.
Table1. Correlation analysis, Average, Standard Deviation
변인

1

1. 자기 불일치

1.00

2. 자기수용

-.24**

2

3

1.00
-.38**

1.00

평균

1.64

4.25

3.09

표준편차

0.94

0.59

0.58

왜도

0.96

0.12

0.01

0.88

0.97

0.57

3.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첨도
** p < .001

.40**

(N = 263)

조절효과 분석
자기 불일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간의 관계가 자기수용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
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고(Aiken & West, 1991), 분석 결과는 표2에 제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자기 불일치와 자기수용의 변인들에 대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한 후에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자기 불일치와 조절 변인인 자기수용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 자기 불일치와 자기수용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1단계에서 예측 변인이 자기 불일치와 자기수용을 투입하여 준거변인이 부정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42.42, p < .001), 25%의 설명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불일치는 유의한 정적영향(β=.33, p < .001)을 미치고, 자기수용은 유의
한 부적 영향(β = -.29,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불일치가 증가하고, 자기수용
이 감소할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2단계에서 1단계 회귀분석에서 추가적으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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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전체 설명력은 28%로서 1단계와 비교하여 4%만큼 증가하였으며, 증분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2 = .04, p < .01). 즉 자기 불일치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
수용에 의해 조절된다고 할 수 있다.
Table2. Results of Testing Moderator Effects (N=263)
준거변인 단계
1
부정적
평가
두려움
2

예측변인

B

SE

t

상수

4.00

.25

자기불일치

.21

.03

.33

자기수용

-.29

.06

-.30

상수

3.11

.26

자기불일치

.22

.03

.36

자기수용
자기불일치
×자기수용

-.35

.06

-.35

-6.22***

.17

.05

.20

3.52***

β

F

ΔF

R2

△R2

-

.25

-

.28

.04

15.73***
5.97*** 42.42***
-5.36**
99.73***
6.58*** 33.66*** 12.42**

*p < .05, ***p < .001

자기수용의 조절 효과가 나타나는 방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기 불일치와 자기수용의 평균+1표준
편차, 평균-1표준편차를 연결하여 제시한 그래프는 그림1에 제시하였다. 자기수용이 낮은 집단은 자
기수용이 높은 집단에 비해 자기 불일치가 낮을 때와 높을 때 모두 부정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 불일치가 증가할수록 부정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자기수용이 높은 집단은 자기수용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기 불일치가 낮을 때와 높을 때 모두 부
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낮게 나타났으나, 자기 불일치가 증가할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자기수용이 높은 집단에서 자기불일치가 증가할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가파르게 증가하지만 그 수준은 자기수용이 낮은 집단보다 낮았다.
자기 불일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간에 자기수용의 수준별 단순 기울기의 유의성을 검증
하기 위해 Hayes(2017)의 Macro Model1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3에 제시하였다. 자기수용의
각 조건값 별로 모든 단순기울기는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0'을 포함하지 않
아 유의하였다.
Table 3. Results of Testing Simple Slopes (N=263)
B

SE

-1표준편차

.12

.04

3.01**

하한값(LLCI)
.04

상한값(ULCI)
.20

.33

.05

6.79***

.23

.42

+1표준편차
*p < .05, ***p < .001

t

95% 신뢰구간

자기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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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 A graphical presentation of Moderator Effects

자기수용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높은 자기수용 집단과 낮은 자기수용집단을 구분하여 집단 간의 삶
의 만족에서의 차이를 확인하였을 때 그 차이가 유의하였고, 높은 자기수용 집단의 삶의 만족이 더
높았다. 삶의 만족에 대한 집단 차 검증결과는 표4에 제시하였다.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
람들보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전반적으로 더 낮고, 삶의 만족은 더 높게 나타났다.
Table4. Group difference in life satisfaction
종속변인
삶의 만족

(N = 263)

집단

n

평균(SD)

높은 자기수용

124

4.08(1.12)

낮은 자기수용

139

3.66(1.16)

t
-3.03*

**p < .001, *p < .0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의 불일치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달리 말하며 심리적 건강의 예언 변인이자 주요한
치료 변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무조건적 자기수용(Macinnes, 2006; Williams & Lynn, 2010)이,
심리적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는 자기 불일치와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되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조절 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자기 불일치가 높으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고, 자기수용이 높으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낮게 나타나, 두 변인의 주 효과는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장건희, 2007; Scott & O'Hara, 1993; Wallace & Alden, 1997)과
일관되는 바이다. 이어 자기 불일치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은 무조건적 자기수용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수용이 낮은 집단은 자기수용이 높은 집단에 비해 자기
불일치가 낮을 때와 높을 때 모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자기수용이 낮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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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기 불일치가 증가할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자기수용이 높은
집단은 자기 불일치가 증가할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런데 자기수용이 높은 집단에서 나타난 자기 불일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이의 강한
관계는,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전반적으로 더 낮
고, 삶의 만족은 더 높다는 결과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불일치
가 크지 않은 때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별로 느끼지 않지만 자기 불일치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민감하게(높은 기울기 값) 더 많이 느낀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 불일치
가 상당히 클 때도 자기수용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
끼고 상대적으로 높은 삶의 만족을 유지한다. 이에 비해 자기수용이 낮은 사람은, 자기 불일치가 크
지 않을 때도 이미 높은 수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기본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
의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 불일치가 증가한다고 해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큰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자기 불일치가 크
든, 적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꼈고, 삶에 대한 만족은 더 높았다.
이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지나치게 높지 않다면, 자기 불일치가 커짐에 따라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더 민감하게 느끼는 현상 자체는 반드시 역기능적이라 볼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자기 불일치가 커질 때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것은 솔직한 보고로 해
석할 수 있다. 즉, 자기수용이 높은 집단에서는 자신의 실제 모습이 이상적인 모습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보고하고, 그에 따라 자신이 부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한다는 점 역시 잘 인식하고 솔직
하게 보고한다는 것이다. 심리적 수용은 사적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Haas, 1994). 수용은 상황과 그로 인한 반응을 있는 그대로 소유하고 허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느
껴지는 감정과 생각을 단지 알아차리는(just noticing) 행동으로도 설명된다(Zettie, 1994).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자기의 부정적인 측면들 즉, 열등감, 불안, 두려움, 죄책감, 증오심까지도 자기 것으로 인
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김선남, 1999). 사람에 따라 자기의 긍정적인 면은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
이나, 자신의 이상과 어긋나는 부정적인 면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낮을
때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일부만을 인정하여 온전한 자기 인식이 떨어질 수 있다(설기문, 1997). 즉 자
기 불일치가 커짐에 따라 증가하는 평가에 대한 불안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이를 있는 그대로 보고한
것은, 이상과 다른 부정적인 면과 그로 인한 심리적 결과를 방어하지 않고 그대로 인식하고 보고하는
것일 수 있다. 정서나 인지를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의 존재를 수용하
는 무조건적 자기수용(추미례, 이영순, 2014)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한편 자기수용이 높은 집단에서 자기 불일치에 따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비
율로 증가하더라도 두려움의 전반적 수준이 자기수용이 낮은 집단보다 작다는 결과는, 부정적 정서와
사고에 대한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변인으로 이해되고 있다(Chamberlain & Hagga, 2001). 무조건적 자기수
용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사건이나 정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며, 정확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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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은 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는 데(이훈진, 2009) 도움이 될 수 있다. 수용은, 회피로 인해
놓쳤던 강화 자극에 대한 접촉을 증가시키고, 더욱더 건설적인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다룰 가능성을
높인다(Cordova & Kohlenberg, 1994).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회피행동이 줄어들
고 좀 더 삶을 즐길 수 있다면(김경미, 최승원, 정인철, 2014) 삶의 만족 역시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면, 이는 무조건적 존중(Rogers, 1959)이나 수용이 왜 치료적 인지를 보다 구
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지행동치료의 제3 동향이라 불리는 수용전념치료(Hayes,
Strosahl, & Wilson, 1999)에서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알아차리는 수용을 중시한다.
Hayes(1994)는 부정적인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이 심리적 문제의 공통 원인인 회피를 감
소시키며, 탈 융합을 통해 사고와 감정 문제를 완화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심리적 수용이 증가하면 감
정에 내재하는 반응 경향성을 더욱 잘 인식하고 자신의 경험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부정적인 정서를 허용하면서 다른 긍정적 정서에 대해서도 보다 개방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회피
에 들었던 노력을 보다 건설적인 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Greenberg, 1994). 심리적 수용은 정신건
강을 증진시키고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삶의 적응력과 안녕감을 높일
수 있다(Dougher, 1994). 본 연구에서는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수용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더 적고 삶의 만족은 더 높은 양상을 나타냈다.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들
은 자기 불일치가 커짐에 따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지만, 자기수용이 낮은 사람은 자기
불일치가 작을 때에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자기 불일치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감정이
변하지는 않았다. 자기 불일치 수준에 따라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가파르게 민감하게 변화하는 결과를
자기 경험에 대해 수용적인 모습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심화시키기에 몇 가지 제한점
이 있다. 우선 무조건적 자기수용 수준에 따라 구분된 집단 어느 쪽이 실제로 더 심리적으로 건강한지
삶의 만족 척도 이외는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못했다. 또한, 자기수용이 높은 집단에서 나타나는 자기
불일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이의 상대적으로 강한 관계에 대한 대안적 해석도 가능하다. 또
한, 개관 범위의 제약으로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경험의 수용 개념들의 차이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논
의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참조하여 추후 연구에서 관련 현상을 더 치밀히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선행 연구들이 임상 집단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불일치가
나타내는 심리증상과 유의한 관계를 역기능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 불일치의 영향이
발현되는 조건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자기 불일치를 부적응의 지표로 간주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자기 불일치의 영향에 대해 다각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가장의 주요한 의의는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신건강에 기여하는지를, 자기 불일치
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 속에서, 구체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인간은 누구나 실제 자
기와 이상적 자기의 불일치를 느끼며 또한 자신이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데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
다. 자기 불일치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지나치지 않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심리적 힘이 있
다면, 바람직한 행동이나 원하는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본 연구의 결과는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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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불일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정 은 옥

최 해 연

한국 상담 대학원 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성인 남녀 263명을 대상으로 자기 불일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
수용의 조절 효과가 유의함을 검증하였다. 자기수용이 낮은 집단은 자기수용이 높은 집단에 비해 자기 불일치가
낮을 때와 높을 때 모두 부정평가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자기수용이 낮은 집단은 자기 불일치가 증가할수록 부
정평가 두려움이 완만하게 증가한 한편 자기수용이 높은 집단은 자기 불일치가 증가할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자기 불일치가 어떠한 조건에서 역기능적으로 발현하는지 확인하고 동시에 자기
수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기 불일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삶의 만족, 무조건적 자기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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