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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ought-action fusion (TAF) is a tendency to blindly assume causal relations between their thoughts and
external reality. On the other hand, cognitive fusion (CF) is a tendency to take internal experiences, such as
thoughts and feeling, literally rather than view them as random events. However, these two terms are often
confusedly used and, in fact, have conceptual overlap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ir distinctive
features through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definition, origin, measurements and clinical implications especially on the understanding of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The cognitive-behavioral concept of TAF is
confined to erroneous and maladaptive beliefs about the connection between thoughts and behaviors. The CF
is a broader construct that entails taking thoughts and feelings as facts and engaging or struggling with them
such that the quality of life is lowered. They also have different theoretical backgrounds, developing processes and therapeutic approach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both concepts
have been studied as mid-structures for this illness. Recently, the effectiveness of psychological therapies related to these concepts such as defusion therapy has been tested. However, it is yet still in its infancy. In the
future, complementary advances between the two concepts with studies on biological substrates is needed.
(Anxiety and Mood 2019;15(1):1-12)
KEY WORDS : Thought-action fusion·Cognitive fusion·Cognitive-behavioral therapy·
Acceptance-commitment therapy·Obsessive-compulsive disorder.

서

론

Salkovskis1는 강박장애 환자들은 생각이 마치 행동 그 자체
인 것처럼 가정한다는 인지적 왜곡을 지적하였으며, Rach-

인지이론에서는 모든 정신장애는 각 질환에 특징적인 인지

man2은 이를 융합(fu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사고-행

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런 가정 하에

동 융합(thought-action fusion, 이하 TAF)으로 명명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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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다. 이후 TAF는 과도한 책임감, 불확실성에 대한 불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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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주의 등과 함께 강박장애를 설명하는 핵심개념으로 폭넓
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증상에 대한
이론적, 개념적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집중되어 왔으며3 TAF의
임상적 가치나 치료적 기법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데는 상대적
으로 한계가 있었다.
한편 인지적 융합(cognitive fusion, 이하 CF)은 수용-전념
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이하 AC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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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행동 융합 대 인지적 융합

근간이 된 관계 틀 이론(relational frame theory, 이하 RFT)

tional assumption)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한편, Rachman2은

에서 비롯된 개념이다.4,5 인간의 언어학습은 발달 초기에는

융합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TAF를 ‘금기된 행동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획득되나, 만 2세 이후부터는 직접적인

하는 것과 그런 행동을 마음에 품는 것은 도덕적으로 동등

경험이 없이도 ‘내적인 인지적 사건들 간의 관계 맺음’을 통해

한 것’으로 간주하는 심리적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학습하게 된다. 이런 방식을 통해 폭발적인 학습이 가능해지

이후 Shafran 등9은 TAF척도를 개발하면서 두 가지 구성

는 이면에는 마치 생각이 문자 그대로의 사실인 것처럼 행동

개념, 즉, 도덕성(morality) TAF와 가능성(probability or like-

하게 되고, 인지적 사건이 다른 행동 규칙보다 우위에서 행동

lihood) TAF를 모두 포함시켰고, 현재까지 TAF의 두 가지 개

및 경험을 지배하게 되며, 생각 밖의 직접적인 경험과 접촉하

념으로 이어지고 있다. 첫째, 도덕성 TAF란 부도덕한 생각을

지 못하게 되는 경향도 함께 발달할 수 있다. 즉, CF가 초래

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것과 도덕적으로 동일하다

되고 이는 경험회피(experiential avoidance)로 이어지면서 모

는 믿음을 말한다. 둘째, 가능성 TAF는 어떤 사고가 특정한

든 정신병리의 핵심인 심리적 유연성(psychological flexibil-

사건을 야기한다거나 적어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ity)의 저하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에 더해, ACT에서는 CF를

증가시킨다는 믿음이다. 부가적으로 가능성 TAF는 다시 자

교정하기 위한 기법, 즉 탈융합(defusion) 기법을 치료가 소

기-가능성과 타인-가능성으로 나뉘는데, 자기-가능성 TAF

개되던 초기부터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는 불행한 사건이 자신과, 타인-가능성 TAF는 타인과 연관

TAF와 CF는 둘 다 융합(fu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된 것이다. 예컨대 ‘자신(혹은 친척, 친구 등 타인)이 병드는

있고 인지적인 요소를 다루고 있어 개념적으로 혼동되기 쉽

생각을 하면 실제로 병에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다. 요약하

다. 또한 ACT가 강박장애에 대한 단독치료법으로 또는 적어

면, 강박장애 환자들은 사고와 행위가 융합되는 인지적 평가

도 인지행동치료의 보조치료법으로 실제 적용되면서, CF가

과정인 TAF로 인해 침투적 사고의 의미를 일반인들보다 더

강박장애를 얼마나 설명하는지6 혹은 탈융합치료가 강박장애

욱 중요하게 처리한다는 주장이다.

치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7,8에 대한 검토가 최근에 이루어지
고 있다. 이런 최근 경향은 TAF와 CF와의 관련성에 대한 관
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들 두 개념
간의 개념적인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져 있지 않다.

강박장애 인지이론에서 사고-행동 융합의 위치
강박장애의 인지적 설명에서 TAF의 위치를 살펴보면, 크
게 5가지 잘못된 신념 그룹 안에서 설명가능하다.10 1) 사고의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두 가지 개념의 기원, 공통점

중요성은 단순히 어떤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중요하

과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서 서로의 개념을 명료화하고자 한

다고 해석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신념으로, TAF를 포함하

다. 둘째, 강박장애를 중심으로 두 가지 개념이 임상적으로

여 왜곡된 데카르트적 사고나 마술적 사고가 여기에 포함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두 가지 개

다. 예를 들어 ‘이 생각은 단순히 잡념이 아니고, 내 무의식적

념의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토론과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난폭한 생각이 있다는 것은 내가
통제력을 잃고 난폭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와 같이 사고

본

론

및 그에 따른 결과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과도한 책임감은 개인의 통제를 벗어난 사건에 대한 과장된

사고-행동 융합

책임과 해로운 사건에 대한 책임의 결과이다. 3) 완벽주의는
절대적인 확실성 또는 사고 및 행동의 완벽한 통제와 같이 완
전한 상태에 대한 추구를 말한다. 4) 위협의 확대해석은 부정

사고-행동 융합의 개념적 정의
TAF개념은 강박장애를 인지모형에 적용해 이해하려는 시

적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심각성에 대한 과대평가이다.

도가 시작되던 초창기부터 등장하였는데, 이런 개념을 최초

5) 생각에 의해 야기된 불안감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험할

1

로 언급한 것은 1985년 Salkovskis 였다. 침습적 사고는 강박

수 있다는 믿음이다.11-13

장애 환자의 믿음체계를 통해 평가(appraisal)를 거치는데, 이

Wells와 Papageorgiou14 또한 강박장애의 초인지적 모델

런 믿음체계에 대한 설명 가운데 그가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metacognitive model)에서 침습적 사고의 위협적인 의미 및

바로 ‘행동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동을 행하는 것과

중요성에 대한 초인지적 신념으로 인해 강박장애가 발달, 유

같다(having a thought about an action is like performing

지된다고 제안하였다. 그들은 두 개의 신념 영역, 즉 생각을

the action)’였다. 그는 이러한 사고를 인지적 왜곡으로 보았으

통제 또는 의식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신념과 생각의

며 사고 준위(level of thoughts)상 역기능적 가정(dysfunc-

중요성, 의미 및 힘에 대한 신념을 강조한다. 초인지적 모델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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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등

따르면 중화 및 회피 행동은 침습에 대한 자각을 증강시키며,

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역기능적 신념에 대한 평가를 저해한다. 초인지적 신념은 강
박증상과 정적 상관을 보이며, 강박관념을 예측한다는 경험
15

TAF와 마술적 사고(magical thinking)
Piaget의 마술적 사고의 발달상 역할20에 대해, 전조작기

적 근거도 있다.

사고 단계에서 아동은 참여를 통해 현실을 수정할 수 있다고
사고-행동 융합과 연관된 다른 개념들

믿는다는 점에서 마술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통해 외부 현실을 수정할 수 있다고 믿

TAF와 과도한 책임감(inflated responsibility)

는 가능성 TAF의 경우, 특정한 유형의 마술적 사고라고 할

초기 연구에서 TAF를 포함한 사고의 중요성 개념은 책임

수 있다. 가능성 TAF가 높은 사람들은 생각이 외부 사건을

감의 하위구조로 여겨졌다. TAF의 정신측정적 특성(psycho-

일으키거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한다. 반면, 도덕

metric property)에 대한 검증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Rach-

성 TAF는 마술적 사고와 그다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

16

man 등 의 연구에서, 그들은 책임감평가질문지(Responsi-

을 수도 있다.

bility Appraisal Questionnaire)의 하위척도로 TAF 관련 4문

이런 마술적 사고 혹은 생각의 전능함 개념은 강박장애가

항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주요인분석에서 TAF가 하나의 요인

원래 사고장애일 수 있다는 암묵적 제안과 함께 강박장애의

(Cronbach’s α=0.51)으로 분류되었으며, 위해에 대한 책임감,

정신분석적 설명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정신분석이

사회적 책임감, 긍정적 책임감 등의 다른 요인보다 TAF가 강

론에서는 강박장애에서의 마술적 사고를 정신 성 발달 단계

9

중 가학적 항문기21로의 방어적 회귀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박증상에 특히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후 Shafran 등

이 TAF 단독 척도를 만들면서 책임감과 TAF, 두 개념은 분

이 발달단계의 또 다른 특징으로 강박적이고 가혹하며 처벌

리되었는데, 이들은 Salkovskis1의 이론을 TAF로 설명하면

적인 초자아의 지배, 그 결과 나타나는 성적 및 공격적 추동

서 TAF가 재난적 오해석의 근본이며 일종의 상위인지라고

의 융합과 애증의 병존(상반되는 감정의 공존), 우유부단함과

하였다. 이들은 타인에 대한 가능성 TAF의 신념을 가지고 있

의심으로의 점철 등이 있다. 조심스럽게 추측컨대, 정신분석

고 어떤 사건에 대해 침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최소한 부

학에서는 강박장애의 마술적 사고, 병적인 우유부단함과 의

분적으로라도 자신이 그 사건의 발생에 잠재적인 기여를 했을

심, 도덕적 추론에 과도하게 참여하려는 경향성 간의 관련성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그 부정적인 잠재적 결

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22

과들을 취소하기 위해 중화행동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강박장애 환자들은 사고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종종 마

자신의 책임이라 여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도덕성

술적 또는 미신적인 특징을 보인다.23 가령 무의미한 숫자나

TAF의 신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부정적인 침투사고와 그것

문구를 반복하거나 가족 구성원의 사망과 같은 위협적인 결

의 잠재적인 효과에 대해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느끼기 쉽다고

과를 예방해주리라는 믿음으로 무의미한 행동을 한다. 강박

했는데, 이렇듯 자신의 생각에 대한 강한 도덕적 책임은 죄책

행동은 과도한 혹은 현실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중화 또는 방

감을 불러일으키고, 이 죄책감은 부정적인 사건을 심각하게

지하는 행동으로 정의되지만,24 일부 강박행동들은 다른 것보

비난받을 징후로 오 해석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즉, TAF는 강

다 중화 대상과 더 마술적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박장애 환자들의 고양된 책임감 지각에 선행하는 일종의 인지

보인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불경스러운 생각을

17

왜곡이라 할 수 있다. Rachman 은 증가된 책임감과 TAF라

취소하기 위해 무의미한 문구를 50번 되풀이하는 행동은 문

는 인지왜곡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제안하고,

이 잠겨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자물쇠를 반복해서 점검

실험연구를 통해 원치 않는 사건에 대한 책임을 증가시킬 때

하는 행동에 비해 더 마술적이고 미신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

원치 않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한 추정치가 증가하였음을

러한 마술적 행동은 특정 인지편향과 관련될 수 있다.25

근거로 들었다.18 이렇게 고양된 책임감은 죄책감을 증폭시키
며, 다시 TAF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Rassin 등19

TAF와 사고억제(thought suppression)

도 유사한 견해를 보였는데, 그들은 TAF가 정상적 강박사고

Weger 등26이 고안한 흰곰효과 실험을 시작으로 사고억제

를 비정상적 강박사고로 변환시키고, 강박사고만 보이다가 강

의 역설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 반복되어 왔다.27-29 실험에서

박행동까지 하게 되는데 일부 역할을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

피험자에게 5분간 흰 곰을 생각하지 않도록 지시한 후 흰곰

14

한 Wells와 Papageorgion 은 책임감이 사고와 사건간의 경

에 대한 생각의 빈도를 측정해본 결과, 실험군은 억제 노력에

계를 모호하게 하는 하나의 상위인지인 TAF의 기능적 역할

도 불구하고 통제집단에 비해 흰 곰을 훨씬 자주 생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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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는 일종의 자기통제전략으로서 사고억제 시도가 역설

정상인의 경우 0.2에서 0.3정도의 상관을 보이며, 강박장애군

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심지어는 강박관념이나 선입

은 이보다 높은 0.3에서 0.6정도의 상관을 보였다.

관을 유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개정 사고-행동 융합 척도(Revised Thought-Action Fusion
Questionnaire, TAF-R)36

TAF와 조현형(schizotypy)
분명 TAF와 조현형에는 유사점이 있다. 특히 관계사고, 미

TAF-R은 원판 TAFS9의 3개 하위척도에 8개를 추가하여

신, 마술적 사고와 같은 조현형 특징은 TAF의 인지왜곡을 구

총 11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다. 기존 도덕성 TAF, 자기-가능

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종종 강박장애 환자에게

성 TAF는 유지되었고, 타인-가능성 TAF를 확장하여 가능한

30

서 조현형 성격장애가 동반되며, 심지어 비임상 표본에서도
31

사건의 종류를 긍정/부정 사건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가능

강박증 점수와 조현형 점수 간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

성(Likelihood), 비용(Cost) 및 책임(Responsibility) 항목을 평

나 Rachman과 Shafran32은 TAF가 ‘비이성적이고 마술적이

가한다.

며 생각만으로는 해로운 사건을 일으킬 수 없다’는 충분한 통

이 설문지는 원판의 한계를 넘어 몇 가지 임상적으로 중요

찰(full insight)이 있다는 점에서 정신병적 현상과는 구분된

한 의문을 풀기 위해 개발되었다. 첫째, 강박장애 환자들은

다고 하였다.

부정적 사건뿐 아니라 긍정적인 사건에서도 TAF 경향을 보
이는가? 둘째, 부정적 사건의 대가를 더 크게 평가하는가? 셋

사고-행동 융합 측정 도구

째,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는가? 였
다.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강박 증상을 가진 개인들은 긍정

사고-행동 융합 척도(Thought-Action Fusion Scale, TAFS)

적인 생각에 대해서도 TAF 경향을 보였으나 부정적인 생각의

현재까지 TAF 평가에 있어 가장 흔히 사용되어온 도구는

결과로 일어나는 사건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싣는다는 것, 그리

9

Shafran 등 이 개발한 TAFS이다. TAFS는 초기 TAF 개념

고 자신의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위해를 막을 가능성을 더 높

을 그대로 담은 자기보고식 척도로 TAF 신념의 정도를 측정

이 평가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강박장애에서 TAF가 피해를

하는 19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된다. 도덕성 TAF(12문항), 자

줄이는 예방책으로써 생각에 대한 과장된 믿음이 더욱 확장

기-가능성 TAF(3문항) 및 타인-가능성 TAF(4문항)의 3개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AF-R은 설문지 개발 자체 보다는

하위척도를 가지며, 0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4점(매우

가설 검정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보이며, 실제

동의한다) 리커트 척도 상에서 측정된다.

로 또 다른 연구에서 TAF-R의 비용 하위척도가 요인으로 확
9

강박증 환자, 대학생 및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에서 TAFS는 적절한 정신측정적 특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인되지 않았고,37 이후 관련 연구에서도 잘 사용되지 않았으
며 국내에서 표준화 되지 않았다.

학생 및 성인 표본과 달리 강박장애 표본에서는 가능성 TAF
의 자기와 타인 구조가 단일요인으로 합쳐졌고, 요인분석결

강박신념질문지-44(Obsessive Beliefs Questionnaire,

과 도덕성 TAF 및 가능성 TAF의 2개 하위척도가 적합한 것

OBQ-44)

으로 나타났다. 또한 TAFS 점수는 강박적인 학생과 성인 대

강박신념질문지(OBQ-44)는 강박증상의 발병에 중요한 것

상군에 대한 강박증상 및 우울 증상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으로 여겨지는 신념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 Obsessive-Com-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ulsive Cognitions Working Group(OCCWG)에서 개발한

33

Rassin 등 은 추가적인 소견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첫째,

87문항38의 문제39를 수정하여 44문항40으로 재정리한 것이

TAF 총점이 임상집단(즉, 강박 신경증 및 기타 불안 장애)에

다. 요인분석 결과, 1) 책임과 위협 평가, 2) 완벽주의와 불확

서 더 높았으나, 상이한 불안장애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둘

실성에 대한 불내성, 3) 사고의 중요성 및 통제의 3요인이 도

째, 도덕성 TAF 점수는 불안장애와 통제집단(즉, 학생 및 정

출되었다. 세 하위척도 모두 강박장애 환자와 비 임상 통제집

상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강박증상과는 가능

단을 구별하는데 타당성을 보였다. 강박장애 환자의 OBQ 점

성 TAF 하위척도가 더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TAFS는

수는 불안장애 대조환자보다 다소 높았다. 이 차이는 완벽주

Lee34가 번안하여 수정 및 역번역 과정을 거친 것이 국내에

의/불확실성 척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했다. 국내에서

서 사용되고 있으며 한글판으로 표준화된 바가 없다.

는 아직 신뢰도 및 타당도가 검증된 바 없다.

Table 1은 TAF와 강박증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결과를 제

책임과 위협 문항이 동일요인에 부하된 것은, 책임에 대한

시하고 있다. 평가척도와 대상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지나친 관심이 위해 유발 혹은 예방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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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등
Table 1. Relationships between thought-action fusion and obsessive-compulsive symptom measures
Study

Population

Shafran et al. (1996)9

N

Obsessional sample (C)

118

TAF measures
TAFS-M

OC measures

Correlation

MOCI-C

0.31*

TAFS-LO

0.38*

TAFS-LS
Rassin et al. (1999)19

Healthy volunteers (NC)

Lee (2000)34

College students (NC)
35

Rassin et al. (2000)

Coles et al. (2001)27

33

Rassin et al. (2001)

45

MOCI

0.35*

210

TAFS

OBQ-RT

0.32

Undergraduate students (NC)

173

TAFS

MOCI

0.21

Undergraduate students (NC)

173

TAFS-LS

OCI

0.36

Undergraduate students (NC)

Einstein & Menzies (2004)

23

0.33*

TAFS-L

285

OCD patients (C)

61

‡

TAFS-M

0.26

‡

TAFS
TAFS-LS

TAFS-LS

MOCI

0.21

PI

0.32

PI

0.56*

OCD patients (C)

29

Undergraduate students (NC)

Yorulmaz et al. (2008)

Altın & Gençöz (2010)

51
283

0.41*
PI

Undergraduate adults (NC)

290

0.18

†

0.23

†
‡

TAFS

PI

0.65

TAFS-M

MOCI

0.26

TAFS-L
Reuman et al. (2017)8

0.38*
0.42*

TAFS-L
28

†

0.49*
MOCI

TAFS-M
TAFS-M

†

0.56*

TAFS-LO
714

‡

0.27

TAFS-M

Undergraduate students (NC)

†

TAFS-LO

TAFS-LO

Marino et al. (2008)3

†

TAFS-LO

TAFS-M

†

0.22

†

DOCS-R

0.26*

DOCS-S

0.17

DOCS-C

0.34*

DOCS-UT

0.26*

DOCS-R

0.26*

DOCS-S

0.11

DOCS-C

0.22*

DOCS-UT

0.15

* : p＜0.05, †: p＜0.01, ‡: p＜0.001. TAFS-M, -LO, -LS : Thought-Action Fusion Scale-Moral, -Likelihood Other, - Likelihood Self, MOCI-C : Maudsley Obsessional Compulsive Inventory-Checking, OBQ-RT : Obsessive Beliefs Questionnaire-Responsibility/Threat, OCI :
Obsessive Compulsive Inventory, PI : Padua Inventory-Revised, DOCS-R, -S, -C, -UT : Dimensional Obsessive-Compulsive Scale-Responsibility, -Symmetry, -Contamination, -Unacceptable Thoughts, NC : non-clinical sample, C : clinical/at-risk sample

어진다는 OCD에 대한 인지이론의 가정과 일치한다.1,17 완벽

도덕성 TAF 두 가지로 개념화된다. 이런 인지적 오류는 강박

주의와 확실성 추구의 중첩은 강박장애 환자들이 침습사고

장애의 인지적 설명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과도한 책

로 유발된 의심을 없애기 위해 전형적으로 실수나 오류를 최

임감, 마술적 사고, 사고 억제, 조현형 등의 개념과 일부 중첩

소화하려 한다는 임상관찰과 일치하며, OBQ 초기연구에서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강박장애 환자에서 TAF 경향은 증가

38,39

도 완벽주의와 확실성 척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

되어 있으며,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 강화된 책임감, 엄격하

고의 중요성 및 통제에 대한 신념이 동일요인에 부하되는 것

고 극단적인 생활규범이나 의무, 위험에 대한 걱정이 많은 가

또한 의미가 있다. 사고의 중요성은 침습사고에 곧잘 수반되

정환경, 강화경험(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불행한 결과를 초

며, 일반적으로 강박장애 환자들로 하여금 생각을 억제, 재검

래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이 TAF와 같은 인지를 형성하

토 및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전략을 통해 통제시도로

는 요인이 된다.41

이어진다.
요약하면 TAF는 행동을 생각하는 것과 행동에 옮기는 것
을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초인지적 경향으로 가능성 TAF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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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융합

중인 어린 아이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이해할

인지적 융합의 개념적 정의

는 인지적 융합/탈융합 개념과 중첩될 수 있지만, 정신화는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기 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인지
개인은 종종 세계와의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생각의 문자적
4

정서조절 및 애착과 관련된 보다 광의의 구성개념이다.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이러한 경향을

셋째, 마음챙김은 인지적 탈융합과 어느 정도 중첩되는 개

ACT에서는 CF라고 하며, 생각이 마치 문자 그대로의 사실

념이다. 사실 ACT 모델에서 현재-순간 알아차리기는 종종

인 것처럼 행동하고, 인지적 사건이 다른 행동 규칙의 우위에

인지적 탈융합의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ACT

서 행동 및 경험을 지배하며, 생각 밖의 직접적인 경험과 접

의 전형적 탈융합 훈련인 ‘나뭇잎 띄워 보내기’는 한 개인과

42

촉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회불안이 심한 사람은 자

인지적 사건들과의 관계에 고의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기-초점화된 주의와 부정적인 자기 평가에 압도되는데, 이러

(흐르는 물에 떠다니는 나뭇잎과 같은 생각들에 대한) 심상

한 인지적 사건은 특정 행동(예, 사회적 상황에 참여)을 강하

을 사용하기 전에 현재 순간에 초점 맞추는 것(숨, 신체감각,

게 규제하는 경향이 있다. 즉, 불안한 사람은 자기-평가를 정

소리 등에 대한 마음챙김과 유사한)에서부터 시작된다. ACT

신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자신이 사회적으로 부적절

관점에서 보면 마음챙김은 앞서 언급한 4가지 심리적 유연성

한 것으로 보고, 결국 그 사고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성이며 이 또한 자기에 대

언어적 평가과정이 지나치면 건강한 심리적 유연성을 확보하

한 자비의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이렇듯 탈융합이 탈중심화

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해 다양한 정신병리가

와 마음챙김 둘 다에서 핵심적인 요소지만, 이들 두 가지 심

발생한다. 요약하면, 융합은 한 개인과 그의 인지적 사건과의

리적 상태를 일으키기 위해서 ACT는 탈융합에 더해 추가적

관계를 의미하며, 융합(지배되는, 얽힌, 믿는, 문자 그대로 취

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마음챙김은 종종 ACT

하는)과 탈융합(정신적 사건으로 경험되고 반드시 그에 따라

에서 탈융합의 명시적 기능인 가치적, 목표-지향적 행동 촉진

행동할 필요는 없는)은 연속선상에 있다.

을 위한 것이기 보다 스트레스 감소의 도구로(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MBSR에서처럼) 혹은 탈중심화를

인지적 탈융합과 유사 개념들
CF에 대응하는 개념인 인지적 탈융합을 살펴봄으로서 CF

촉진시키기 위한 도구로(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MBCT에서처럼) 혹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의 개념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지적 탈융

요약하자면, 인지적 융합과 중첩되는 많은 구성개념들이

합은 다른 심리치료의 여러 구성개념들, 즉 탈중심화(decen-

있으며, 이는 정신장애와 행동기능을 이해하는데 있어 우리

tering), 초인지적 인식(metacognitive awareness), 마음챙김

의 정신적 경험이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 많은 치료적 접

(mindfulness), 정신화(mentalization)와 유사하다.

근법들에서 고려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탈융합은 탈중심화

첫째, 탈중심화 또는 초인지적 인식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나 마음챙김 같은 다른 심리적 특성에 기여하는 보다 제한적

을 분리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초기에 인지

인 의미의 구성개념으로, 그 핵심은 인지적 사건들에서 한걸

수정을 위한 기초 단계로 소개된 탈중심화는 오랫동안 인지

음 물러나려는 목적이 부정적 사고방식을 중단하고 초인지적

치료의 한 부분이었다. Fresco 등43은 탈중심화를 ‘생각과 감

신념을 변화시키거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있기보다 개인의

정에 대해 현재에 초점화된 비판단적인 자세를 취하며, 그것

가치와 일치하는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ACT의 관점에
서 보면, 탈중심화는 탈융합과 수용의 과정을 합친 것으로 보

인지적 융합 측정 도구

인다. Fresco 등43은 또한 탈중심화의 중요한 한 측면으로 자
기자비(self-compassion)도 강조하였는데, 이는 탈융합의 특

인지융합 질문지(Cognitive Fusion Questionnaire, CFQ)44

성이기보다 ACT의 4가지 심리적 유연성 과정(탈융합, 수용,

CFQ는 2007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2014년에 발표된, 인

맥락으로서의 자기, 현재-순간 알아차림) 중에 나타나는 것으

지적 융합을 측정하는 7문항의 짧은 자가보고형 설문지이다.

로 보고 있다. 한편, 탈융합이 인지패턴의 파괴나 중단보다는

7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항상 그렇다)를

행동 선택의 폭을 더 넓히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탈중심화

사용하여 총점을 채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융합의 정도가

혹은 초인지적 인식과 유사하다.

심하다.

둘째, 반영 기능(reflective function) 또는 정신화는 정신

CFQ는 융합과 탈융합의 연속선상의 인지적 융합을 반영

역동학 혹은 발달심리학 전통에서 나온 개념으로, 발달과정

할 수 있는 단일 차원 구조의 설문지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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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등

로 하였다. 융합 및 탈융합과 관련된 42개 문항의 개발로 시작

하면 정상군 및 환자군 간 비교나 비-강박 불안장애 간의 비

되었으며, 문항들은 10개의 기능적 정의에 따라 나뉜다. 그 기

교 등 관련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능적 정의는 사고에 대한 믿음 정도(believability of thoughts),
드렉셀 탈융합 척도(Drexel Defusion Scale, DDS)47

말 그대로 사고를 받아들이기(taking thoughts literally), 사고
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reacting emotionally to thoughts),

DDS는 인지적 탈융합을 측정하기 위한 10문항 자가평가

사고에 지배받는 행동(behavior being governed by thoughts),

척도이다. 각 문항은 6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며,

사고를 통제하려는 노력(trying to control thoughts), 상황을

총점이 높을수록 탈융합 정도가 높다. 국내에서는 번안되거

과잉해석하기(overanalyzing situations), 사고내용의 평가

나 타당화된 바 없다. DDS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이 있

(evaluating thought content), 개인의 경험에서 인지의 지배

는데, 첫째, 척도 작성에 앞서 탈융합이라는 용어에 대한 상

(dominance of cognition in a person’s experience), 관점 취

당한 설명을 읽은 뒤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둘째, 다양한

하기(taking perspectives), 거리를 둔 사고 자각(detached

상황을 가정한 다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 답

awareness of thoughts)이었다. 최종적으로 탈융합과 관련된

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셋째, 문항마다 생각뿐만 아니라 신체

문항들은 제외되었고 융합과 관련된 7개 문항으로 확정되었

감각, 감정 및 욕구 등 다양한 영역과의 융합을 달리 평가한
다. 이런 특징은 오히려 응답자에게 탈융합과 관련된 설문지

다(https://contextualscience.org/CFQ).
정상군과 다양한 임상군을 총망라한 1,800명 이상을 대상

임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설문지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미

으로 한 일련의 연구에서 CFQ는 우수한 심리측정적 속성을

리 알고 반응할 가능성, 응답자가 자신의 삶을 기반으로 반

보였다. CFQ의 장점은 첫째, 기존 척도들의 내용이 특정적,

응하기 보다는 가정된 상황에 걸맞게 반응할 가능성 등의 단

제한적인 방식으로 조작되는 한계를 개선하여 인지융합에 초

점을 내포하고 있다.

점 맞춘 일반적 진술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둘째, ‘측정’을 ‘이
해해야 할 대상’으로 혼동하게 하는 점화효과 경향을 배제하

기타 인지융합 관련 척도들

려고 노력하였으며, 셋째, 임상, 지역사회, 실험실 등 다양한

아동청소년의 회피와 융합을 측정하는 청소년용 회피 및 융

세팅에서 충분히 사용가능함을 입증하였다는 것이다. CFQ

합 설문지(Avoidance and Fusion Questionnaire for Youth,

는 Kim과 Cho45에 의해 한글판으로 표준화되어 있다.

AFQ-Y)48는 최혜정과 김은정에 의해 한글판으로 표준화된

Table 2는 CF와 강박증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결과를 제시

바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회피와 융합을 측정하며 성인 집단

하고 있다. 정상군과강박장애군 모두에서 0.3에서 0.4정도의

에서도 적합한 심리측정적 속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본 표에서 제시한 3편의 연구를 제외

만 이 척도는 여러 ACT 과정(특히 융합과 회피)을 평가하기

Table 2. Relationships between cognitive fusion and obsessive-compulsive symptom measures
Study
Reuman et al. (2016

)6

Reuman et al. (2017)8

Reuman et al. (2018)46

Population

N

CF measures

OC measures

Correlation

Undergraduate adults (NC)

250

CFQ

DOCS-C

0.12

DOCS-R

0.28

‡

DOCS-UT

0.53

‡

DOCS-S

0.16

†

OBQ-RT

0.36

‡

OBQ-PC

0.35

‡

OBQ-ICT

0.27

‡

DOCS-R

0.32*

DOCS-S

0.24*

DOCS-C

0.12

Undergraduate adults (NC)

Patients with OCD (C)

290

92

CFQ

CFQ

DOCS-UT

0.43*

DOCS-R

0.39*

DOCS-S

0.12

DOCS-C

0.09

DOCS-UT

0.46*

* : p＜0.05, †: p＜0.01, ‡: p＜0.001. DOCS-R, -S, -C, -UT : Dimensional Obsessive-Compulsive Scale-Responsibility, -Symmetry, -Contamination, -Unacceptable Thought, OBQ-RT, -PC, -ICT : Obsessive Beliefs Questionnaire-Responsibility/Threat, -Perfectionism/certainty, -Importance/control of thought, CFQ : Cognitive Fusion Scale, NC : non-clinical sample, C : clinical/at-risk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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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행동 융합 대 인지적 융합

때문에 인지 융합에 대한 별개의 척도로 볼 수 없다.
49

초기의 ACT 연구 에서는 기존에 있던 자동사고질문지
(Automatic Thoughts Questionnaire, ATQ)50의 빈도 척도에

용된 반면, CF는 정신현상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으로
출발한 것으로 용어가 설명하는 범위(scope) 자체도 다르게
시작되었다.

믿음 척도를 통합함으로써 탈융합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셋째, TAF에 대한 인지행동적 개념이 사고와 행동 간 관계

비교적 적절한 심리측정적 속성을 지녔으나, 인지적 탈융합이

에 대한 잘못된 부적응적 신념에 국한되는 반면, CF는 사고

믿음(believability)에 대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차원에서 다

및 감정을 실제 사실로 받아들여 거기에 사로잡히거나 투쟁

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일 뿐이다. 더구나 그 척도의

하느라 삶의 질의 저하를 수반하는 보다 광범위한 구성개념

항목들은 우울증의 인지적 내용을 반영하므로 인지적 융합

이다.53 따라서 RFT는 불쾌한 경험(예를 들어, 부정적인 정서

의 포괄적인 측정도구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나 침습적인 사고)을 수용하는 것, 개인의 가치와 일치하는

불안한 감정 및 사고에 대한 믿음 척도(Believability of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인지행동

Anxious Feeling and Thought, BAFT)51는 인지적 융합의

적 접근에서는 부적응적 인지 및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치료

한 측면인 사고에 대한 믿음 정도(believability)를 측정하는

에 있어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즉, TAF는 ‘편향된 초인지적

19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가평가척도이다. 척도의 제목에서

신념 내용’(예 :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사고가 일

알 수 있듯 이 척도의 내용은 불안장애에 특화되어 있어 보

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CF는 ‘관점

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융합을 측정하기 어렵다.

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에서는 번안 및 표준화된 바 없다.

넷째, ACT 연구에서 CF는 종종 TAF처럼 ‘생각에 대한 믿
음(believability of thoughts)’을 대체하는 구성개념으로 사

사고-행동 융합 대 인지적 융합

용되어 왔는데, 이로 인해 단순히 개인의 사고 내용에 초점
맞추게 되고, CF의 협소한 측면만 드러나게 된다는 문제점이

사고-행동 융합과 인지적 융합의 개념적 비교

있다. 보다 광의의 조작적 정의로 본 융합은 개인의 경험에서

첫째, TAF와 CF는 명확히 다른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

인지사건의 우위, 다른 관점에서 인지적 사건을 바라보지 못

다. TAF가 인지행동이론에서 파생되었다면 CF 개념은 전통

하는 것, 감정적으로 생각에 반응하는 것, 인지적 사건에 의

적인 인지행동이론52과 대조되는 RFT에서 파생되었다. RFT

해 고도로 조절되는 행동, 생각을 통제하려는 시도, 상황의

는 ACT의 근간을 형성하는 인식에 대한 맥락적 이론(con-

과잉분석, 사고의 내용 및 문자적인 성격, 신뢰성에 대한 평가

textual theory)이다. 인지행동이론과 마찬가지로 RFT도 인

와 판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Table 3에 두 가지 개념의 차

간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기

이점을 요약 제시하였다.

계론적 모델보다는 인지과정에 대한 맥락적 관계 틀을 제공
한다. RFT는 ‘자기’에 대한 철학적 견해와 가치의 중요성을

사고-행동 융합, 인지적 융합 그리고 강박증

CF에 통합하여 설명한다.

TAF에 비해 CF와 강박증상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아

둘째, TAF는 강박증상을 설명하는 틀로 처음 개념화된 이

직 부족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CF의 심리측정 도구인 CFQ

후 우울장애, 범불안장애 등 다른 장애로 그 개념이 확장 적

도 최근에야 개발되었다.45 기존에 알려진 강박장애의 중간구

Table 3. Comparisons between thought-action fusion and cognitive fusion
Thought-action fusion

Cognitive fusion

Theoretical origin

Cognitive theory

Functional contextualism, relational frame theory

Definition

Erroneous and maladaptive beliefs about

A broader construct that entails taking thoughts and

the connection between thoughts and

feelings as facts

behaviors
Property

One of erroneous and maladaptive beliefs

One of six components in the ACT model of general

Clinical application

Initially developed to understand obsessions,

Generally observed in the key areas of life, such as rules,

psychopathology
expanded to understand other anxiety

reasons, judgements, past, future and self

disorders and depressive disorders
Specific treatment
modality

8

No modality to focus on TAF, modified or

Defusion techniques

corrected like other cognitive distortions

Anxiety and Mood █ Volume 15, No 1 █ April, 2019

이상원 등

성요인(사고통제의 중요성, 책임감/위협, 완벽주의/확실성)에

는 증상 완화 및 강박장애의 치료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지적

더해 ACT의 구성개념인 경험회피와 CF를 함께 넣어서 강박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 증상차원에 대한 설명력을 확인한 결과, CF는 용납할

실제 TAF와 사고억제의 중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Rassin33

수 없는 사고(unacceptable thoughts) 차원과 위해에 대한 책

의 연구에서, TAF와 사고억제 모두 강박장애와 중등도의 상

임감 차원을 의미 있게 설명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 두

관을 보였으며, TAF 및 사고억제 평균 점수는 치료 전에 비

가지 차원은 원치 않는 내적 경험에 초점이 맞춰진 증상들로

해 치료 후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이러한 치료전후 변화는 모

전통적인 인지행동치료에 더해 ACT의 탈융합기법이 함께 적

즐리 강박증 척도 및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 점수의 변

용할 때 보다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화와도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r=0.46~0.55, p＜0.01), 즉

TAF와 CF를 함께 변인으로 넣어 강박증상 차원에 대한
8

예측도를 확인한 연구는 지금까지 한 편이 있다. 특히 CF는

TAF 및 사고억제 경향성에 대한 치료를 통해 강박증 및 전
반적 정신건강문제가 감소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강박증상 차원 중 용납할 수 없는 사고 차원을 설명하였으나,
다른 증상차원을 설명하지는 못했다. 비록 CF가 용납할 수

강박장애 인지행동치료에서 CF의 적용

없는 사고 차원의 4% 정도의 변량 밖에 설명할 수 없지만, 용

OCD 치료에 있어 최근 발전의 하나는 ACT의 적용이다.

납할 수 없는 사고 차원이 내적 경험에 초점 맞춰져 있음을 고

ACT는 기능적 맥락주의와 RFT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4 예를

려하면 CF는 주요 인지행동적 구성개념으로 설명되지 않는, 본

들어 기능적 맥락주의의 관점에서 손을 씻는 것은 강박사고

증상 차원에 적합해 보인다. 따라서 저자들은 CF가 적어도 일

의 존재, 환자 개인사 및 세척행동의 기능과 관련하여 고려될

부 강박 증상 차원을 TAF나 불확실성에 대한 불내성 보다 더

때만 강박장애의 강박행동으로 개념화된다. RFT는 하나의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적 사건에 대한 평가와 반응 모

자극에 다른 자극으로 응답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두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4가지 강

언어 기반의 관계적 반응구조는 OCD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박 증상 차원을 설명할 때 (RFT에서 파생된) CF와 (인지행동

‘규칙에 따른 행동’(예, 규칙 또는 우발적 상황을 명시해두는

모델에서 파생된) TAF 및 불확실성에 대한 불내성의 독립적이

것)의 기능적 설명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회피

고 상대적인 기여도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제공하지 못했다.

나 의례적 강박행동과 같은 불필요한 우발상황을 야기하는
강박사고에 의해 예시된다.

강박장애 치료에서의 사고-행동 융합과 인지적 융합

일반적으로 ACT에서는 심리적 고통의 원인으로 경험회피
와 함께 융합(fusion)을 꼽는다.55 언어가 과거의 고통을 현재

강박장애 인지행동치료에서 TAF의 적용

로, 알 수 없는 미래의 고통을 미리 가져오기도 하므로, ACT

전통적인 인지행동치료접근에서는 강박사고의 수정과 제

치료에서는 불안감을 경험할 때 그것이 실제 지금 여기서 일

거, 특히 침투적 사고에 대한 역기능적 평가 및 신념을 치료적

어나는 것인지, CF의 결과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

개입의 핵심적 대상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역기능적 신념의

를 들면 현실적인 불안(예, 산에서 곰을 만났다)과 판단적인

변화를 통한 강박증상의 완화를 치료목표로 삼는다고 할 수

불안(예, 여행 가는 도시에 강도가 많다는 뉴스를 보았다)을

있다.54 치료의 주요 구성요소로 인지의 본질과 의미의 평가,

구분하기 위한 연습이나 ‘생각에 이름표 붙이기’와 같은 ACT

강박적 사고 및 행동 기록, 교육정보 제공, 파국적 오해석과

기법을 통해 융합된 생각의 내용에 머무르지 않고 있는 그대

회피행동의 제거를 촉진하기 위한 시도, 비정상적 강박행동의

로 바라봄으로써 CF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OCD의 맥락에서 ACT의 목표는 환자가 원치 않는 생각,

수정 등이 있다.
이런 틀에서 Rachman17은 강박장애 치료에서 사고의 침

불안 및 압박감을 경험하면서도 환자 자신에게 중요하고 의미

습에 대한 오해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치료 목표임을 강

있는 것을 향해 노력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은 수용(사적인

조하며, “강박사고의 가장 직접적이고 만족스러운 치료는 환

경험을 변화시키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인지적 탈융합(강박

자가 추정된 인과관계의 파국적 오해를 수정하도록 돕는 것

을 규칙이라기보다 경험으로 보는 것), 현 순간에 대한 인식

으로, 이러한 잘못된 해석이 수정되면 강박관념을 멈추게 될

(비판단적으로 현재에 참여하기), 맥락으로서의 자기(자기를

9

것”이라고 하였다. Shafran 등 에 따르면, TAF는 침습적 사

두려움 자체로 보기 보다는 두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는 관점

고의 중요성과 결과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

의 발달), 가치(삶의 의미 있는 영역을 향한 치료적 작업에의

한 개념화를 통해 TAF의 수정 및 제거가 침습적 사고에 대

동기 부여), 전념 행동(가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등이 포

한 병리적, 회피적 대처전략의 변화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함된다. 실제로 Twohig 등56은 OCD를 위한 ACT 기반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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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행동 융합 대 인지적 융합

및 반응금지(Exposure and Response Prevention, 이하 ERP)

와 강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핵심적 치료목표가 된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강박관

ACT에서의 치료과정은 어떠한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념, 불안, 불확실성 속에서 유연하게 경험하고 대처할 수 있는

과 관계 맺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과정을 치료라고 부른다.

의지를 기르는 것, 2) 사고와 감정은 옳고 그름의 판단의 대상

ACT 치료 장면에서 치료자와 환자 간 상호작용이라는 맥락

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즉, ‘인지적 탈융합’), 3) 환자가 자신의

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CF로

삶에서 가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OCD

인해 우리가 어떻게 실제 경험에 의한 직접적인 수반성(direct

의 ACT 치료에서도 많은 은유를 사용한다. 은유는 환자가 강

contingency)을 잃게 되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환자가 ‘지금

박사고와 기타 강박증과 관련된 사적 경험을 사실로 받아들이

이 순간’에 접촉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이 회피해온 ‘감정 경

며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예, ‘위험’, ‘도덕적’ 등) 이

험’을 이전과 다르게 인식하고 새로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러한 경험을 단지 관찰하고 어느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지 결

교정적 정서 경험(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과 유사

정하는 데 사용된다. 참고로 ACT는 ERP에서처럼 불안의 습

한 면이 있다. 또한 ACT에서 언어적, 문자적으로 반복되는

관화를 강조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록 ACT가 명시적으로는

걱정거리(예, “내가 충분히 확인했을까? 내 실수 때문에 사랑

ERP 기법을 사용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환자의 두려움을

하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될 거야.”)에 맥락적으로 접근

유발하는 자극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의 향상을 목

하여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감정에 노출하도록 하는데, 이는

표로 한다는 점에서 ERP와 많은 공통점을 공유한다.54

노출치료에서의 심상 노출과 유사하다. 단, 감정 및 생각에 대

Twohig 등57은 무작위 통제 연구를 통해 ACT 효과를 점
진적 이완훈련과 비교했다. 특히 ACT는 세션 간에는 명시적

해 이를 통제하거나 줄이려는 시도 없이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인 불안감소 목표를 언급하지 않고 가치에 기반한 행동약속
(예, 강박관념에 개입하지 않고 의미 있는 활동을 추구하기)에

앞으로의 방향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명시적인 ERP 지침은 포함하지 않았다.

TAF와 CF가 강박장애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념으

ACT는 치료 후 및 추적관찰시 이완훈련에 비해 우수한 강박

로 자리 잡은 것은 명확하나 해결되어져야 할 부분은 아직도

증상 감소 효과를 보였으며, 그룹 간 효과 크기는 각각 0.77과

많이 남아 있다. 첫째, TAF에서 말하는 실현성의 증가는 감

0.62이었다. 주목할 점은, ACT 중재가 1) 강박관념의 심리적

정(emotion)의 한 속성으로 여겨지고 있는 행위 또는 행위

기능을 위협적인 것에서 단순히 또 하나의 인지적 사건으로

경향성(action tendency)이나 인지적 오류의 하나인 감정적

바꾸는 것, 2) 자신의 가치를 따르고 기꺼이 강박관념을 있는

추론(emotional inference)과 유사하다. 즉 개념적으로는 사

그대로 경험하기 위한 행동약속을 계획 및 실천하는 것에 초

고가 바로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할 수는 있으나 과연 행

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위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어떤 정서적 개입도 없이 가능한 일
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사고와 행동 사이에 감정

치료과정에서 TAF와 CF의 비교

과의 연결고리 문제가 향후 연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전통적 인지행동접근에서는 사고

둘째,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치료의 주안점으로 두고 있으므

법으로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CF는 말할 것도 없고 TAF에

로, 강박증상의 발생 및 유지에 기여하는 주요 인지변인 중

대한 생물학적인 기전에 대한 연구조차도 거의 되어 있지 않

하나로 간주되는 TAF 또한 제거 및 수정의 대상이 된다. 가

다. 현재까지 뇌파연구 한 편이 보고되고 있는 바,58 생물학적

령, 멀리 떨어져 지내는 가족이 교통사고로 부상당하거나 사

기전을 밝히는 노력이 절실하다. 셋째, TAF와 CF 관련 설문

망하는 이미지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환자의 사례를 들어보

지가 상호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CF는 일반정신병리를 설명

32

자. 그는 자신이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해를

하는 개념으로 특정 정신질환에 대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가족을 위험에 빠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향후 보다

뜨리게 하는 것에 대해 비참하고 불안해하며 극도의 죄책감

질환 특정적 CF 질문지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59 넷째, 이러

을 느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환자의 역기능적 신념과 높아

한 개념에 근거한 강박장애60 치료 기법의 발전과 치료적 효과

진 TAF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강박적 사고와 행동의 매일 기

의 검증이 필요하다.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

록, 파국적인 오해석과 수시로 가족의 안전을 확인하는 회피

이 없으나, TAF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치료기법을 제시하

행동 등을 수정 및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치료적 전략을 세

지 못했으며 CF의 경우 ACT에서의 탈융합 치료가 최근에서

울 수 있다. 즉 확인된 강박사고의 내용을 수정하고, 그 빈도

야 적용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은 이렇다 할 결론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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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등

내리고 있다.7,61
14.

결

론
15.

TAF에 대한 인지행동적 개념은 사고와 행동 간 관계에 대
한 잘못된 부적응적 신념에 국한되는 반면, CF는 사고 및 감

16.

정을 실제 사실로 받아들여 거기에 사로잡히거나 투쟁하느라
삶의 질의 저하를 수반하는 보다 광범위한 구성개념으로 두

17.

개념 간에는 여러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들 두 개념은 강박장애를 설명하는 중간구조로 연구되

18.

어 왔는데, TAF는 강박장애 치료에 활발히 적용되었다고 볼

19.

수 없으나 강박증상의 발달에 기여하는 주요한 인지변인의
하나로 인지치료에서 의미 있게 활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반

20.

면 CF는 ACT 치료기법의 발달선상에서 대두된 개념으로 아

21.

직 강박증의 병리적 특성에 대한 설명력이나 치료적 적용, 축
적된 연구증례가 TAF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향
후 두 개념의 보완적 발전, 생물학적 기반에 대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
중심 단어 : 사고-행동 융합·인지적 융합·인지행동치료·
수용전념치료·강박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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