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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phobiasrankthemostprevalentanxietydisordersandtheyare
thoughttobeamongthemosttreatableofthepsychologicaldisorders,
especiallyfrom abehavioralperspective.Inspiteofthefactthatpersons
diagnosedareoftenseverelyhandicappedbytheirphobia,few seekhelp.
Furthermore surprisingly few controlled outcome studies have been
conductedwithindividualswithDSM-diagnosedspecificphobia.Recently
anEnergyPsychologyIntervention,EmotionalFreedom Techniques(EFT)
hasbeenstudiedandusedasthetreatmentofchoiceofspecificphobias
buttherehavebeenonlyafew studiesexploringitsclinicalpotential.
The objective of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one

60-minute group EmotionalFreedom Techniques(EFT)session on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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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studentswithspecificphobias.Withinthatgroup,22werewomen
and2weremen.Participantswererandomly assignedtoa60-minute
EFT grouptherapyorquietreading(wait-listcontrol).
The measurements administered by an independent assessor were

subjectiveunitsofdisturbance(SUD),(Wolpe,1969),Behavioral Approach 

Task (BAT), (Wolpe& Lang,1964)andaPulserate.
Results revealed a significantdifference pre- and posttreatmentas

measuredbySUD,BAT andaPulserate(p<.001).Therefore,thisresults
of study support the effectiveness of Energy Psychology
Intervention(EFT)inreducinganxietyonspecificphobias.

Key words:Specificphobia;Energy Psychology;EmotionalFreedom
Techniques(EFT);ThoughtField Therapy (TFT);ExposureTherapy;
SubjectiveUnitsofDisturbance(S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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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1. 1. 1. 1.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사람들이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가벼운 공포를 느끼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며 심리학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공포증이라는 말속에는 통상 불안에 의한 주관적인 괴로움이나 사회

적, 직업적 손상을 겪는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정신 병리학자들에 

의하면 공포증이란 두려움이 중개역할을 하는 부적응적 회피행동으로

서, 특정 대상이나 상황이 부여하는 위험에 걸맞지 않으며, 사실상 공

포증 환자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음을 잘 알고 있

는 장애로 정의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객관적인 위험이 없는데

도 높은 곳, 밀폐된 공간, 뱀, 또는 거미를 아주 무서워하며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런 두려움은 공포증이라 부를 

수 있다(이봉건, 2005) 

  공포증의 발생빈도는 77/1,000명으로 추산되지만, 실제 전문가의 치료

를 받는 환자는 2/1,000명으로 별로 많지 않으나 실제 이들이 호소하는 

공포증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환자의 일상생활에 큰 장애를 준다.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의 60%는 광장공포증(이현수, 2002)으로 이는 다른 공

포증에 비해 특히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정공포증specific phobias은 특정 대상이나 특정 상황의 존재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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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예상으로 야기되는 근거 없는 두려움을 말한다. 특정공포증은 가장 

흔한 불안장애이며 벌레, 쥐, 뱀 그리고 박쥐등과 같은 동물에 대한 공

포증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Ost, Stridh, & Wolf, 1998).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일반인의 경우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뱀이었으며, 다음

으로 높은 곳, 비행하는 것, 폐쇄된 공간, 질병, 죽음, 상처, 폭풍 등의 

순서로 보고 되고 있다(Agras, Sylvester, & Oliveau, 1969).  

  공포증의 남녀비율은 0.9%대 1.7%로 여성발병률이 남성발병률의 배

를 넘는다. 이와 같은 경향은 서로 다른 조사결과와 일치한다(Robins 

et al., 1984). 뉴 헤이븐, 센트루이스, 발티모아에서 수집된 자료에

서 나타난 남녀비율은 각각 3.8% 대 8,5%, 4.0% 대 9.4%, 14.5% 대 

25.9%로 역시 여성의 발병률이 남성의 발병률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이현수, 2002). 

  행동치료는 특정공포증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체계적 탈감각법과 노출치료가 효과적이며 참여적 모방학

습법과 이완훈련도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이봉

건, 2005),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공포증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수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는 사회공포증과 광장공포증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치료법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로

는 사회공포증에 적용한 인지행동치료가 문헌상 나타나 있다(정미순, 

1996; 박기환, 1999; 손정아, 1998; 장현아, 2000; 김경숙, 2001; 조

우연, 2002). 특정공포증에 대한 연구는 백승은(2000)의 고소공포증에 

대해 가상현실을 이용한 치료와 이상민(2005)의 비행공포증에 대한 인

지행동집단치료 효과를 연구한 임상실험이 문헌상 나타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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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심리학Energy Psychology은 공포증의 치료에 있어 신속한 효

과를 보이는 것으로 최근 보고 되고 있는 경락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

는 몇 가지의 새로운 에너지요법들을 통칭한다(Craig,1999). 

  Gallo(1999)는 에너지심리학을 �행동과 감정들에 대한 에너지 시스

템의 효과를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지류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생

체 에너지 시스템을 다루고 있는 이 접근법들은 불안 장애와 같은 여

러 가지 심리적 문제들의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Gallo(2000)

는 테라피들의 기본 목표는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장애

를 제거하고 개인들이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도록 돕는다는 것이며 심리

적 혼란은 개인의 에너지 시스템내의 부조화로 이해 될 수 있고 성공적

인 치료란 그 에너지 시스템의 조화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

시하고 있다.

  이들 경락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에너지요법들 중에서 가장 널리 

인지되고 있는 두 가지는 Thought Field Thrapy
TM
(TFT; Callahan, 

1987)와 Emotional Freedom Techniques
TM
 (EFT; Craig, 1995, 1999)이

다. TFT는 Roger Callahan이 침구학의 경락에너지 시스템의 연구를 통

해 개발하였으며, 이 요법은 감정적인 문제들을 다루는데 주로 사용이 

되어왔다. TFT요법에서는 인체의 경락상의 경혈점들을 알고리듬

algorithms이라고 부르는 특정한 순서에 따라 가볍게 두드리는 프로토

콜을 사용하고 있다.  

  EFT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락이론에 근거한 에너지요법

이며, TFT의 근육테스트를 통한 진단과 진단에 따른 각기 다른 알고리

듬을 사용하는 방법과는 달리 하나의 전목적적인 알고리듬으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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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TFT의 진화된 형태이며 쉽게 

스스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EFT가 불안의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일

화적 임상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Carrington & Craig, 2000; 

Hardistry, 1999; Hartmann-Kent, 1999a, 1999b), 임상적 가능성을 탐

색하는 연구가 아주 소수(Wells et al., 2003; Salas, 2001)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고통 받던 사

람들에 대한 EFT의 효과를 조사한 예비 연구에서 Swingle와 Pulos(2001)

는 한 시간짜리 EFT 세션을 2회 받은 후 3개월 후에 환자들의 뇌파와 자

기 보고적 스트레스 지수가 의미심장할 만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간질로 진단된 어린이들에 대한 연구에서 Swingle(2001)는 2주일간 매일 

가정에서 EFT 처치를 받은 후에 어린이들의 EEG가 광범위한 임상적 개

선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발작의 횟수가 의미 있게 감소하였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중 어떤 것도 통제그룹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참가자의 수도 작은 규모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포증 중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임상연구가 나와 있지 않은 동물형 특정공포증을 대상

으로 EFT요법을 적용하여 공포증의 불안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

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아직 통제실험이 나와 있지 않은 1회

의 60분간 그룹 세션을 적용하여 공포증을 다루기 위한 전통적인 기법

들에 비해 보다 간단하고 효과적인 중재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결과가 EFT요법이 공포증을 비롯한 다양한 불안장애와 부정적 

감정들을 제거하는데 자가 치유 방법으로서 그리고 보완 대체요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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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2. 2. 2. 2.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목적목적목적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동물에 대한 공포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Emotional Freedom Techniques
TM
 (EFT) 요법을 적용하여 특정공포증의 

불안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심

리학 중재(EFT
TM
)가 공포증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요법

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특정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EFT요법을 적용하여 불안감소와 심

리적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다.

2) 특정공포증을 가진 사람들 EFT요법을 적용하여  생리적 변화에 미

치는 효과를 평가한다.

3. 3. 3. 3. 연구 연구 연구 연구 가설가설가설가설

  특정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EFT 요법을 적용하여 불안 감소의 효

과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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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가설: EFT 요법을 실시한 후, 대상자의 공포대상을 생각하는 동안 

SUD가 낮아질 것이다.

제2가설: EFT 요법을 실시한 후, 대상자의 행동접근을 하는 동안의 

SUD가 낮아질 것이다.

제3가설: EFT 요법을 실시한 후, 대상자의 맥박수가 감소할 것이다.

4. 4. 4. 4. 용어의 용어의 용어의 용어의 정의 정의 정의 정의 

        1) 1) 1) 1) 특정공포증특정공포증특정공포증특정공포증    

  본 연구에서 특정공포증이란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정신장애의 진단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Fourth Edition,1998, 이하 DSM-Ⅳ)의 기준

에 따르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이다. 

1) 18세 이상일 것

2) DSM-Ⅳ의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공포증을 가진 사람일 것

3) 현재 어떤 심리적 혹은 의학적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

4) 행동 접근법의 사용에 있어서 공포증의 대상 동물에 대해 최단 접

근거리에 서서 SUD 정도를 보고 할 수 있어야하며 5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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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EFT EFT EFT EFT (Emotional (Emotional (Emotional (Emotional Freedom Freedom Freedom Freedom Techniques)Techniques)Techniques)Techniques)

  

  EFT요법의 창시자인 Craig(1999)은 에너지심리학의 기본 개념을�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의 원인은 인체의 에너지 시스템의 혼란 때문이다.�라

고 말한다. 이것은 신체의 에너지장과 연결된 생각들이 부정적 감정들

과 관련이 있으며, 경락상의 경혈들을 가볍게 두드림으로써 이 에너지

장을 변화시켜서 부정적 감정들을 쉽고 빠르게 해방시킬 수 있다는 개

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Hartmann-Kent, 2000). 본 연구에서는 8개의 

경락 에너지 포인트들을 사용하고 있는 Gary Craig(1999)의 짧은 버전

의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 이 절차는 2지와 3지 손가락을 이용하

여 약 5회 내지 7회 정도 가볍게 얼굴과 몸의 상부 그리고 손가락의 

경혈들을 두드리는 것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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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문 문 문 문 헌 헌 헌 헌 고 고 고 고 찰찰찰찰

1. 1. 1. 1. 특정공포증 특정공포증 특정공포증 특정공포증 

  특정한 대상, 활동, 인물 혹은 사태에 대한 지속적이고 불합리한 공

포를 공포증이라고 하는데 환자는 그러한 공포를 회피하려고 하는 욕

망이 강하다. 공포를 느끼는 본인은 그와 같은 공포대상이 실제 자기

에게 아무런 위험을 주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으로부터 지속적으

로 회피하려고 한다(APA, 1980). 병명이 시사하듯이 특정공포증은 일

반적으로 한 가지 특정 대상에 대한 공포증을 의미한다. 특정공포증은 

가장 흔한 불안장애이며  벌레, 쥐, 뱀 그리고 박쥐등과 같은 동물에 

대한 공포증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Ost, Stridh, & Wolf, 1998). 

  특정공포증의 대부분은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고통을 주지 

않는다. 만일 독 없는 뱀에 대한 공포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도시에 

살고 있다면 그는 공포의 대상과 직접 접촉 할 기회가 거의 없을 것이

며, 따라서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이봉

건, 2005). Rosen(1976)의 조사에 따르면 거의 열명 중 한사람의 비율

로 심각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년기의 공포증은 단기

적이고 저절로 소멸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성인의 공포증은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버몬트 대학의 연구에서는 성인 공포증의 절반 이상

이 5년 동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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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의 진단및 통계편람(DSM-Ⅳ, 1998)에 의

하면 특정공포증은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강박장애, 외

상후 스트레스 장애등과 함께 불안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특정공포증

은 DSM-Ⅲ에서는 단순공포증(Simple Phobia)이라고 불리웠으며 환자의 

공포 대상에 따라 동물형, 자연환경형, 혈액-주사-손상형, 폐쇄공포

증, 고소공포증으로 세분하고 있다.  

  특정공포증은 지역사회 표본조사에서는 9%정도의 1년 유병률, 10∼

11.3%의 평생유병률을 보인다. 남녀 비율은 특정공포증의 아형에 따라 

다르다. 동물형(동물, 곤충 등)과 자연환경형(폭풍, 고소, 물), 상황

형(대중교통수단, 터널, 다리, 엘리베이터, 비행기, 운전, 폐소)의 약 

75∼90%는 여성이다(고소공포증은 예외적인 경우로 여성이 55∼70%

임). 혈액-주사-손상형의 55∼70%가 여성이다(APA, 1994).

  Sturgis와 Scott(1984)는 불안과 회피성이 공포증의 구성요소라고 

하였다. 공포 불안은 교감신경계의 자극과 같은 다양한 증상을 유도할 

수 있으며 공포성 회피는 공포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을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회피성은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대부분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공포불안에 관련 있는 많은 증상들을 공통적

으로 경험한다.

  특정공포증은 공포사태나 대상과는 전혀 무관한 생각, 예를 들면 신

체적 감각을 호소하는 사람도 37%나 된다. 이 장애는 무섭지 않은 대

상이나 사태에 직면하였을 때에도 심한 불안을 느끼는데 그것이 생리

적 반응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특정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이 무서운 대

상이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발한이나 심계항진과 같은 신체적 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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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난다(Craske et al., 1989). Curtis 등(1984)의 조사에 의하면 

동물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이 공포 대상 동물과 직면하게 되면 심장박

동이 증가하고, 혈압이 높아지며,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데 그 정도와 지속시간은 사람에 따라 크

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공포증의 원인론

 공포증의 원인론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가장 일반적인 학술적 관

점들은 유전적, 생화학적, 인지적 그리고 행동적 관점들이다. 

Schelling(1996)은 공포증이 유전적으로 전달된다는 유전학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생화학적 관점에서는 �뇌의 화학적�반응의 차이가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공포증의 소지가 많다고 설명

하고 있다. 인지적 관점은 어떤 특정의 경험을 한 후에 그 상황에 대

해 인지적으로 해석된 것이 공포증을 발전시키게 된 원인이라는 이론

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부터 해가 미칠 것으로 인식함

으로서 불안을 증가시키고 공포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Furnham, 1995).

  행동적 관점은 공포증의 원인론과 치료에 있어서 가장 널리 받아

들여지고 있다. Boudewyns와 Shipley(1983) 그리고 Emmelkamp와 

Wessels(1975)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행동적 관점에서는 공포

증은 학습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에 심

하게 추락한 경험이 있으면 고소 공포증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다. 그 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고전적 조건화를 통해서 과거의 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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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공포 상황을 연관시키도록 학습되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Davis와 Palladino( 1995)는 다른 유형의 학습에 대해 연구를 하였는

데, 공포증을 나타내는 사람 중에는 실지로 공포자극에 접한 적이 없

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런 대상들에 대해 공포스럽게 반응하는 것을 

봄으로써 학습되었을 수 있다고 하였다. 

 공포증의 원인론에 대한 다른 대체적 관점으로서 경락 시스템을 

근거로 한 새로운 에너지 테라피들의 그룹에서 나온 것이 있다. 

Hartmann-Kant(2000)은 �경락의 에너지 시스템에 근거한 지금의 에

너지요법들이 발견된 계기는 공포증을 다루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

고 있다. 

  EFT의 개발자인 Craig(1999)는 이들 에너지요법들의 기본 개념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의 원인은 인체의 에너지 시스템의 혼란 때문

이다.�라고 말한다. 기존의 통설은 강렬한 공포증은 깊이 새겨져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관점에 의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EFT는 공포증

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혹은 얼마나 오래 동안 증상을 가지고 있

었던지 상관없이 같은 결과를 가져오며 때로는 몇 분 이내에 좋은 결

과를 얻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 특정공포증의 치료 대한 전통적인 접근법들

  공포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연구된 것은 행동

치료 접근법들이다. 체계적 탈감각법(Systematic Desensitization), 

홍수법(Flooding), 그리고 모델링(Modeling)등이다. 체계적 탈감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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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홍수법은 노출(exposure)법으로서 둘 다 치료자의 도움으로 환자가 

자신이 두려워하는 대상이나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게 

함으로써 두려운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공포, 두려움, 공황

이나 염려 등을 극복하도록 돕는 방법들이다. 체계적 탈감각법은 공포 

자극에 대해 상상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실지로 공포 대상물이나 상황

에 점진적으로 노출시키는 치료법으로서 가장 널리 그리고 수 년 동안 

성공적으로 사용 되어왔다. Smith와 MeGhan(1997)의 보고에 의하면 탈

감각기법은 무서운 상황에 점진적으로 노출시킴으로서 단일의 특정공

포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의 가장 빠른 형식은 홍수법이다. 이것은 환자가 가장 두려운 

상황에 단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불안이 줄어들 때까지 치료자와 

함께 직면한다. 상상만으로 최악의 공포 상황을 경험하는 것을 상상적 

홍수법이라고 한다(김춘경외, 2005). 임상 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환자들에게 공포 자극에 노출시키는 실제적 홍수법이 공포상황을 상상

하도록 하는 상상적 홍수법에 비해 효과가 높은 것이 발견되었다. 

Boudewyns와 Shipley(1983)에 의해 인용된 한 연구에 따르면 상상적 

홍수법은 세션 후에 환자가 집에 돌아가서 상상 속에서 경험한 것을 

현실 상황에서 적용하지 않는 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모델링 기법에서는 테라피스트가 내담자가 있는 가운데 시범을 보여

줌으로써 내담자가 같은 방식으로 하도록 용기를 주는 방식이며 이것

은 사회적 학습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방법을 적용할 때는 시

범을 보이는 사람의 나이나 성별이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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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고려해야 한다. Sturgis와 Scott(1984)는 모델링하는 사람의 나

이나 성별 그리고 내담자의 시작 시점에서의 불안의 수준이 치료결과

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증거들을 문헌 고찰을 통해 

발견하였음을 보고 하였다.

  또한 인지요법이 공포증의 치료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요법은 생

각과 인식이 공포증과 비공포증의 차이를 가져오며 인지요법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인식이 변해야 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Sturgis & Scott, 1984). 인지치료는 �인간의 정서와 행동은 사고의 

결과이다�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적 방법을 적극적으

로 활용한다. 그러므로 상담자에게 강력한 교사의 역할이 요구된다(박

경애, 2004). 인지치료에서는 노출기법을 함께 적용한다. 인지치료는 

신체감각을 위협적인 것으로 잘못 평가하는 인지적 왜곡을 수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공포상황의 위험에 대한 잘못된 지각, 태도를 

탐색하고 바로잡는 작업을 한다. 동시에 이완이나 호흡훈련을 가르침으

로써 지나친 각성 수준이나 불안을 낮추도록 돕는다(최정윤외, 2000). 

  De Silva와 Rachman(1981)은 노출기법은 공포증의 감소를 위한 충분 

조건은 될지 모르나 치료효과를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플라시보, 인지요소, 최면, 심리요법등 공포 자극에 대

한 노출없이 공포증이 감소됨을 관찰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Gelder, Marks, Wolff와 Clark(1967)에 의해서 실시된 비노출적 중재

들을 사용한 공포증 감소에 대한 조사 연구를 인용하면서 복합 공포증 

환자의 치료에서 노출법 없이 실시한 심리요법과 체계적 탈감각법을 

사용한 결과 심리요법을 적용한 그룹에서 20%의 환자들과 체계적 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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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법을 적용한 그룹의 57%가 훨씬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그들

의 결론은 노출훈련은 매우 강력하지만 노출법이 공포 감소에 필수 조

건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1970년대 중반까지는 체계적 탈감각법이 

공포증을 다루는데 행동치료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나(Wolpe, 

1958, 1973), 나중의 연구에서는 공포 상황에 대한 실생활 노출법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Ost, Salkovskis, & Hellstrom, 1991).

  Ost와 그의 동료 연구자들에 의하면 평균 2.1시간의 집중적인 단일 

세션이 훨씬 광범위하고 긴 프로그램을 적용한 경우와 같은 치료효과

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치료방법을 특정공포증의 치료법으로 제시하고 

있다(Ost, Ferebee, & Furmark, 1997).

2. 2. 2. 2. 에너지심리학에너지심리학에너지심리학에너지심리학(Energy (Energy (Energy (Energy Psychology)Psychology)Psychology)Psychology)

  에너지심리학은 공포증의 치료에 있어 신속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최근 보고 되고 있는 몇 가지의 새로운 에너지요법들을 통칭한다

(Craig,1999). 이들 요법들은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EFT요

법을 포함하여 그것들이 빠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통

적인 요법들과 구별되고 있다. 

  Gallo(1999)는 에너지심리학을 �행동과 감정들에 대한 에너지 시스

템의 효과를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지류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생

체 에너지 시스템을 다루고 있는 이 접근법들 불안 장애와 같은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들의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Gallo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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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cenzi(2000)는 에너지심리학을 앞으로 테라피, 의학, 교육, 비즈니

스, 그리고 스포츠 분야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 에너지 요법들은 침구요법

의 기초와 같은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과학적인 

관점에서의 에너지 심리학의 문제의 하나는 경혈점들과 에너지 시스템

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고한 증거를 발견해야한다는 것이다. 

1970년대 예일대의 한 과학자인 Hardld Saxon Burr는 나무, 동물, 그

리고 인간의 주위에 있는 전자기장을 측정하였으며 이것은 사람을 둘

러싸고 있는 에너지장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지지하고 있다(Gallo & 

Vincenzi, 2000). Shubentsov와 Gordon(1998)은 스포츠로 인한 부상과 

심장병학(cardiology)에 대해 행해진 실험에서 그 결과가 매우 인상적

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생체에너지를 수단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이 더 

빨리 치료되었으며 더 적은 통증을 나타내었고 수술 후 약도 훨씬 더 

적게 필요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창(1982)은 북한 평양대학교의 김봉

한 박사에 의해 행해진 여러 실험들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고하였

다. 여러 광범위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에너지 경로(경락)가 존재하

며, 이것은 단지 상상적인 선들이 아니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제는 

경락들이 직경 20내지 50 밀리마이크론의 통로로서 얇은 막으로 된 벽

을 가지고 몸의 양쪽에 대칭적으로 있으며 투명한 액으로 채워져 있고 

피부 표면 바로 아래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Chang, 1982). 

Blinik(1982)은 보고하기를 인체내부와 주위에 존재하는 더 미세한 에

너지들을 측정하는 민감한 과학적 도구들이 발명되었다고 한다. Binik

에 의하면 그 한 예로써 인체를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의 파동과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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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를 보여주는 고전압 킬리안 사진기가 있다. 

3. 3. 3. 3. Emotional Emotional Emotional Emotional Freedom Freedom Freedom Freedom Techniques(EFT)Techniques(EFT)Techniques(EFT)Techniques(EFT)

-EFT
TM
의 간략한 역사

  Emotional Freedom Techniques
TM
 (EFT)의 배경이 되는 원리들은 캘

리포니아의 임상 심리학자인 Dr. Roger Callahan에 의해 개발되었다. 

칼라한 박사는 그의 발견을 Thought Field Thrapy
TM
(TFT)라고 불렀으

며, 이것은 신체의 에너지장과 연결된 생각들이 부정적 감정들과 관련

이 있으며, 경락상의 경혈들을 가볍게 두드림으로써 이 에너지장을 변

화시켜서 부정적 정서들을 쉽고 빠르게 해방시킬 수 있다는 개념을 바

탕으로 하고 있다(Hartmann-Kent, 2000). 칼라한은 그의 방법들이 공

포증의 해소에 즉시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Craig, 1999). Gary Craig는 신중하면서도 열린 사고의 소유자로서 

Callahan의 방법들과 주장들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였으며, 나중에 

TFT
TM
을 더욱 단순화시키고 재정립하여 Emotional Freedom 

Techniques
TM
 (EFT)을 개발하였다. Craig는 EFT가 하나의 단순한 절차

를 가지고 더 광범위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TFT의 다음 

세대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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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버전의 EFT 프로토콜

 본 연구에서는 8개의 경락 에너지 포인트들을 사용하고 있는 Gary 

Craig(1999)의 짧은 버전의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 이 절차는 2지

와 3지 손가락을 이용하여 약 5회 내지 7회 정도 가볍게 얼굴과 몸의 

상부 그리고 손가락의 경혈들을 두드리는 것이 포함된다. 첫 번째 경

락포인트는 �set-up�이라고 부르며, 한손의 측면, 가라테 포인트(완

골혈)를 다른 손의 손가락들 끝으로 가볍게 두드리면서 긍정적 진술문

(positive affirmations)을 3회 반복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나는 비록 이 공포증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나 자신을 깊이 받아들

이고 사랑한다.�( Even though I have this fear, I deeply and 

completely accept myself). 셋업을 한 후에는 �이 뱀 공포증�과 같

이 의식을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문구를 반복하면서 나머지 7개의 경

락 포인트들을 두드리게 된다. 7개의 경락 포인트들은 다음과 같다: 

윗 눈썹의 앞끝(찬죽혈), 눈의 외측(동자료혈), 눈밑 1인치 아래( 승

읍혈), 코밑 입술 중앙선상(인중혈), 아랫입술밑의 턱(승장혈), 쇄골 

안쪽 끝(유부혈), 겨드랑이 아래 (대포혈)등이다. (부록 참조)

-에너지심리학에 대한 선행 연구들

 특정공포증의 감정적 불편감이나 공포감, 회피성의 감소를 위한 치료

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에너지심리학 기법들의 사용의 효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Carbonell, 2001: Christoff, 2000: Pratt & Lambrou, 

1999: Wells et al., 2000). Wells등(2003)과 Salas(2001)는 특정공포

증을 다루기 위해 경락이론에 기초한 Emotional Freedom Techniques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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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T)과 복식호흡법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치료그룹과 통제그룹 양쪽 

모두 공포 반응에 대해 의미 있는 개선을 보였으며, EFT그룹의 개선 

정도가 통제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EFT그룹에서 회피행동에 대한 

큰 변화가 나타났고 복식호흡그룹에서는 더 적은 차이를 보였다. 

Christoff(2000)는 경락 이론에 근거한 다른 요법인 Be Set Free 

Fast(BSFF)를 사용하여 작은 동물 공포증의 감소를 위한 효과를 검증

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불안과 공포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검사하였으며, 주 2회 실시하는 총 6회의 세션을 하는 동안 

주관적 통증의 정도subjective units of distress level(SUD)가 측정

되었다. 또한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HRV)를 조사하였다. 

Christoff는 보고하기를 공포반응에 대한 대부분의 감소현상이 첫 세

션에서 나타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감소는 다음의 몇 회의 세션에서 

나타났다고 했다. 연구 참가자들의 보고와 테스트 결과에서 참가자들

이 공포 대상에 접했을 때 불편감이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TFT요법을 사용하여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연구들이 Johnson, Shala, 

Sejdijaj, Odell와 Dabishevci(2001) 그리고 Rosner(2001)에 의해서 

행해졌다.  연구는 알바니아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세르비아 군대에 

의해 학살당하고 고문당했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전반적

으로 만연하고 있던 유고슬라비아의 코소보에서 행해졌다. 심각한 트

라우마를 가진 환자들에게 TFT요법을 실시하였다. 치료는 105명의 환

자들의 249가지 트라우마를 다루었다(Johnson, et al., 2001). 치료를 

받은 103명의 환자들이 총 247가지의 트라우마에 대해 완전한 해소를 

보고하였다. 5개월 후에 실시된 추후검사에서 재발 사례가 없음이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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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졌다. Johnson등은 비록 연구에서 통계적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연구 결과는 의미심장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에너지 테라피들의 연구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제한되어 있지

만 이 분야의 임상가들로부터의 사례 보고가 괄목할 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요법들에 대한 많은 사례 연구들의 리뷰가 있었고 점차 주목

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그러한 연구들은 실질적인 통계적 분

석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문헌 조사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에너지심리학 분야의 정보의 양은 상당히 한정적이어서 이 분야

에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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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연 연 연 연 구 구 구 구 방 방 방 방 법법법법

1. 1. 1. 1. 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가자는 마산대 재활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DSM-Ⅳ

(APA,1994)의 기준에 의한 특정공포증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연구에 

참가한 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선정되었다. 

1) 18세 이상일 것

2) DSM-Ⅳ의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공포증을 가진 사람일 것

3) 현재 어떤 심리적 혹은 의학적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

4) 모든 참가자는 행동 접근법의 사용에 있어서 공포증의 대상 동물에 

대해 최단 접근거리에 서서 SUD 정도를 보고 할 수 있어야하며 5이하

의 정도인 사람은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총 24명이며 여

학생이 20명, 남학생이 4명이었다. 학생들의 평균연령은 20.9세로 나

타났다. 실험실시전 사전조사에서 공포대상 동물에 대한 불안 정도를 나타

내는 SUD수준의 평균은 7.8로 조사되었다. 

2.2.2.2.연구 연구 연구 연구 도구도구도구도구

        1) 1) 1) 1) 대상동물을 대상동물을 대상동물을 대상동물을 상상할 상상할 상상할 상상할 때의 때의 때의 때의 SUD SUD SUD S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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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적 통증의 정도subjective units of distress level(SUD)는 

Wolpe(1958)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감정적 고통의 정도를 주관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원래는 공포증에 대한 체계적 탈감각법을 실시하는 

동안 불안 수준의 변화를 알아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처음 사용되었

을 때는 0에서 100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많은 연구자들이 단

축형인 0에서 10의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즉, 참가자가 0(공포감이나 

불편감이 전혀 없음)에서 10(강렬한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공포감이나 

불편감)까지 11개의 단계로 자신의 고통의 정도를 평가한다. 참가자는 

�지금 바로여기�에 그 동물이 있다고 상상할 때 공포의 정도가 어느 

만큼인가에 대해 SUD를 말하도록 한다. 중요한 점은 어느 정도의 불안

한 느낌이 들것인지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실지 어

느 정도의 불안을 느끼는가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다. 

        2) 2) 2) 2) 행동접근법행동접근법행동접근법행동접근법(BAT)(BAT)(BAT)(BAT)을 을 을 을 하는 하는 하는 하는 동안의 동안의 동안의 동안의 SUDSUDSUDSUD

  행동 접근법Behavioral Approach Task (BAT)은 참가자들의 공포대상에 

대한 회피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이다. 즉 참가자가 얼

마나 공포대상 동물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8개의 측정 

포인트에 따라 점수가 있으며, 각 포인트에서 SUD 정도를 함께 측정한다

(Wolpe & Lang, 1964). 처음의 두 포인트는 1) 실험실외부, 문이 닫힌 상

태와 2) 실험실외부, 문이 열린 상태( 대상 동물로부터 6m 거리)이며, 다

음의 여섯 포인트는 실험실내에서 대상 동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3) 5m거

리, 4) 4m거리, 5) 3m거리, 6) 2m거리, 7) 1m거리, 8) 바로 눈앞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BAT를 하는 동안 각 단계마다 SUD를 측정해서 기록하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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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개인들의 평균값을 합산하여 SUD 평균값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구

한 SUD 평균값은 사전 사후 테스트에서 참가자들의 공포 대상동물에 접근하

는 동안의 고통의 정도를 나타내는 증거로서 반영된다.

        3) 3) 3) 3) 맥박측정 맥박측정 맥박측정 맥박측정 

  BAT의 마지막 단계에서 혈압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이것은 공포증으

로 인한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증상으로 심계항진을 나

타내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맥박은 손목 내측 요골 

동맥 위에 2, 3, 4번째 손가락 끝을 얹어서 20초간 측정하여 3을 곱하

여 1분간의 맥박수를 계산하였다.

3. 3. 3. 3. 연구절차연구절차연구절차연구절차

  본 연구는 학교의 사전 동의를 얻어 2006년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

지 총 3회 마산대학교 재활학과를 방문하여 진행되었으며 제 1회 방문

시 오리엔테이션과 질문지( 부록1 참조)를 통하여 연구 대상자를 선별

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공포증을 갖고 있는 대상동물이 

뱀과 바퀴벌레로 나와서 두 가지 동물에 한정하여 실험준비를 하였다. 

제 2회 방문시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예비 실험 대상자가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3회차 방문에서 본 실험

을 실시하였다. 참가자는 무작위로 EFT그룹(n=12) 혹은 통제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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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2)으로 지정되었으며, 훈련된 두 학생이 맥박의 측정과 연구 진행

과정을 보조 하였다.

  참가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대기 장소에 모여서 SUD측정 연습을 한 

후 사전검사(부록 2 참조)를 받았다. 먼저 자신의 공포 대상 동물을 

생각하는 동안의 SUD수준을 측정하여 기록지에 스스로 기록하도록 하

였으며, 이어서 참가자들은 BAT 행동 접근법 검사를 받기위해 다른 방

으로 이동하였다. 실험을 위해 뱀은 특별히 제작한 용기에 보관하였는

데, 가로30cm,세로70cm, 높이 30cm의 직육면체의 구조로 얇은 철제 망

을 사용하여 뱀이 움직일 수 있게 제작하였으며 밖에서 뱀이 보이도록 

하였다. 바퀴벌레의 용기는 가로, 세로, 높이 각 30cm의 제작하여 여

러 마리를 넣어서 역시 밖에서 보이도록 하였다. 동물들은 실내의 책

상위에 놓아두었다. 참가자들은 한 사람씩 검사를 받았으며, 먼저 바

퀴벌레에 공포증이 있는 대상자가 행동접근법 검사를 받고 다음에 뱀

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참가자들이 차례로 검사를 받았다. 참가자는 

먼저 실험실 밖에서 문이 닫힌 상태에서 공포대상 동물이 실내에 있다

는 것을 아는 것이 어느 정도 불안한지 SUD 정도를 보고하고 연구자가 

직접 기록지에 기록하였다. 다음은 문을 열어도 되는지 참가자에게 물

어보고 그렇다고 하면 문을 연 상태에서 다시 SUD를 보고하게 하였다.  

참가자에게 다음 단계로 접근 할 수 있는지 묻고 그렇게 하고 싶다면 

각 단계마다 같은 방법으로 대상동물에 가까이 이동하면서 SUD를 측정

하였다. 맨 마지막으로 공포 대상 동물 바로 앞에서 SUD를 측정하고 

바로 보조학생이 참가자의 왼손 손목에서 20초간 맥박을 측정하여 기

록지에 기록하였다. 사전 검사가 끝나면 바로 참가자들은 지정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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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으로 나뉘어져 각기 다른 방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EFT 처치그

룹에게는 요법의 이론적 배경과 프로토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 후 

연구자가 직접 그룹 세션을 실시하였다. 소요시간은 설명과 세션 과정

을 합하여 60분으로 제한하였다. 정해진 시간이 종료되면 실험을 마치

고 사전검사에서 사용되었던 같은 측정도구를 가지고 같은 순서대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가 끝난 후 통제그룹은 바로 다른 방

으로 이동하여 60분 동안 대학 교재를 읽도록 하였다. 평상시 학습할 

때의 태도로 임하면 되고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종료된 후 사전검사 때와 같이 세 종류의 검사를 순서대로 모

두 받도록 하였다.

4. 4. 4. 4. EFT EFT EFT EFT 적용 적용 적용 적용 프로토콜프로토콜프로토콜프로토콜

  본 연구에서 사용된 EFT 프로토콜은 이 요법의 개발자(Craig 1995, 

1999)의 �Basic Recipe�에 요약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참가자가 반복 어귀Reminder Phrase( 예 �이 뱀 공포증�, �이 바퀴

벌레 공포증,�등)에 의식을 집중하는 동안 직접 자신의 몸에 있는 몇 

개의 경혈 점들을 손가락으로 두드리게 하는 것이다. EFT의 한 사이클

은 주어진 순서에 따라 각 경혈점을 5내지 7회를 두드리는 것인데 여

기서 사용되는 경혈들은 전통적인 12 침구 경락의 시작이나 끝에 해당

하는 경혈들로서 5개는 얼굴에, 2개는 상체에, 나머지 5개는 손가락에 

위치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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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T요법의 각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SUD를 판단하여 기록하고 한 라운드가 끝나면 어떤 변화가 있는

지 다시 측정하여 비교한다. SUD측정이 끝나면 시퀀스sequence를 하기 

전에 자기 긍정의 진술문(예,�나는 비록 이 뱀/바퀴벌레 공포증을 가

지고 있지만, 나는 나 자신을 깊이 그리고 완전히 받아들인다.�)과 

함께 가라테 포인트 혹은 가슴 상부의 신경림프 반사점(Callahan, 

1987)으로 알려진 지점 손으로 문지르는 동작을 실시한다. 각 라운드

의 기본 처치를 적용한 후에는 SUDS 정도를 체크한다. 이 처치는 이상

적으로는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각각의 이슈들이나 모든 문제의 양상

들aspects이 다 다루어질 때까지 실시한다(예, SUD가 2이하가 될 때까

지). 그 이유는 원래의 공포자극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이슈들이 때

로는 공포를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뱀 자체에 대

한 공포가 다루어진 후에라도 뱀이 움직일 때라든지 뱀이 소리를 낼 

때라든지 뱀의 머리등이 공포 반응을 유발할 수가 있다. Craig (1995)

는 전체 공포 증상에서 이러한 추가적인 요소들을 �양상들�이라고 

불렀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는 정해진 세션 시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했다.

5. 5. 5. 5. 자료분석자료분석자료분석자료분석

본 연구문제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자료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

을 거쳤다. 여기서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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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전 사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하기 위하여 평균차

이 검증인 T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영역별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계수로 판단하

였다. 

 이상의 통계분석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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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연 연 연 연 구 구 구 구 결 결 결 결 과과과과

1. 1. 1. 1. EFTEFTEFTEFT요법 요법 요법 요법 집단과 집단과 집단과 집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집단의 집단의 집단의 집단의 실험 실험 실험 실험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전 전 전 전 비교비교비교비교

실험 효과 분석에 앞서 두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표1> 

에 제시된 것처럼 공포대상을 생각하는 동안의 SUD의 경우 실험집단 

7.58점, 통제집단 7.42점으로 실험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BAT 행동 SUD의 경우에서도 실험집단 6.80

점, 통제집단 6.23점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맥박측정 비교의 결과에서도 실험집단 114.92, 통제집단 110.58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실험 실시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차이가 

없다고 간주할 수 있다.

  <표 1> 사전 실험집단 통제집단 비교

실험비교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p)

생각하는 동안의 SUD
실험집단 12 7.58 1.084 .313 .351

(.729)통제집단 12 7.42 1.240 .358

BAT 행동 SUD
실험집단 12 6.80 1.800 .519 .805

(.430)통제집단 12 6.23 1.536 .443

맥박수/분
실험집단 12 114.92 20.734 5.985 .498

(.624)통제집단 12 110.58 21.907 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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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특정공포증에 특정공포증에 특정공포증에 특정공포증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EFTEFTEFTEFT요법의 요법의 요법의 요법의 효과효과효과효과

 EFT
TM
요법 적용전과 후의 동물에 대한 공포증의 불안 감소효과를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전 사후의 실험집단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포대상을 생각하는 동안의 SUD는 사전 7.58점이었고, 사후 

3.58점으로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001)를 보였

다. BAT 행동접근을 하는 동안의 SUD의 경우에는 사전 6.80점, 사후 

2.20점으로 EFT요법 적용후의 실험집단의 불안 정도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

또한 맥박수의 경우에도 사전 114.92점, 사후 71.42점으로 EFT요법 

적용후의 경우가 적용 전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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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비교

실험비교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p)

생각하는 동안의

SUD
사전 실험집단 12 7.58 1.084 .313 4.744***

(.000)사후 실험집단 12 3.58 2.712 .783

BAT 행동 SUD
사전 실험집단 12 6.80 1.800 .519 6.502***

(.000)사후 실험집단 12 2.20 1.796 .512

맥박수/분
사전 실험집단 12 114.92 20.734 5.985 6.784***

(.000)사후 실험집단 12 71.42 7.971 2.301

 ***p<.001

반면에, 사전 사후의 통제집단 비교를 살펴보면, <표3>에 나타난 바

와 같이 공포대상을 생각하는 동안의 SUD는 사전 7.42점, 사후 6.42점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BAT 행동접근을 하는 동안의 

SUD의 경우에도 사전 6.23점, 사후 5.72점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맥박수의 경우에는 사전 110.58, 사후 104.42점으로 나타났으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사전 사후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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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비교

실험비교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p)

생각하는 동안의

SUD
사전 통제집단 12 7.42 1.240 .358 1.868

(.075)사후 통제집단 12 6.42 1.379 .398

BAT 행동 SUD
사전 통제집단 12 6.23 1.553 .443 .765

(.453)사후 통제집단 12 5.72 1.720 .496

맥박수/분
사전 통제집단 12 110.58 21.907 6.324 .724

(.476)사후 통제집단 12 104.42 19.737 5.697

사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결과를 비교하면, <표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포대상을 생각하는 동안의 SUD의 경우 실험집단 3.58점, 비교 

집단 6.42점보다 낮게 나타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1). 

BAT 행동 SUD의 경우에는 실험집단 2.20점, 통제집단 5.72점으로 실

험집단의 불안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001).

맥박수의 경우에도 실험집단 71.42점, 통제집단 104.42점으로 EFT요

법을 적용한 실험집단의 경우가 맥박수가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

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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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후 실험집단 통제집단 비교

실험비교 N 평균
표준편

차

평균의 

표준오차
t(p)

생각하는 동안의 

SUD
실험집단 12 3.58 2.712 .783 3.226**

(.004)통제집단 12 6.42 1.379 .398

BAT 행동 SUD
실험집단 12 2.20 1.796 .512 5.166***

(.000)통제집단 12 5.72 1.720 .496

맥박수/분
실험집단 12 71.42 7.971 2.301 5.371***

(.000)통제집단 12 104.42 19.737 5.697

**p<.01  ***p<.001

     <그림 1> 공포대상을 생각하는 동안의 SUD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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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BAT 행동접근을 하는 동안의 SUD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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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맥박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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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설1. EFT
TM
 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공포대상을 

생각하는 동안 SUD가 감소할 것이다의 경우, EFT요법을 적용한 실험집

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SUD가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검증

됨을 알 수 있으며, 가설2. EFT
TM
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

해 행동접근 검사를 하는 동안의 SUD가 감소 할 것이다의 경우, 실험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SUD가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검

증됨을 알 수 있다.

가설3. EFT
TM
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맥박수가 감소할 

것이다의 경우에도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맥박수가 더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설이 검증됨을 알 수 있다.

<표 5> 신뢰도 분석

CronbachAlpha

SUD에 관한 문항 .799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설문지의 각 항목에 대한 안정성,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하 알파

(Cronbach's α)계수를 신뢰도 계수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회과학에

서 신뢰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이, 일반적으로 0.6 이상을 측정지

표의 신뢰성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0.6 

이상을 기준으로 신뢰성을 평가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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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이용하여 내적 일관

성에 의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응답자의 모

두에서 0.7이상의 수치로 나타나 신뢰수준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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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결론 결론 결론 결론 및 및 및 및 제언제언제언제언

        

1. 1. 1. 1.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본 연구는 동물형 특정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EFT요법을 적용하여 공

포증의 불안 감소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특정공포증의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24명의 대학생들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실험집단은 

1회 60분간 그룹으로 EFT요법을 실시하고, 통제집단은 60분간 독서를 하도

록 하였다. 시간이 종결된 후 두 집단 모두에서 공포대상을 생각할 때의 

SUD수준, 행동접근법을 실시하는 동안의 SUD수준 그리고 맥박수 검사를 실

시하여 점수를 비교하였다. 수집된 자료분석은 사전 사후의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을 비교하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영

역별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계수로 판단하였고 이상의 

통계분석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대상자는 여학생이 20명이고 남학생이 4명이었으며, 평균연령

은 20.9세 나타났고 실험실시전 사전조사에서 공포대상 동물에 대한 불

안 정도를 나타내는 SUD수준의 평균은 7.80으로 조사되었다. 

  2) EFT요법을 적용하기 전 공포대상을 생각하는 동안의 SUD수준의 평균

은 7.58점이었고, 적용후의 평균 SUD는 3.58점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4.74, p<.001).

  3) EFT요법을 적용하기 전 행동접근법을 실시하는 동안의 SUD는 6.80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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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적용후의 SUD 평균은 2.20점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t=6.50, p<.001).

  4) EFT요법을 적용하기 전의 맥박수는 평균 114.92회/분, 적용 후는 평균

71.42회/분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6.78, p<.001).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EFT요법은 특정공포증의 불안증상을 다루는데 

효과적인 중재방법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므로 EFT요법이 공포증과 불

안장애를 다루는데 자가 치유기법으로서 일반인들에게 그리고 보완대체요법

으로서 전문가들에게 임상에서 널리 활용되기를 권장한다.

2. 2. 2. 2. 제 제 제 제 언언언언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사회공포증이나 광장공포증과 같은 다른 종류의 공포증과 불안장애

를 대상으로 EFT요법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다른 요법들과 EFT요법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 다른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EFT요법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4) 에너지심리학의 효과를 지지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경락에너지 

이론에 근거한 요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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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연구 연구 연구 대상자 대상자 대상자 대상자 사전검사지사전검사지사전검사지사전검사지

        자신이 자신이 자신이 자신이 가장 가장 가장 가장 두려움을 두려움을 두려움을 두려움을 느끼는 느끼는 느끼는 느끼는 동물을 동물을 동물을 동물을 한 한 한 한 가지 가지 가지 가지 선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바로여기에바로여기에바로여기에바로여기에’’’’    

그 그 그 그 동물이 동물이 동물이 동물이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상상할 상상할 상상할 상상할 때 때 때 때 ‘‘‘‘지금지금지금지금’’’’    느껴지는 느껴지는 느껴지는 느껴지는 불안이나 불안이나 불안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의 두려움의 두려움의 두려움의 정도를 정도를 정도를 정도를 표시하표시하표시하표시하

여 여 여 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 . . 

  

 

1. 1. 1. 1. 뱀뱀뱀뱀        0     1     2     3     4     5     6     7     8     9     10  

2. 2. 2. 2. 쥐 쥐 쥐 쥐        0     1     2     3     4     5     6     7     8     9     10  

3. 3. 3. 3. 바퀴벌레바퀴벌레바퀴벌레바퀴벌레  0     1     2     3     4     5     6     7     8     9     10  

4. 4. 4. 4. 거미거미거미거미      0     1     2     3     4     5     6     7     8     9     10  

5. 5. 5. 5. 지네지네지네지네      0     1     2     3     4     5     6     7     8     9     10  

# 그 동물에 대한 공포증을 얼마동안 갖고 계시는지 적어 주십시오.

    (    ) 년 동안, 기억 하는 한

# 동물 이외의 다른 공포증이 있으면 번호에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자연환경자연환경자연환경자연환경(예: 고소, 폭풍, 물) 

②    혈액혈액혈액혈액----주사주사주사주사----손상손상손상손상 

③    상황상황상황상황(예: 비행기, 엘리베이터, 밀폐된 장소)

④ 기타기타기타기타(예: 질식, 구토, 또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

성명성명성명성명: : : :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성별성별성별성별: : : : 남남남남,  ,  ,  ,  여여여여

나이나이나이나이: : : :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 연구 참여 희망여부 ( 둘 중하나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나는 공포불안 감소에 대한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네, 희망합니다            (           )

아니오, 희망하지 않습니다 (           )

전혀

불안하지않음

약간 

불안함

중간정도 

불안함

상당히

불안함

극히 

불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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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결과 결과 결과 기록지기록지기록지기록지

성명_______________                 공포대상_____________

사전검사사전검사사전검사사전검사

□   공포대상 동물을 생각하는 동안의 SUD_______

□   행동접근 검사를 하는 동안의 SUD

    1)실험실 밖, 문이 닫힌 상태_____  

    2) 실험실 밖, 문이 열린상태_____

    3) 5m ____    

    4) 4m _____    

    5) 3m _____    

    6) 2m ______

    7) 1m ____    

    8) 바로 앞에_____

□   맥박수_______ 회/분

사후검사사후검사사후검사사후검사

□   공포대상 동물을 생각하는 동안의 SUD_______

□   행동접근 검사를 하는 동안의 SUD

    1)실험실 밖, 문이 닫힌 상태_____  

    2) 실험실 밖, 문이 열린상태_____

    3) 5m ____    

    4) 4m _____    

    5) 3m _____    

    6) 2m ______

    7) 1m ____    

    8) 바로 앞에_____

□   맥박수_______ 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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텝핑 텝핑 텝핑 텝핑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Tapping Tapping Tapping Tapping pointspointspointspoints

                            

                          point 1: 가라테 포인트(완골혈)

               point 2: 눈썹머리

            point 3: 눈 옆

            point 4: 눈 밑

            point 5: 코 밑

              point 6: 턱 중앙

                 point 7: 쇄골 앞 끝

                    point 8: 겨드랑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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