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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훈련된 인지행동치료자들에게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사회불안
장애 경향자들을 위해 가상현실노출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표상황에 노출해 
볼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였다. 실험집단(n=12)은 20분간 
진행되는 4회기의 가상현실노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통제집단(n=10)은 
무처치대기집단에 배정되었다. 두 집단 모두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치료 전, 
후, 4주 후에 레보위츠 사회불안척도(LSAS)와 스크램블 문장 완성 과제(SST)를 수행
하였다. 연구결과,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사회불안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
였고, 긍정적인 해석 경향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가상현실노출치료 프로그램이 사회
불안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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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회불안장애는 발표 상황 혹은 이성과의 상호작용과 같은 사회적 상황에서 과도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장애이다

(APA, 2013).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15년간 진행되었던 종단 연구에서도 사회불안 

증상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거의 1/4에 달한다고 보고되는 등(Merikangas 외 2002), 

현대사회에서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도에 실시한 정신질환실태 역학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사회불안장애의 평생유병률은 1.6%로 2006년 0.5%, 2011년 0.5%에 비하여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16), 이는 다른 불안장애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긴 하였지만,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회불안장애의 평생유병률이 대략 12.1%에서 13.3%

에 이르는 것을 고려했을 때(Magee 외 2008),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사회불안과 

관련된 증상은 질병으로 폭넓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불안장애의 가장 일반적인 치료방법은 집단으로 실시되는 인지행동치료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로, 다양한 메타분석(meta-analysis)을 통해 

치료적 개입의 효능과 효과성이 종합적으로 검증되어, 근거기반치료로 권고되고 있다

(Acarturk 외 2008). 연구자에 따라 사회불안장애의 치료를 위한 CBT를 다양한 모듈

로 구성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심리교육, 인지재구성, 노출 치료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 있다(Jørstad-Stein 외 2009). 인지치료의 경우 사회적 상황이나 불안과 

관련된 자동적 사고를 수정하고, 실수의 의미에 대해 교정적 정보를 제공하여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출치료의 경우 내담자는 불안

이 줄어들거나 불안 관련 기대치가 줄어들 때까지 사회적 상호작용이 포함된 다양한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자극에 직면하게 되며, 이러한 절차가 사회불안 장애 치료에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면대면 치료의 경우 실제 불안한 상황에 직면하여 

불안을 느끼게 만드는 자동적 사고와 인지적 오류를 찾아내고, 이를 타당한 사고로 

바꾸어 보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이전에는 불안했던 상황에서도 불안을 덜 느끼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 치료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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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내담자들에게 치료 자체가 공포를 일으키는 사회적 상황으로 여겨지기

도 하고, 치료비 문제, 혹은 치료를 받기 위한 시설까지의 공간적 거리 문제,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고 호소한

다. 특히 사회불안이 있을 경우 치료받는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 두려워하여 치료에 참여하기를 꺼리기도 하고(Olfson 외 2000), 집단으로 진행되

는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두렵거나 불편한 사회적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에 참여하기를 꺼려하기도 한다(Newman 외 2003). 사회불안장애에 대

한 전문적인 치료자들이 부족하고 치료 대기자 명단 역시 매우 길어서, 치료를 결심한 

순간 즉각적으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역시 치료에 대한 저항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Andersson 외 2006).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지행동치료를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치료자들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소도시에서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근거기반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가 매우 부족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에게 근거기반치료

를 제공하기 위해서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Ⅱ. 기존연구검토와 가설

1. 기존연구검토 

 최근 사회불안장애의 인지행동치료를 면대면으로 수행하는 것 이외에 새로운 치료적 

기법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으며, 그 효과도 검증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독서 치료와 결합한 자가 치료(Self-help)법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자가 치료법이다. 

이 방법은 치료자와 내담자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더라도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

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다. 자가 치료 책자를 이용한 치료적 개입의 

경우 비용이나 공간적 제약으로 치료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어서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보다 손쉽게 치료의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치료를 받는 사람이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비용 역시 저렴하

기 때문에 더욱 용이하게 치료에 접근할 수 있다(King 외 1998; Landau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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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자가 치료는, 내담자가 스스로 치료적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이메일이나 SNS 등을 통해 치료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내담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층 효과적인 심리 치료의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가 치료 과정에서 치료 절차를 부정확하게 사용할 경우, 심리적 문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치료를 진행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며, 보다 

조직화된 환경에서 안정적인 치료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Botella 외 2007). 실제로 Botella 외(2007)의 연구에서 비디오 클립을 

이용한 노출치료가 포함된 인터넷 기반 자가 치료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효과가 검증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안정광 외(2014)의 연구에서 인지재구조화와 노출훈련 각 4회

기로 구성된 인터넷 기반 자가 치료프로그램의 효과가 검증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기반 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경험적으로 검증받은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교육과 노출과정을 일방향으로 전달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실질적 상황에 대한 노출이 모니터 상에서 동영상으로 구현되어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최근 인지 구성 요소가 배제된 상태로, 광범위한 언어적 상호 작용을 포함하는 

가상현실노출치료(virtual reality exposure therapy; VR치료)가 새로운 치료적 기법

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내담자들을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지는 삼차원 세계에 노출

시킴으로써 불안한 상황에 대한 습관화를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고글형태로 제공되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MD, head－mounted display)를 착

용하며, 이를 통해 가상현실 세계의 감각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가상현실노출치료의 효과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Meyerbro€ker 외 2010; 

Morina 외 2015; Opris 외 2012; Parsons 외 2008). 특히 VRET를 적용했던 국내외

의 연구에서 가상현실 접근이 사회불안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다양한 회기의 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표 1)에서는 

각 프로그램의 특성과 주요 종속 변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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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외 사회불안관련 VR 치료 프로그램 개발 현황

저자
연구
연도

프로그램 특징 주요 종속변인 기간 집단

국외
연구

Harris et al. 2002
짧은 회기 수, 

심박수와 SUDS 측정 
사회불안수준(LSAS), 
STAI, 심박수, SUDS 

4회기
VRT 집단
WL 집단

Klinger et 
al.

2005
다양한 사회적 불안 

유발 상황 제시 
사회불안수준(LSAS), 
Sheehan 삶의 질 

12회기 
VRT 집단
CBT 집단

Wallach et 
al.

2009 CBT 결합 연구
사회불안수준(LSAS),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NE)
12회기

CBT 집단
VRCBT 집단

WL 집단

Robillard et 
al.

2010
Klinger의 가상현실 

프로그램 사용,
CBT 결합 연구

사회불안수준(LSAS, 
SPS), FNE

16회기

CBT 집단
CBT VR 

집단
WL 집단

Anderson et 
al.

2013
CBT와 VR 결합한 

집단과 전통적인 CBT 
비교 연구

발표자신감수준(PRCS), 
B-FNE, 발표 시 불안 

및 발표 길이 
8회기

VRE 집단
EGT 집단
WL 집단

Kampman 
et al.

2016
VR, In vivo 비교, 

인지적 요소 없이 VR 
효과 검증

사회불안수준(LSAS), 
발표 시연 행동 평가 

10회기 
+ 

3m F/U

VRET 집단
iVET 집단
WL 집단

Bouchard 
et al.

2017 CBT 결합 연구
사회불안수준(LSAS, 
SPS), FNE, 현존감, 

부작용 평가 

14회기 
+ 

6M F/U

VR+CBT 
집단
in 

vivo+CBT 
집단

국내
연구

이든샘 외 2017
치과 불안 감소 - 

1분간 적응 시간 후 
3분의 이완 유도

생리적 맥박측정, 
치과불안수준, 

상태-특성 불안 수준
1회기

VRT 집단
WL 집단

김헌영 외 2017

10분간 발표준비, 
교수가 서 있는 

강의실에서의 모의 
발표

사회불안수준, 발표 
시연 행동 평가

4회기
VRT 집단
WL 집단

방은별 외 2018

김헌영 외 연구와 
동일한 VR 소스 사용, 

자기초점적 주의의 변화 
확인

사회불안수준, 발표 
시연 행동 평가, 
자기초점적 주의

4회기
VRT 집단
WL 집단

김파 외 2019
VR 애니메이션, VR 

영상, 현실발표를 구분
사회불안수준(SPIN) 1회기

VR 영상군
VR 애니군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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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에 진행되었던 VR 치료 기법의 경우, 기존의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에 가상환경 상황을 구성하고 이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면, 최근에는 인지적 

요소 없이 VR 고유의 치료적 효과를 측정하면서 VR 내에서의 체험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머리와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가상현실 세계가 실제적

으로 변화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VR 환경 내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이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치료 방법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행된 김헌영 

외(2017), 김파 외(2019), 방은별 외(2019)의 연구에서는, 발표 불안을 주요한 불편감

이라 상정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실수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 및 상호작용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채, 발표와 관련된 단일한 가상현실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노출 효과만 검증했다는 단점이 있다. 

대중연설과 관련된 불안은 사회불안장애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지만, 사회불안장

애 내담자의 대다수는 두 가지 이상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보고하며, 이러한 

두려움에 초점을 맞춘 노출 치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Anderson 외 2013; 

Wallach 외 2009). 다양한 대화나 상호작용을 가상환경 상황에 통합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가상환경 내에서 구현된다면, 제한된 수의 질문에 답하거나 

두려워하는 단일한 상황에 노출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불안장애에 대한 VR 치료 효과

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분석의 틀과 가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불안감소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가상현실치료 

시나리오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VR 치료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VR 환경 내에서 발표와 질의응답, 이완 

훈련이 모두 가능하도록 구현하고, 회기별로 점점 난이도를 높여 자신의 불안에 점진

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기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현실노출치료 프로그램은 이완 훈련과 가상현실을 통한 점진적 노출을 

제공하여 사회불안 경향자들의 불안 수준을 감소시킬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 종료 

4주 이후에도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지되어 내담자들의 불안 수준은 참여 후와 참여 



｜ 69 ｜

종료 4주 이후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사회불안 경향자들을 대상으로 4회기 VR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치료적 효과가 

4주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표본 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G-Power 3.1을 이용하였고, 양측 검증 

유의 수준 .05, 효과크기 0.50(Medium Effect Size), 검증력(power) .90에서 반복측

정 변량분석을 위한 대상자 수는 집단별로 각각 12명이었으며, 연구 중도 탈락률 

약 20%를 고려하여 30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대구 

소재의 한 사립대학 재학생이었다. 약 13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 수거하고 사회불안 

경향성을 보이며(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SADS) 85점 이상), 4회기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총 3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무작위 응답이나 불성실한 응답 8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처치 조건은 12명, 

무처치 대기자 조건은 10명이었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방법 사전 승인

을 받았으며 참가자들에게 프로그램 참여 전에 연구와 관련된 내용을 고지하였다(IRB 

No. 40525-201804-HR-15-03).  

2. 측정도구

1)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Watson 외(1969)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와 회피하는 

경향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총 28문항의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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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을 위해 이정윤 외(1997)가 5점척도(1~5점)로 변환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정윤 

외199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2이었다. 

2) 레보위츠 사회불안 척도(Liebowits Social Anxiety Scale)

레보위츠 사회불안 척도(Liebowits Social Anxiety Scale; 이하 LSAS)는 

Liebowitz(1987)가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사회불안 참가자들이 어려움을 보고하는 여러 수행 또는 사회적 상호작

용 상황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정도와 회피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총 24문항의 도구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승은 외(2007)가 자기보고식 4점 척도(0-3점)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유승은 외(200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2였다.

3) 스크램블 문장 완성 과제(Scrambled Sentence completion 

Task)

참가자의 해석편향 측정치를 구하기 위해 스크램블 문장 완성 과제(Scrambled 

Sentence completion Task; 이하 SST, Wenzlaff, 1988, 1993)를 사용하였다. SST는 

모호한 정보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성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며,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섞여 있는 5~6개의 단어들을 사용하여 문법적으로 올바른 한 

문장을 만들어내도록 지시받았다. 예를 들어, “즐긴다/나는/대부분의/피한다/모임을/

사교적인”의 문장이 제시될 때, 해당 문장은 긍정적인 해석(예, 나는 대부분의 사교적

인 모임을 즐긴다) 또는 부정적인 해석(예, 나는 대부분의 사교적인 모임을 피한다) 

둘 중 하나로 문장을 완성할 수 있었다. 참가자에게 무작위로 섞여 있는 단어들을 

보고 제일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첫 문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 중 부정적인 해석 방식으로 문장을 많이 만들었다면 참가자는 부정적인 해석을 

더 많이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한 사회불안 

수준의 명시적 변화뿐만 아니라 모호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해석편향을 

측정함으로써 암묵적 수준에서의 증상 변화 또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김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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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이 제작한 사회불안 상황과 관련된 스크램블 문장 완성 과제를 이용하였다. 

프로그램 전후 각각 20개의 문항을 제시한 후, 긍정적으로 문장을 완성한 비율을 

긍정해석편향 측정치로, 부정적으로 문장을 완성한 비율을 부정해석편향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4) 주관적 불편감 척도(Subjective Unit of Discomfort Scale)

주관적 불편감 척도(Subjective Unit of Discomfort Scale; 이하 SUDS)는 0점(불편

감이 전혀 없는 상태)~10점(극심한 불편감 상태)으로 주관적 불편감을 평정하는 측정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① 신체적 불편감과 ② 발표상황에서 느껴지는 불편감에 

대해 평정을 받았으며, VR 프로그램이 구현되는 동안 가상환경에서의 몰입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특정 구간마다 백색소음인 ‘삐’ 소리와 함께 두 척도가 참가자의 화면 

앞에 제시되고, 참가자가 각 척도 점수를 얘기하면 연구자에 옆에서 기록하는 방식으

로 측정하였다.

 5) 심박수 측정(Heart Rate Measurement) 

심박수 측정(Heart Rate Measurement; 이하 HR)은 심실의 수축과 이완 주기를 

측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가 손목형 심박수 측정기를 착용하여 프로그램

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전과 후의 심박수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tandout 

Feature PurePulse®에서 개발한 심박수 측정 도구인 Fitbit Alta HR(2018)을 이용하

였다. 

3. 연구절차 및 회기 구성 

 VR 프로그램 구현을 위해 4회기의 발표상황 노출 시나리오를 제작하였다. 4회기의 

VR 프로그램으로 효과를 검증한 Harris 외(2002)의 연구 결과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가장 뚜렷하게 감소한 점과, 긍정적, 부정적 피드백을 단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기 수를 결정하였으

며, 면대면 치료의 효율적인 대안 개발이라는 목적에 맞게 설계하였다. 프로그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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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레보위츠 사회불안척도(LSAS), 스크램블 문장 완성 과제(SST)를 실시하였으며, 

VR 환경 내에서는 발표 동안 변화하는 불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주관적 불편감 

척도(SUDS)와 심박수(HR)를 측정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 유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 달 뒤에 동일한 자기보고식 척도와 스크램블 문장 완성 과제를 다시 실시하여 

추후 분석하였다. 

매 회기 시작 전 참가자들은 HMD를 착용하고 세미나실로 구성된 가상공간과 좌석

에 앉아있는 가상현실 캐릭터 청중들을 살펴보면서 가상환경에 익숙해지도록 유도하

였다. 1회기에는 간단한 시낭송과 복식호흡 연습이 진행되고 2회기에는 긍정 피드백, 

3회기에는 부정 피드백, 4회기에는 연습하지 않은 발표를 수행하도록 하여 회기의 

난이도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표 2> 가상현실노출치료 프로그램 회기 구성

회기 내용구성 과제 

1회기

Ÿ 피험자는 HMD를 착용한 후, 약 10분 간 가상 

환경을 둘러보고 가상 현실 장비에 익숙해진다. 

Ÿ 피험자는 가상 현실에서의 청중 앞에서 자신이 

느끼는 불안,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경험 등에 대

해 말해보도록 요청받는다. 

Ÿ 칠판에 제시된 시를 낭송하고, 청중은 지속적으

로 격려의 박수를 쳐준다.

Ÿ 복식호흡을 연습한다. 

Ÿ 다음 회기까지 발표 주

제를 한 가지 선정하여

(안락사, 낙태, 사형제

도 중 택 1) 약 5분 

간 발표를 할 수 있도

록 준비하기

2회기

Ÿ 피험자가 가상 현실 속 청중들 앞에서 준비해온 

주제로 발표한다.  

Ÿ 발표동안 프로그램 진행자는 격려하는 청중, 고

개를 끄덕이는 청중 등과 긍정적인 피드백에 기

반한 상호작용을 사용한다. 

Ÿ 피험자는 청중에게 호의적인 목소리로 동의 및 

격려하는 질문을 받게 된다. 

Ÿ 다음 회기 발표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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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기 긍정 피드백의 경우, 참가자가 준비해온 발표 주제와 관련된 의견을 적절히 

표출하기 시작하면 일부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턱을 괴고 집중하는 제스처를 

취하였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청중 중 한 명이 참가자의 입장에 

동의하는 발언을 하는데, 본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찬반 입장에 따라 각각 보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의 발언 세 가지 중 하나, 또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의 발언 

한 가지 중 가장 맥락에 일치하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참가자

가 ‘보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락사에 찬성한다.’와 같은 입장을 언급한다면, 

청중 중 한 명이 “발표자의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 보호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의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주시겠습니까? 실제 

사례나 구체적인 예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와 같이 발언하도록 조작하여 

진행하게 된다. 여기서 참가자가 부연 설명을 하면 청중들은 긍정적 제스처를 취했으

며, 질문을 했던 청중은 일어나서 “저도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와 같이 발언하

였다. 또한 VR 프로그램 내에서 참가자와 상호작용하는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

록, 참가자가 당황하여 설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동의 발언 대신 “괜찮습

니다. 발표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와 같이 발언하도록 설정하였다.  

3회기

Ÿ 피험자가 가상 현실 속 청중들 앞에서 준비해온 

주제로 발표를 한다. 

Ÿ 발표동안 프로그램 진행자는 발표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청중,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청중 

등과 부정적인 피드백에 기반한 상호작용을 사

용한다. 

Ÿ 피험자는 청중에게 발표자의 생각이 틀린 것 같

다는 지적을 하는 질문을 받게 된다. 

Ÿ 과제 없이 즉흥 발표 

4회기

Ÿ 발표과제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생각을 즉석에서 발표한다.

Ÿ 청중들은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을 모두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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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기 부정 피드백의 경우, 참가자가 의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의견

을 표출하기 시작하면 일부 청중들은 고개를 젓거나 고개를 갸우뚱하며 팔짱을 끼는 

제스처를 취하였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청중 가운데 한 명은 참가자 

입장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데, 예를 들어 참가자가 ‘산모의 원치 않는 출산은 부정적

인 결과를 낳으므로 낙태 제도를 찬성한다.’와 같은 입장을 언급한다면, 청중 중 한 

명이 “발표자의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성의 결정권에 생명박탈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주십시오. 실제 사례나 

구체적인 예시를 알려주십시오.”와 같이 발언하도록 조작하여 진행하게 된다. 여기서 

참가자가 부연 설명을 하면 청중들은 부정적 제스처를 취했으며, 질문을 했던 청중이 

일어나서 “음... 저는 동의할 수 없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와 같이 발언하도록 설정하고, 참가자의 실제 

발언에 맞춰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4회기에서 참가자들의 발표 및 질의응답은 2, 3회기와 비슷하게 진행되나, 미리 

회기 발표 과제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다. 예상치 못했던 주제로 

발표하는 동안 청중들의 반응과 발언은 긍정/부정적 내용이 혼합되어 제시된다. 치료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내용은 (표 2)에 정리하였고, 화면에 구현된 가상환경 시스템은 

(그림 1), 참가자의 반응에 대한 피드백 알고리듬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1] 구현된 가상현실 화면 (좌, 참가자용 화면; 우, 치료자용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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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참가자의 반응에 대한 피드백 알고리듬 예시 (2회기 긍정피드백)

4. VR 환경 구현 

가상현실 기술은 Unity 엔진을 개발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캐릭터 및 캐릭터의 

동작 애니메이션은 Maya alc DAZ Studio 툴을 사용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게임 

AI는 유한 상태 기계(Finite State Machine, FSM)를 채택하였는데, 이를 통해 게임디

자이너가 NPC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태로 표시하고 상황의 변화를 정리한 

후, 가상의 청중을 치료자의 통제 하에서 움직이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캐릭터 주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 환경에서 청중의 응시 반응을 시뮬레이션하여 제작하였다. 

가상 청중이 미리 설정된 상황에 따라 실험 대상자가 발표를 하는 동안 실험 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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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시선을 주거나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제어기능을 추가하였다. 실험장치로는 HTC

의 VIVE 설비(2018)를 이용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버전의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가설 검증에 앞서 실험에 참여한 사회불안 경향자의 실험집단과 

대기집단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 및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가상현실노출 치료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 레보위츠 사회불안 척도(LSAS), 

스크램블 문장 완성 과제(SST)에서의 긍정 및 부정 문장 완성 비율을 종속변인으로 

구분하고 처치 전후의 시기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집단(2)×시기(2)의 반복측정 변량분

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가상현실노출 프로그램의 효과 유지 검증을 위해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추후의 레보위츠 사회불안 척도(LSAS), 스크램블 문장 완성 과제(SST)에서

의 긍정 및 부정 문장 완성 비율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사전동질성 검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비교하고, 사전동질성을 검증하기 위

해 두 집단 간 독립표본 t 검정과 χ2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 사회불안 증상 심각도 척도(SADS, B-FNE)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연령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의 연령이 2살 가량 많은 편이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을 위해 주요 종속변인인 사회불안 수준(LSAS)와 긍정/부정 해석 경향성

(SST)을 대상으로 두 집단 간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레보위츠 

사회불안척도(LSAS), 스크램블 문장 완성 과제(SST)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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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두 집단의 사전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treatment group control group t p

Sexα(Male:Female) 2 : 10 1 : 9 0.21 .650

Ageb 22.33 (2.87) 24.80 (2.20) 2.22* .038

SADSb 107.67 (10.89 101.00 (9.36) 1.52 .144

B-FNEb 49.92 (5.71) 50.00 (4.37) 0.04 .970

LSASb 77.00 (16.57) 74.80 (23.55) 0.26 .800

SST_pob 0.34 (0.16) 0.41 (0.13) 1.09 .287

SST_neb 0.63 (0.15) 0.60 (0.13) 0.55 .590

α = χ2 검증 결과, b = t 검증 결과.
* < 05.

note. SADS=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LSAS=Liebowits Social Anxiety 
Scale, B-FNE=Brief-Fear of Negative Evalution, SST_po=Scrambled Sentence 
Task_positive interpretation tendency, SST_ne=Scrambled Sentence 
Task_negative interpretation tendency.

<표 3> 집단간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사전 동질성 검사 결과

2. 가상현실노출 프로그램이 사회불안 수준과 긍정 및 부정 편향에 

미치는 영향

가상현실노출 프로그램이 사회불안 경향자의 사회적 회피 및 불안, 긍정 및 부정 

편향, 우울-불안-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2)×시기(2)의 반복

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레보위츠 사회불안척도(LSAS)의 경우, 시기와 집단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으

며, 시기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F(1, 20)=7.23, p<.05). 이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사후에 사회불안수준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다만 통제집단에서는 2점 가량만 

감소한 것에 비하여, 실험집단에서는 12점 가량의 점수변화가 나타나, 실험집단의 

경우 사회불안이 좀 더 많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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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램블 문장 완성 과제(SST)의 경우, 긍정편향(F(1, 20)=6.71, p<.05)과 부정편향

(F(1, 20)=5.94, p<.05)에서 시기×집단의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VR 치료를 통해 모호한 상황에서 긍정해석의 경향성이 증가하고, 부정

해석의 경향성이 감소함을 시사한다. 

treatment group control group
group

F
time

F

group×
time

Fpre post pre post

LSAS
77.00

(16.57)
64.75

(16.38)
74.80

(23.55)
72.30

(24.68)
0.105 7.234* 3.161

SST_po
0.34

(0.16)
0.42

(0.24)
0.41

(0.13)
031

(0.16)
0.107 0.091 6.705*

SST_ne
0.63

(0.15)
0.53

(0.23)
0.60

(0.13)
0.68

(0.17)
0.619 0.048 5.935*

* p < .05.
note. SADS=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LSAS=Liebowits Social Anxiety 

Scale, SST_po=Scrambled Sentence Task_positive interpretation tendency, 
SST_ne=Scrambled Sentence Task_negative interpretation tendency.

<표 4> 집단간 사전-사후 평균 비교 및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3. 가상현실노출 프로그램 실험집단 사후-추후 검사 비교

가상현실노출 프로그램의 효과 유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점수

와 프로그램 종료 한 달 뒤 추후검사 점수를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불안 경향자의 레보위츠 사회불안(LSAS, 

t(10)=0.80, p=.441), SST-긍정편향(t(10)=1.64, p=.133), SST-부정편향(t(10)=1.23, 

p=.246)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상현실노출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가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79 ｜

post session 4W F/U t p Cohen’s d

LSAS 64.27 (17.09) 67.73 (22.01) 0.80 .441 0.18

SST_po 0.41 (0.25) 0.52 (0.18) 1.64 .133 0.50

SST_ne 0.55 (0.24) 0.47 (0.16) 1.23 .246 0.39

* p < .05.
note. SADS=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LSAS=Liebowits Social Anxiety 

Scale, SST_po=Scrambled Sentence Task_positive interpretation tendency, 
SST_ne=Scrambled Sentence Task_negative interpretation tendency.

<표 5> 실험집단 주요 종속 변인 사후-추후 검사 비교 결과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발표상황을 다각적으로 

구현하고, 가상현실 캐릭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상현실노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진행되었던 발표불안과 관련된 VR 

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단일한 발표 상황에 대해 단순 노출을 반복하거나(김헌영 외, 

2017), 1회기의 VR 영상과 VR 애니메이션의 노출치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

어(김파 외, 2019) 프로그램 속 캐릭터와 실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이 제한적인 편이

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환경 속 청중이 참가자의 의견을 평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거나, 직접적으로 긍정적/부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점진적으로 회기의 난이

도를 높여 가상 환경 속에서 보다 현실감 높게 노출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을 보완하였으며, 특히 캐릭터 주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표자와 가상 청중의 상호작

용 현실감을 극대화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4회기의 가상현실노출치료 프로그램이 발표불안의 증상 심각도와 해석편향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 결과, 치료집단은 비처치 통제집단에 비해 자기보고

식 사회불안수준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긍정해석편향이 증가하고, 부정해석편향이 

감소하였다. 레보위츠 사회불안(LSAS)수준의 경우, 집단과 시기의 상호작용이 유의하

지는 않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은 관찰되었으며(p=.06), 특히 실험집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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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n's d로 측정한 효과 크기가 0.96(r=0.7)에 이르는 등, 상당히 큰 개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스크램블 문장과제를 통해 측정한 해석 경향성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검증되었는데, 모호한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VR의 치료적 효과에 대해 보고했던 Maples-Keller 외(2017)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

며, 컴퓨터 기반의 CBT를 통해 모호한 해석편향 경향성이 수정된다고 보고했던 

Bowler 외(2012)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는 가상현실에 기반한 노출치료 프로

그램을 통해 발표 불안이 비교적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한 긍정적 해석 

경향성이 증가하고 부정적 해석 경향성이 감소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치료적 효과는 

1개월 후까지 유지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회기 동안 측정했던 주관적 불편감 점수나 심장박동수의 경우에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Kampmann 외(2016)의 연구나 김헌영 외

(2017)의 연구에서는 VR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불편감 점수뿐

만 아니라 심박수와 같은 불안의 생리적 반응에서도 유의한 감소를 보였음을 감안했을 

때, 본 프로그램의 불안감소가 생리적 지표에까지 반영되지는 않았음을 시사하는 결과

이다. 본 연구의 참가자 수가 적고 참여자들의 심박수 개인차가 지나치게 큰 편이어서, 

프로그램을 통해 심장박동이 느려지긴 하였으나, 그 결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

을 수 있겠다. 생리적 지표를 측정하기 전, 일정 시간 복식호흡을 실시하여 심박수의 

상태를 균일하게 맞추거나 사례 수가 좀 더 증가된다면 가상현실노출치료의 치료적 

효과가 불안의 생리적 측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증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현실 기술이 심리학, 특히 심리치료적 접근에서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이장

한(2004)의 초기 논의에 따르면, 가상현실과 심리치료가 결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

요한 문제는 인간을 대상으로 가상현실을 연구할 때 ‘과연 인간이 가상환경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느냐’와 관련된 실재감(presence)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장한

(2004)은 실재감과 관련된 인지적인 요소로 가상환경에서의 일치성, 이야기의 유무, 

사용자의 개인적인 성향, 배경과 사전지식, 사회적 측면, 집중력, 상호작용성 등을 

제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경우, 가상현실 치료에서 중요한 실재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캐릭터 주시 시스템과 같이 기술적으로 보다 수준 높은 물리 엔진을 이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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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캐릭터와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치료환경에 필요한 리소스를 

구현하고 시나리오 알고리듬을 제작하였다. 기존 프로그램에서 좀 더 진일보한 이러한 

변화를 통해, 사회불안과 관련된 자기보고식 증상 개선뿐만 아니라 암묵적 정보처리라 

여겨지는 긍정적/부정적 해석편향의 수정도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앞으로 가상환경노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몰입감과 실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지속적인 기술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상환경 상황의 캐릭터에게 거부감

을 느끼게 되는 불쾌한 골짜기(uncanny valley)의 문제 역시 보다 진보된 기술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Maples-Keller 외(2017)가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불안장애를 

비롯한 정신과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가상 환경을 이용하는 것은 편리하고 비용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불안장애는 명확한 증상 분류가 가능하고, 

치료 효과를 규명하기 용이하면서, 치료를 위한 내담자들의 동기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노출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내담자들이 자신의 심리

적 문제를 치료하는데 VR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의 가격이 점점 저렴해지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가상현

실 환경의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치료와 관련된 무분별한 어플이 남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치료적 접근을 위해서는 실재감을 높이는 기술

적 발전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시나리오 개발과 엄격한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통계적 검증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VR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은 

도구일 뿐, 치료 전문가가 해당 분야에서 제대로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훈련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대상의 문제이다. 사례 수가 부족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

로 치료 효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연구 참가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이 엄격히 통제되지 않아 동질성 검사 결과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경우, 임상적으로 진단받은 사회

불안집단이 아니라 대학생들 중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대상으

로 구성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둘째, 치료효과를 다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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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측정하기 위해 VR 치료 회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관적 불편감과 심박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였으나 큰 개인차로 인해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사회불안 수준에서 감소 경향성은 나타났으나 집단과 시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마지막으로, VR 치료의 경우, 컴퓨터로 구현된 공간과 제한적 

상황 속에서만 발표와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두려워하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치료 효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실질적인 노출 

치료에 직면하기 전에 시험적인 단계로 VR 노출치료를 이용한다면 치료적 효과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R과 관련된 다른 선행연구 결과와 함께 

고려하였을 때 짧은 회기 동안의 가상현실노출만으로는 사회불안 수준이 대폭적으로 

감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상현실노출치료만 실시하기 보다는 기존의 인지

적 접근과 결합시켜 노출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Anderson 외(2013)의 무선통제연구의 경우, 컴퓨터로 생성했던 사회적 환경에 기반

한 VR 노출치료와 인지행동치료가 결합했을 때, 기존의 면대면 인지행동치료만큼 

효과적이었음을 감안한다면 후속 연구에서는 가상현실노출 프로그램에 인지적 요소

를 자가치료적 방식으로 추가하여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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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virtual reality exposure program in the treatment 

of social anxiety disorder

Hyaeyoung Yoon*· Kiwoo Park**· Sanghyun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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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examine the effects of virtual 
reality exposure program on social anxiety disorder treatment. The 
experimental group(n=12) received a 20- minute session of virtual reality 
exposure therapy, while the control group(n=10) were assigned to waitlist 
group. In order to check the treatment effect, both groups completed the 
Levowitz Social Disorder Scale(LSAS) and the Scramble Sentence-completion 
Task (SST) during the pre-treatment, post-treatment, and at four-weeks after 
the treatment period.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ignificantly lower level of social anxiety and an increased tendency 
for positive interpretation than the control group. This suggests that virtual 
reality exposure therapy programs can be effective in psychological adaptation 
of college students who experience social anxiety. 

Keywords: Social Anxiety, Public Speaking Anxiety, Virtual Reality Based 
Exposure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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