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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A): 헌신(C): 비교(C): 감정 전환(E):

밀어내기(P): 다른 생각(T): 다른 감각 활용(S):

할일에 집중하기
영화, TV보기
행사 참여하기
청소하기
게임하기
걷기, 운동하기
인터넷, 이메일
운동 경기 참여
식사하기
친구랑 어울리기
음악 듣기
무엇인가 짓기, 만들기
카드 게임 하기
아이들과 시간 보내기
책, 잡지, 만화 읽기
퍼즐, 스도쿠 하기

봉사활동 하기
친구나 가족 돕기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필요 없는 물건 기부하기
누군가에게 힘을 주기 위해
연락하기, 안부 묻기
누군가를 위해 멋진 것을 

사려깊은 행동을 하기

      서프라이즈

      만들기

지금의 기분과 다른 때의
기분을 비교하기 
나만큼 대처하거나, 나보다
덜 잘 대처하는 사람 생각
하기
나보다 덜 운이 좋은 사람
과 비교하기 
다른 사람의 문제 행동에
대한 리얼리티쇼 보기, 재
앙이나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읽기

감정을 많이 불러 일으키는
책이나 이야기, 오래된 편지
를 읽기
감정을 많이 불러 일으키는
TV 프로그램, 영화 보기
감정을 많이 불러 일으키는
음악 듣기
무서운 영화, 농담책, 

      코미디, 웃긴 녹음파일, 
      종교 음악, 편안한 음악, 
      열정적인 음악, 
      웃긴 인사말 카드 읽기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기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벗어
나기 
나와 상황 사이에 상상의 벽
치기 
마음 속 생각이나 그림을 차
단하기 
자꾸 생각하는 것을 알아채
고, '그만'이라고 외치기
고통스런 상황 생각하기를
거부하기
고통을 서랍장에 넣거나, 상
자에 포장해서 잠시 미루어
두기
잠시동안 문제를 부정하기

10까지 세기
그림이나 포스터, 창문 밖의
색깔을 세기, 그밖에 뭐라도
세기  
마음 속의 노래 가사 반복해
말하기 
단어 퍼즐하기 
TV를 보거나 읽기 

고무공 세게 누르기 
아주 시끄러운 음악 듣기
얼음을 손에 쥐거나 입에 넣
기
비나 눈 속으로 들어가기 
뜨겁거나 차가운 샤워하기 

기타 당신의 기술은?:

이 연습은 Marsha Linehan의 DBT 워크북 2판 333페이지(고통감내기술 7 유인물)에 있는

Distracting 연습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위기 생존 기술 (1) 주의 분산 기술 2021 나의 최애 DBT jungyoonleensh@gmail.com



시각 만족

후각 만족

촉각 만족

청각 만족

미각 만족

밤하늘의 별보기
좋아하는 그림 보기
예쁜 꽃 사기
방의 한 공간을 보기 좋게 꾸미기
촛불 바라보기
탁자를 좋은 것들로 예쁘게 꾸미기
사람들 구경하기 또는 아이쇼핑
멋진 그림이 있는 미술관이나 갤러리 가기
아름답고 오래된 호텔의 로비에 앉아있기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기
동네의 예쁜 곳 걷기
일출이나 일몰 보기
춤 공연 보기  
앞에 지나가는 모든 장면들을 음미하기
공원이나 풍경이 좋은 곳을 산책하기
가게 안에 물건 둘러보기

안정을 주거나 활력을 주는 음악 듣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도시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가장 좋아하는 노래 부르기
부드러운 곡조를 흥얼거리기
악기 연주를 배우기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해줄 음악 선곡을 만들고, 듣기
들리는 어떤 소리든 인식하고, 한귀로 들어와 한 귀로
나가는 것을 지켜보기 
라디오 켜기

가장 좋아하는 비누, 샴푸, 로션, 향수를 쓰거나 가게
에서 사용해보기 
향이나 향초를 태우기
커피봉투를 열어 커피 향 맡기
가구에 레몬오일 바르기
포푸리나 유칼립투스 오일을 방에 두기 
새차에 앉아서 냄새를 맡기
시나몬을 끓이기, 쿠키, 빵, 팝콘을 만들기
장미의 향을 맡기
나무가 우거진 곳을 걸으며 숨을 천천히 쉬어 자연의
신선한 향을 들이마시기
창문을 열고 공기 내음을 들이마시기 

가장 좋아하는 음식 먹기
허브티, 핫초코, 라떼, 스무디 같은 좋아하는 음료
마시기 
디저트 먹기
마카로니와 치즈 같은 어린시절 가장 좋아했던 음식
먹기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맛보기
페퍼민트 사탕 빨기  
가장 좋아하는 향의 껌 씹기 
평소에 돈을 많이 쓰지 않는 특별한 음식을 사보기
(직접 짠 오렌지 쥬스나 특별한 사탕 같은) 
먹는 음식을 진정으로 음미하기, 하나씩 마음을 다
해 먹기 

뜨거운 목욕이나 샤워 길게 하기 
강아지나 고양이 쓰다듬기 
마사지 하기, 족욕하기 
몸에 부드러운 로션 바르기
차가운 물주머니 이마에 대기
편안한 의자에 푹 파묻히기  
좋은 느낌을 주는 블라우스나 셔츠 입기
자동차 창문을 내린채로 운전하기
부드러운 나무나 가죽 표면을 쓰다듬기
누군가를 껴안기
깨끗한 침대 시트로 바꾸기
담요 두르기
편안함을 주는 촉감을 인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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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감을 활용한 자기 위안 기술

이 연습은 Marsha Linehan의 DBT 워크북 2판 334페이지

(고통감내기술 8 유인물)에 있는 Self-soothing 연습을 바

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위기 생존 기술 (2) 자기 위안 기술 2021 

나의 최애 DBT jungyoonleensh@gmail.com



상상으로:

의미로:

기도로:

편안한 
행동으로:

한 순간에 
한가지만으로:

짧은 휴가로:

자기 독려와 
생각바꾸기로:

매우 안정이 되는 장면 상상하기
내 안에 비밀의 방을 만들기,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꾸미고, 나를 상처줄것 같은 것들로 부터 문을 닫고 잠그기
모든 것이 잘 될것이라고 상상하기
안정이 되는 상상의 세계를 만들기
상처가 가득한 감정이 파이프에서 물이 빠져나가는것처럼 내 안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하기
행복한 순간을 기억하고 내가 그안에 있는 상상하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목적과 의미를 찾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무엇이든 찾아 집중해보기
이 긍정적인 부분을 마음속에서 자꾸 되새기기 
영적인 가치에 대해 기억하고, 듣고, 읽기 

대단한 존재, 신, 나 자신의 지혜로운 마음에게 마음 활짝 열기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 힘을 요청하기 
신이나 그 이상의 존재에게 운명을 넘겨두기 

뜨거운 목욕을 하거나 뜨거운 욕조에 앉아있기 
따뜻한 우유 마시기 
목과 두피를 마사지하기
요가나 스트레칭하기
깊게 숨쉬기
얼굴 표정을 바꾸기 

지금 하고 있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하기 
내 자신을 순간, 현재에 있게 하기 
내 신체에 온전히 집중하기
감각 인식, 바디스캔 명상하기  

자신에게 짧은 휴가 주기 
침대에 들어가서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쓰기 
바다나 숲으로 하루 여행가기
초컬릿을 먹으며 잡지 읽기
핸드폰 하루동안 꺼두기
담요를 가지고 공원에 가서 오후 내내 앉아있기 
바쁜 일과중에 한 시간 휴식하기
책임감으로 부터 짧은 휴식 가지기 

내 자신을 응원하기 
나는 해낼 거야.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견딜 수 있어. 여러번 반복해서 말하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영원하진 않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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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금을 조금 더 낫게하는 기술

이 연습은 Marsha Linehan의 DBT 워크북 2판 336페이지(고통감내기술 9유인물)에 있는 Improving the

moment 연습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위기 생존 기술 (3) 지금을 조금 더 낫게하는 기술 2021 나의 최애 DBT jungyoonleen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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