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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반추 방식이 우울한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

경기 소재 대학에 있는 92명의 우울한 대학생들이 실험에 참여하였고,

이들은 세 집단, 즉 구체적 반추 집단, 추상적 반추 집단 그리고 통제 집

단으로 무선배정되었다. 그런 다음, 각 참가자들은 사전검사로 반추 검사

와 우울한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해결을 측정하는 MEPS를 하고, 각

집단마다 해당되는 실험처치를 받은 후 다시 한번 앞의 검사들을 사후검

사로서 실시하였다. 각 집단의 실험처치에 대한 설명으로 먼저 구체적

반추 집단은 과거의 부정적 사건을 떠올렸을 때 드는 느낌에 집중하고,

그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나 어구 또는 이미지로 그 느낌

을 적어보도록 하였다. 추상적 반추 집단의 경우, 참가자들은 과거의 부

정적인 사건을 떠올리되 그때 드는 느낌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그 느낌에

대한 원인, 의미, 결과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집

단은 위의 처치가 없는 대신 중성적인 글을 옮겨 적는 작업을 하였다.

모든 실험이 완료된 후, 72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어졌다.

그 결과, 구체적 반추 집단은 추상적 반추 집단 뿐만 아니라 통

제집단보다도 더 높은 대인관계 문제해결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울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체적 반추 집단이 추상적 반추 집단보다

더 높은 대인관계 문제해결을 보임으로써 Watkins와 Moulds(2005)의 연

구결과를 재확인하였다. 이는 우울한 환자들 외에 우울한 대학생들에게

도 구체적 반추가 대인관계 문제해결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써 구체적 반추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장시켰다. 또한, 구체적 반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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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제집단보다 더 높은 대인관계 문제해결을 보임으로써 구체적 반추

집단이 우울한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해결을 향상시킨 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더불어, 상담현장에서도 우울한 대학생들을 상담할 때 구체적 반

추가 그들의 대인관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구체적 반

추를 통한 상담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대인관계 문제해

결이 가상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측정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대인관

계 문제해결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보아 실제 대인관계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 반추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구체적 반

추가 장기적으로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인지적, 정서적

과정을 통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없

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논의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반추 방식, 우울한 대학생, 대인관계 문제해결, 구체적 반추,

추상적 반추

학번: 2011-2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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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람은 일생에 걸쳐 누구나 한번쯤 우울한 사건을 경험한다. 그

리고 이를 통해 겪는 우울함은 단기간 또는 장기간에 걸쳐 한사람의 일

생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 후기와 청년기에 속하고 있는 대학생

들은 시기의 특성상 신체적, 생리적인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아

정체감의 형성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현재의 생활과 학업 및 진로에 대

한 불확실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기 쉽기 때문에 우울감에 취약하며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현재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성인기에 가서도

우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수 있다. (김욱, 2012)

또한, 대학생들은 대학에 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

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매일매일 익숙하지 않은 대인문제상황에 노출된

다. 따라서 이것들을 해결하는 대인관계 문제해결, 즉 “개인이 일상생활

에서 마주치는 대인문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

아내고 파악하는 과정” (D'Zurilla & Nezu, 1982)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는 우울이 이러한 대인문제해결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졌다. (Lyubomirsky, Tucker,

Caldwell & Berg, 1999; Lyubomirsky & Nolen-Hoeksema, 1995, Marx,

Williams, & Claridge; 1992).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Lyubomirsky와 그

의 동료들(1999)은,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보다 일상생활

에서 직면하는 대인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가져오지 못하고 문

제를 해결하는 것에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그들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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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나

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울한 사람들이 대인관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보이는데 있어서 많은 연구자들은 반추의 역할이 중요

하다고 보았다. (Lyubomirsky, Tucker, Caldwell & Berg, 1999;

Lyubomirsky & Nolen-Hoeksema, 1995). 반추는 “자신의 우울증상과

이러한 증상들이 암시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주의를 돌리는 반복적 생각

이나 행동”으로 정의되는데 (Nolen-Hoeksema, 1991), 우울한 사람들에

게 있어 반추는 자신의 개인적 문제에 대해 비관적이고 ,자기 비판적이

며 자기를 비난하는 생각들로 특징지어진다. (Lyubomirsky, Tucker,

Caldwell & Berg, 1999). 반추로 인한 이러한 부정적 생각들은 대인 문

제에 직면했을 때 개인의 판단과 현재상황의 해석에 부정적 영향을 줌으

로써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가져오는 것을 방해한다

(Lyubomirsky & Nolen-Hoeksema, 1995). 예를 들어,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압도적이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자원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낌으로써 효과적인 해결책을 가

져오지 못한다. (Lyubomirsky, Tucker, Caldwell & Berg, 1999; 이미정

& 안창일, 1997). 심지어 우울한 사람들은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과 비슷

하게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엇이 효과적일지 알고 있음에도

해결책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자신감이 부족하다. 이것은 반추가 효과

적인 해결책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동기를 저하시키기 때문이라

고 보고하고 있다(Lyubomirsky, Tucker, Caldwell & Berg, 1999). 따라

서 우울한 사람들은 효과적인 해결책을 알더라도 그들의 문제에 대한 부

정적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해결책들을 실행에 옮기려 하지 않는

다. 정리하자면, 반추는 우울한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 대인 문제 해결에

서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한 태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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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기분을 더 악화시킨다(Lyubomirsky & Nolen-Hoeksema, 1995;

Lyubomirsky, Tucker, Caldwell, & Berg, 1999; Nolen-Hoeksema &

Morrow, 1993).

그러나 다른 연구들에서는 반추의 결과가 항상 부정적 결과를

야기한다기보다 자기에 초점을 두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방식 또

는 처리과정에 따라 그 결과가 적응적일 수 있다고 말한다 (McFarland

& Buehler, 1998; Teasdale, 1999). 최근 많은 연구에서는 반추의 여러

구별된 방식들이 각각의 구별된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해보이고 있

다 (McFarland & Buehler, 1998; Trapnell & Campbell, 1999; Treynor,

Gonzalez, Watkins, 2004) 지금까지 반추의 적응적 방식과 부적응적 방

식을 구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는 아직 동의되지 않았

지만, 몇몇 학자들은 반추방식을 추상적이고 개념적이며 일반적 수준에

서 생각하는 추상적 반추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특정한 경험에 기반

하여 처리하는 구체적 반추로 구분하고 있다 (Borkovec, Ray & Stober,

1998; Philippot, Baeyens, Douilliez, & Francart, 2004; Stober, 1998;

Stober & Borkovec, 2002; Teasdale, 1999).

Watkins 와 Moulds(2005)는 그들의 연구에서 임상적으로 우울

증 판정을 받은 환자들에게 가상 대인문제 상황을 주고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반추 방식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반추 방식을 유도하기 전과

후에 우울증 환자들의 대인 문제해결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가상 문제

상황에서 제시한 해결수단의 수와 그의 효과성을 측정함으로써 알아보았

다. 연구 결과, 구체적 반추 집단은 대인문제해결의 수단 수와 효과성이

향상되었고, 추상적 반추는 대인문제해결은 수단 수와 효과성이 감소하

였지만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구체적 반추 집단은

추상적 반추 집단보다 더 높은 대인문제해결을 보였다. (Watki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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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lds, 2005). 이에 대해 Stober와 Borkovec(2002)는 구체적으로 반추

한 우울증 환자들이 추상적 반추 집단보다 문제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술함으로써 해결책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감정적 사건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를 떠올림으로써

추상적 반추 집단보다 사건에 대한 정서를 활성화시키고 이에 대해 효과

적인 정서처리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도 해석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추상적 반추와 구체적 반추를 둘 다 하지 않은 통제 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 반추 집단과 추상적 반추집단 간에 구체성의 정도

차이가 우울증 환자의 대인관계 문제해결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만을 알

수 있었을 뿐, 구체적 반추를 한 집단이 반추를 하지 않은 통제 집단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 우울증 환자의 대인관계 문제해결의 향상을 가져 오

는지 보여주지 못하였다. (Watkins & Mourlds, 2005). 또한, 대상을 임

상적으로 진단된 우울증 환자에게만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대인관계 문

제해결이 중요시되는 일반 대학생들, 특히 우울증세가 있는 대학생들에

게 구별된 반추 방식이 그들의 대인관계 문제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목적은 반추 방식이 우울한 대학생의 대인

관계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Watkins

와 Moulds(2005)의 제언에 따라 구체적 반추 집단과 추상적 반추 집단

외에도 구체적 반추와 추상적 반추를 둘 다 하지 않는 통제 집단을 추가

함으로써 구체적 반추집단이 통제 집단과 비교했을 때 우울한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해결을 향상시키는지, 또 얼마나 향상시키는지 그 변화량

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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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1. 반추 방식은 우울한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는가?

2. 구체적 반추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대인관계 문제해결이 유의미하

게 향상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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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

1. 구체적 반추 집단은 추상적 반추 집단보다 우울한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해결이 더 높을 것이다.

1-1 구체적 반추 집단은 추상적 반추 집단보다 대인문제상황에

서 제시한 수단의 수가 유의미하게 클 것이다.

1-2 구체적 반추 집단은 추상적 반추 집단보다 대인문제상황에

서 제시한 수단의 효과성이 유의미하게 클 것이다.

2. 구체적 반추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우울한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

제해결이 더 높을 것이다.

2-1 구체적 반추 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대인문제상황에서 제시

한 수단의 수가 유의미하게 클 것이다.

2-2 구체적 반추 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대인문제상황에서 제시

한 수단의 효과성이 유의미하게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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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1) 구체적 반추

구체적 반추는 현재의 우울한 증상과 관련이 있는 부정적 사건을 생생하

게 떠올렸을 때 드는 느낌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가장 잘 설

명 할 수 있는 구체적 단어나, 이미지, 또는 어구를 찾는 것이다. 구체적

반추는 개념적이고 평가적이기보다는 경험적이다. (Watkins & Moulds,

2005)

2) 추상적 반추

추상적 반추는 현재의 우울한 증상과 관련이 있는 부정적 사건을 떠올렸

을 때 드는 느낌에 대해 생각을 하는 것으로 그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

지(나는 왜 이렇게 느끼는가?), 의미는 무엇인지(내가 이렇게 느낀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가?), 그리고 결과는 무엇인지

(내가 계속 이렇게 느끼면 나와 내 주변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를 포함한다. 추상적 반추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개념적이고 평가적이

며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한다.(Watkins & Mould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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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우울과 대인관계 문제해결 및 반추

(1) 우울과 대인관계 문제해결

대인관계 문제해결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대인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파악하는 과정”

이다 (D'Zurilla & Nezu, 1982). D' Zurilla와 GoldFried(1971)는 사람들

이 일상생활에서 해결해야 할 곤란한 대인문제 상황에서 즉각적인 해결

책 또는 효율적인 대안을 강구해 낼 수 없을 때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문제해결과정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대인관계 문제해결에는

우울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yubomirsky, Tucker,

Caldwell & Berg, 1999; Lyubomirsky & Nolen-Hoeksema, 1995, Marx,

Williams, & Claridge; 1992).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Heppner,

Baumgardner 와 Jackson(1985)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한 사람들은 우울

하지 않은 사람들 보다 자신을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로 인식하고 있었

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덜 동기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 해결에

대한 기대도 낮고 충동적이거나 회피적인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역기능적

이거나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고 보다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책략

을 구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Philips, Pazienza, & Fenin, 1984). 본 연

구에서 대인관계 문제해결을 측정하기 위한 MEPS 도구와 관련하여,

Gotlib 과 Asanow(1979)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을 우울한 집단

과 우울하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대인관계 문제해결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우울 집단이 우울하지 않은 통제 집단에 비해 적절한 수단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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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해 내는 능력이 낮고 수단을 고안해 내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수단을

도출하는 횟수가 더 많았다.

그러나 우울한 사람이 낮은 대인관계 문제해결을 보이는데 있어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Heppner, Baumgardner & Jackson, 1985; Gotlib & Asanow, 1979;

Doerfler, Mullins, & Griffin, 1984) 본 연구에서는 반추가 대인관계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2) 우울한 사람에게 있어 대인문제해결과 반추와의 관계

반추는 “개인의 우울한 증상과 이러한 증상이 암시하는 것에 대

해 개인의 주의를 돌리는 반복적 생각과 행동”으로 정의된다

(Nolen-Hoeksema, 1991). 우울한 사람들에게 있어 반추는 비관적이고,

자기 비판적이며 자기 비난적인 생각들로 특징 지어지는데, 몇몇 학자들

은 이러한 반추가 우울한 사람들의 대인 문제해결을 저하시킨다는 주장

을 해왔다(Lyubomirsky & Nolen-Hoeksema, 1995; Lyubomirsky,

Tucker, Caldwell, & Berg, 1999). 특히 Lyubormirsky와

Nolen-Hoeksema(1995)는 우울한 참가자와 우울하지 않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반추가 사건의 해석과 대인관계 문제해결에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신의 감정과 개인적인 특성에 반추를 하

도록 인도된 우울한 참가자들이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주의를 전환하도록

인도된 우울한 참가자들보다 잠재적 사건에 대해 더 부정적이고 편견적

인 해석을 내렸다. 또한, 반추적으로 사고한 우울한 참가자들은 다른 집

단들에 비해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덜 효과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반추가 우울한 사람들의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을 손상시키는 것

에 대해서 Teasdale(1983)은 이에 대한 매커니즘을 찾고자 하였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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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와 인지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면서 우울한 기분에 대한 반추적 반응

이 우울한 기분과 부정적 생각간의 악순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문제해결

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울한 기분은 많은 연구에

서 부정적 기억이나 세계 또는 자신에 대한 비관적인 신념, 귀인, 기대와

같은 부정적 사고를 활성화시킨다고 보고되어졌다(Bower, 1981, 1991;

Clark & Teasdale, 1982; Gotlib, Roberts, & Gilboa, 1996; Krantz &

Hammen, 1979; Teasdale, 1983, 1985; Teasdale & Fogarty, 1979) 부정

적 사고가 활성화되었을 때, 반추는 개인의 주의를 부정적 생각들에 돌

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계획적 사고와 문제해결을 포함한 개인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편향된 판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실패는 다시 우울한 기분을 악화시키고 우

울한 기분과 사고간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게 된다 (Teasdale, 1983). 다시

말하자면 반추는 생각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효과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Carver & Scheier, 1990; Ingram, 1990; Ingram & Smith, 1984;

Pyszczynski & Greenberg, 1987). 한편, Lyubomirsky와 그의 동료들

(1999)은 우울한 사람들의 반추가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

외에도 우울한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전환 하기보다 반

추를 하도록 유도될 때 나타나는 문제해결에 대한 그들의 지각에 대해서

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예상과는 달리, 반추를 하도록 유도된 우울한 사

람들은 주의전환을 한 사람들 또는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과 비슷하게 문

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집단들에 비

해 실제로 그 해결책들을 실행하겠다고 보고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우울

할 때의 반추가 스트레스와 불안을 높이고 이로 인해 증가한 부정적 감

정이 개인의 에너지와 동기를 고갈시킴으로써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단계들을 밟아가는 노력을 방해한 것으로 보았다



- 11 -

(Lyumbomirsky et al, 1999). 또한, 반추적 사고를 하도록 한 우울한 사

람들은 주의 전환을 한 사람들보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비관적이고, 불안정하며 지각된 통제감의 감소를 보고하

였다. 이는 문제에 대한 자기 비판적이고 비관적이며 지각된 낮은 통제

감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믿게 하고

계획된 해결책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Lyumbomirsky

et al, 1999).

2) 반추 방식과 대인관계 문제해결

(1) 반추 방식의 적응적 측면과 부적응적 측면

반추는 많은 실험연구에서 우울한 기분과 부정적인 생각을 심화

시키고 문제해결도 손상시킨다는 것이 밝혀졌다((Lyubomirsky &

Nolen-Hoeksema, 1995; Lyubomirsky, Tucker, Caldwell, & Berg, 1999;

Watkins & Baracaia, 2002). 그러나 Watkins(2004)는 우울한 기분과 문

제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의 다른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유익하고 적

응적인 결과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부정적인 정서적 자

료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두는 것은 성공적인 정서적 처리, 즉 “정서적

혼란을 완화시키고 다른 경험과 행동이 혼란 없이 이루어질 정도로 정서

적 혼란을 감소시키는 과정”(Rachman, 1980) 의 핵심적 요소로 본다. 이

것은 표현적 글쓰기에 관한 연구들에서 감정적이고 화가 나는 사건과 관

련된 생각, 감정에 반복적으로 초점을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정신과 신

체건강의 향상을 가져오고(Esterling, L'Abate, Murray, & Pennebaker,

1999; Pennebaker, 1993; Smyth, 1998; Spera, Buhrfeind, & Penneb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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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더 짧은 기간 동안 부정적 기분 또는 우울한 증상이 감소되었음

을 보여줌으로써 뒷받침되어졌다 (Hunt, 1998; Lepore, 1997). 이밖에도,

Carver와 Scheier(1990)는 문제와 내적 상태 그리고 경험의 다른 측면에

대한 초점의 증가가 더 효과적인 자기조절 뿐만 아니라 더 큰 자기 인식

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일관되게 부정적 경

험에 대한 초점을 명백히 증가시키는 인지행동 치료는 불안과 우울을 치

료하는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Watkins, 2004). 더 구체적으

로 말하자면, 마음챙김 인지 치료(MBCT)는 회복된 우울증 환자를 대상

으로 그들에게 화가 나는 생각과 감정들을 더욱 인식하도록 가르쳤는데

그 결과 환자들에게서 우울증의 재발이 감소하였다 (Teasdale, Segal,

Williams, Ridgeway, Soulsby, and Lau, 2000). 이처럼 기분과 문제 그

리고 경험에 대한 반추적 자기초점의 효과가 기존의 반추 관련 연구들과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McFarland와

Buehler(1998)는 반추의 내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초

점을 두면서 사용하는 특정한 처리방식이 반추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에서는 기분과 문제에 주의를 두는

구별된 방식이 각각 구별된 기능적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McFarland & Buehler, 1998; Trapnell & Campbell, 1999; Treynor,

Gonzalez, & Nolen-Hoeksema, 2003; Watkins & Baracaia, 2002;

Watkins & Teasdale, 2001).

Watkins와 Teasdale(2001)은 기분과 증상 그리고 자신에 초점을

두는 것은 동일하되 사고의 방식이 다른 반추 유도 방식을 고안해냈다.

한 가지 방식은 자기와 관련하여 분석적이고 개념적-평가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의 원인, 의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었고 다른 방식은 경험적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써 ~에 대한 경험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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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집중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우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 다른

방식이 과일반화된 자전기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여

기서 과일반화된 자전기억은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위치한 특정 기억을

회상하도록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예: 지난 토요일 날 골프를 치러갔

다가 내 친구 철수를 때렸다), 반복적인 사건에 대한 범주적 기억을 회

상하는 것(예: 매주 골프를 치러 간다)으로 정의되었다(William, 1996).

결과적으로, 개념적-평가적 방식은 과일반화된 기억을 유지한 반면 경험

적 방식은 환자들의 과일반화된 기억을 감소시켰다. 우울증 환자들에게

있어 과일반화된 기억회상의 감소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것이었다 왜냐하

면 우울증환자들은 통제집단보다 더 높은 과일반화된 자전기억을 보고하

였고 이러한 기억은 우울증에 장기적으로 더 안 좋은 결과를 예측하기

때문이다 (Bittlebank, Scott, Williams, & Ferrier, 1993; Mackinger,

Loschin, & Leibetseder, 2000; Peeters, Wessel, Merckelbach &

Boon-Veermeeren, 2002; Scott, Williams, Brittlebank, & Ferrier, 1995).

따라서 Watkins와 Teadale(2001)은 반추에 대한 개념적-평가적인 방식

을 부적응적이라 보고 경험적 방식을 적응적이라고 보았다. 이밖에도

McFarland와 그의 동료들(2007)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자신의 감정에 어떤 방식으로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반응으로 부정적인 자기 관련 사고를 보일수도 있고 긍정적인 자기

관련 사고를 보일수도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들은 자기 초점을 두는 사

람들이 정서에 대한 반성적 또는 반추적 지향을 보일 것이고 이러한 지

향은 정서와 관련된 생각들을 결정하게 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추상적 반추와 유사한 반추적 지향은 개인의 감정이 혼란스럽

거나 감정에 초점을 두도록 강요되어지는 느낌, 개인의 고통에 대한 원

인과 결과에 반복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경향, 그리고 감정을 회복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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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지각된 무능으로 (Nolen-Hoeksema, 1999) 특정지어지고 이는 감정과

일치하는 생각을 산출해낸다고 보았다. 이와 반대로, 본 연구에서 구체적

반추와 유사한 반성적 지향은 개인의 기분이 명확하고 부정적 감정을 탐

색하는데 개방적이며 과잉분석적인 감정으로부터 딴데로 자신의 주의를

돌리고자 하는 욕구, 감정을 회복시키는 지각된 능력등으로 특징지어지

며 이는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을 산출해낸다고 간주되어졌

다.(Mayer & Salovey, 1997; Salovey et al., 1993; 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 이밖에도, 이러한 구별된 자기초점

방식을 바탕으로 McFarland 와 그의 동료들(2007)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사건을 떠올리게 한 다음 서로 다른 자기초점 방식을 유도하여

자기관련 생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예측한 대로, 반성적

지향을 하도록 유도된 사람들은 부정적 감정에 반응하여 긍정적인 자기

관련 사고를 보고한 반면, 반추적 지향을 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과

일치하는 부정적 자기관련 사고를 보고하였다.

이처럼 몇몇 연구에서 자기초점 방식으로도 언급되어졌던 반추

방식은 이의 적응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보고하였지만 McFarland 와

그의 동료들(2007)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후 연구들에서 자기초점을 두

는 다양한 질적 방식들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가 명확해 지도록 시

도되어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atson과 Mould(2005)

가 그들의 연구에서 제안한 것처럼, 반추 방식을 구체적 반추와 추상적

반추로 구별 지음으로써 반추방식의 적응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Watson과 Mould(2005)는 구체적 반추가 직

접적이고 구체적이며 특정한 경험에 기반하여 처리하는 것이라면 추상적

반추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이며 일반적 수준에서 처리하는 것을 가르켰

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된 Watson 과 Teasdale(2001)의 경험적 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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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한 처리와 개념적-평가적 태도에 기반한 처리와 유사하다. 이렇게

구체적 반추와 추상적 반추를 바탕으로 Watson 과 Moulds(2005)는 우

울증 환자의 대인관계 문제해결에 대한 이 방식들의 효과를 보고자 하였

다. 그 결과, Watson과 Teasdale(200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구체적

반추를 한 집단은 추상적 반추를 한 집단보다 대인관계 문제해결이 더

높았고 그 차이 또한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 반추

와 추상적 반추를 둘 다 하지 않은 통제 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

반추와 추상적 반추의 상대적 효과만 알아 볼 수 있었을 뿐 통제 집단에

비교하여 실제로 구체적 반추를 한 집단이 대인관계 문제해결의 향상을

가져오는지 알 수 없었다. 이는 Waston과 Teasdale(2001)의 연구의 한

계점과 비슷하였다. 그러나 Watson과 Mould(2005)는 추상적 반추가 우

울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Nolen-Hoeksema, 1991)

우울증 환자들이 반추를 하지 않도록 하는 통제 집단에 있다 할지라도

추상적 반추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통제집단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하

여 임상적으로 진단된 우울증 환자보다는 우울에 반응하여 덜 반추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반추방식의 효과를 보고자 하

였다.

(2) 사고의 구체성과 대인관계 문제해결에 관련된 이론

• 구체성 감소 이론(Reduced Concreteness theory)

구체성 감소 이론은 반추가 감소한 구체적 사고(증가된 추상적

사고)로 인한 부정적 효과로 인하여 정서처리와 대인관계 문제해결을 손

상시킨다는 이론이다 (Watkins & Moulds, 2005). 이 이론은 구체적 사

고를 “뚜렷하고, 상황적으로 구체적이며 모호하지 않고, 명백하며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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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라고 묘사한 반면 추상적 사고를 “뚜렷하지 않고 범상황적이며 모

호하고, 명백하지 않으며, 집합적”이라고 묘사한다 (Stober & Borkovec,

2002, p.92).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고의 전형적 예로는 구체

적인 자전 기억을 회상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한 시간에 일어난 특정

한 사건의 구체적인 맥락을 대표하는 기억과도 같다. 예를 들면 “지난

금요일날 영수네 파티에서 프로축구팀에 있는 코치와 이야기했다“는 것

은 구체적 사고에 해당된다. 추상적 사고의 전형적 예는 과일반화된 자

전 기억을 떠올리는 것으로서 반복적 경험의 범주적 요약으로 정의된다

(Williams, 1996). 예를 들면 “항상 실수를 한다”와 같은 것이 추상적 사

고에 해당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건을 기억할 때 피험자들로 하

여금 구체적 사고와 추상적 사고를 하도록 유도되어지기보다 사건을 떠

올렸을 드는 느낌에 대해서 각각 구체적 사고와 추상적 사고를 하도록

유도되어졌다. 먼저 구체적 반추 집단은 우울한 증상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건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고, 그때 들었던 느낌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어나 이미지 또는 어구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추상적

반추 집단은 부정적인 사건을 떠올렸을 때 드는 느낌에 대한 원인, 의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함으로써 추상적인 사고를 하도록 유도되었

다. 이처럼 구체적 사고와 추상적 사고에 대한 구체성 감소 이론은 다음

의 네 가지 가설을 내세운다.

첫째, 감소된 구체적 사고, 즉 증가된 추상적 사고는 걱정과 반

추와 같은 자신과 관련된 반복적인 부정적 생각들의 특성을 기술한다

(Watkins & Moulds, 2005).

둘째, 추상적 사고는 구체적 사고보다 이미지를 덜 떠올리고, 이

미지도 덜 생생하게 떠올리기 때문에(Paiviom 1986; Paivio &

Marschark, 1991), 걱정과 반추는 이미지의 감소로 특징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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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kins & Moulds, 2005).

셋째, 정서적 사건에 관한 덜 생생한 이미지는 내재된 정서구조

를 덜 활성화시키고 그 결과 이러한 사건들의 정서처리를 방해한다

(Foa & Kozak, 1986)

넷째, 추상적 사고는 구체적 사고보다 문제해결에 있어 덜 효과

적일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문제에 대한 추상적 기술은 덜 구체적이고,

덜 자세하며 덜 정교하기 때문에 대안적인 해결책을 생산해내거나 행동

의 실천에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보다 더 못하다(Watkins & Moulds,

2005).

따라서 이러한 가설들을 바탕으로 구체성 감소이론은 추상적 반

추가 정서적 처리와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을 손상시킨다고 본다. 본 연

구에서는 구체적 반추 집단과 추상적 반추 집단이 우울한 대학생의 대인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함으로써 구체성 감소 이론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자 한다.



- 18 -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합계

남 1 9 6 1 17

여 7 8 13 27 55

합계 8 17 19 28 72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 경기도 지역에 있는 8개 대학교

(서울대, 고려대, 서울교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광운대, 서강대, 단국대)

에 재학 중인 1~4학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총 92명

이 실험에 참여하였고, 그 중에 실험 전에 측정한 우울 점수가 신청했을

때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BDI: 9점 이하) 대상자들 4명, 실험 도중

에 사전사후검사를 잘못 작성한 5명, 그리고 실험처치 조작이 되지 않은

11명을 포함하여 총 20명을 제외한 72명이 분석에 사용되어졌다.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 17명, 여자 55명이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

8명, 2학년 17명, 3학년 19명, 4학년 28명으로 4학년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실험 신청 당시 BDI로 측정한 우울점수 평균은

25.04(SD= 8.34) 이었고, 실험 실시 전에 다시 한 번 측정한 BDI 점수

평균은 24.14(SD= 7.99) 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분포는 다음

<표 1>와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성별 및 학년별 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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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조건
합계

구체적 반추 추상적 반추 통제

남 5 4 8 17

여 18 21 16 55

합계 23 25 24 72

참여자들의 실험조건별 분포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실험조건 별 인원(명)

2. 측정도구

1) BDI

 Beck 우울척도는 Beck,Ward,Mendelson,Mock및 Erbaugh(1961)가 개발

한 우울증상에 대한 자기보고형 질문지이다.이 척도는 정서적,인지적,동

기적 및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포괄하여, 우울증의 심각도를 측정하는 21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이 척도는 4점 척도로,총점은 0∼63점까지이다.

점수 해석은 9점 이하는 우울하지 않은 상태,10∼15점은 가벼운 우울 상

태,16∼23점은 중한 우울 상태,그리고 24∼63점은 심한 우울 상태로 평가

된다(이영호,송종용,1991).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

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Beck우울척도를 사용하였는데,이영호와 송종용

(1991)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4로 보고되었다.

2) 반추방식의 조작

반추방식의 조작은 통제 집단을 제외한 두 반추집단, 구체적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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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와 추상적 반추 집단에서 이루어진다. 우선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최

근 한 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던 사건을 기억하도록 한다. 여기서

부정적 감정이란 외로웠다거나 겁이 났다거나 화가 났다거나 슬프다거나

창피했다거나를 말한다. 사건을 떠올리면 두 집단은 준비된 검사지에 사

건이 일어났던 때(예: 3일전), 감정의 종류(예: 슬픔), 감정의 강도를 7점

척도(1: 매우 약함, 7: 매우 강함)를 기준으로 적는다. 그 다음, 구체적

반추 집단은 그 사건을 다시 경험하듯이 생생하게 떠올리도록 하고, 다

음 제시된 문장들을 읽으면서 사건과 관련된 경험과 느낌에 집중하도록

한다. 추상적 반추 집단은 떠올린 부정적 사건을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

고 다음 제시된 문장들을 읽으면서 그 사건을 이해해보라고 한다. 이때

제시된 문장들은 Nolen-Hoeksema와 Morrow(1993)의 반추작업과 유사

하다. 본 실험에서는 Nolen-Hoeksema와 Morrow(1993)의 반추 작업에

있는 28개의 문항을 4개의 문장으로 간추린 다음 상담전공 교수 1인의

검토를 받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28개의 문항들 중에 “당신의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당신이 계속 느껴지는 몸의 상태나 신체적 감각, 스트

레스나 긴장”, “당신이 계속 느껴지는 몸의 상태”, “당신의 근육이 얼마

나 긴장되는지” 등의 문항들을 “당신이 계속 느껴지는 몸의 상태나 신체

적 감각, 스트레스나 긴장등” 으로 요약하였다. 그런 다음, 구체적 반추

집단에는 각 문장의 끝에 “집중하십시오” 라고 지시하였고, 추상적 반추

집단에는 “생각해보십시오” 라고 지시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구체적 반

추 집단의 경우, 지시문에 나와 있는 4개의 문장들을(예: 당신이 계속 느

껴지는 몸의 상태나 신체적 감각, 스트레스나 긴장등에 집중해보십시오.)

각각 읽으면서 그 문장을 읽고 떠오르는 느낌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이나 이미지 또는 어구를 찾아보라고 지시하였다.(예: “온몸이 차

가운”, "몽둥이로 온 몸을 맞은듯이 아픈", "바늘 수천개가 몸에 꽂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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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추상적 반추 집단의 경우, 같은 지시문의 문장들 안에서“집중해

보십시오”를 “생각해보십시오”로 바꾸어 읽도록 하고,(예: 당신이 계속

느껴지는 몸의 상태나 신체적 감각, 스트레스나 긴장등을 생각해보십시

오.)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드는 느낌에 대한 원인, 의미,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지시한다.(예: “당신이 왜 그렇게 느꼈는지 그 원인에 대해

서 생각해보십시오”, “그 느낌이 당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지 생각

해보십시오”, "당신 자신의 특성이나 성격, 경향성과 관련하여 생각해보

십시오", “그 느낌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당신과 당신 주변에 어떤 결과

를 초래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십시오”). 느낌에 대한 원인의 예로는 "내

가 약해서 그렇게 느끼게 된 것 같다"가 있고, 느낌에 대한 의미의 예는

"나는 약한 사람인 것 같다. 내가 취약하고 불안한 성격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가 있으며, 느낌에 대한 결과의 예로 "계속 이러면 나는 앞으

로 다른 사람을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 가 있다. 각 집단마다 문장을

읽고 실험처치가 이루어지고 나면, 구체적 반추 집단은 느낀 것을, 추상

적 반추 집단은 생각한 것을 검사지에 적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통

제 집단은 위와 같은 반추작업이 없는 대신, 반추작업과 동등한 시간 안

에 수행 할 수 있는 두 페이지 분량의 중성적인 글(예: 조선왕조실록)을

옮겨 적도록 하였다.  .

3) MEPS (Mean-Ends Problem Solving Test)

MEPS검사는 반추를 유도하기에 적절한 검사로(Lyubomirsky &

Nolen-Hoeksema, 1995) 처음 상황과 마지막 결과만 명시된 대인관계 문

제 상황들이 제시되면 피험자들은 주어진 문제상황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책략 혹은 수단들을 고안해내야 한다.(Marx, Williams,

and Claridge, 1992) 이 연구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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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son과 Mould(2005)의 연구와는 달리 우울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제시된 MEPS의 문제 상황들을 대학생들이 접할 가

능성이 많은 상황들로 상담전공 박사과정 2인과 수정 보완하여 제시토록

하였다. 이 상황들은 2인칭으로 제시되었으며 각 상황은 친구가 나를 피

하는 상황, 이성친구와 싸우는 상황, 교수에게 F를 받는 상황, 그리고 동

아리에서 멤버와 논쟁하는 상황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상황들 중 한 가

지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당신은 당신의 친구 중 한명이 당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

니다. 당신은 이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당신을 좋아해주길 바랍니다.

당신이 친구가 피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이야기는 그 친구가 당신을 다시 좋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처음에서 끝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상적 전략들

을 쓰고, 이렇게 고안된 해결방안들을 바탕으로 집단에 대해 알지 못하

는 상담전공 박사과정 2인이 적절한 수단의 수, 수단의 효과성을 측정하

였다. 두 명의 평정자는 수단의 수와 수단의 효과성을 측정할 때 서로

점수가 합의될 때까지 논의한 후 평정하였다. 수단의 수는 수단 수에 대

한 정의(Platt & Spivack, 1975)를 바탕으로 평정되었고, 수단에 대한 효

과성은 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평정기준(Marx et al., 1992)을 토대로 7점

리커트 척도(1: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7: 매우 효과적임)를 통해 측정되

었다. MEPS의 내적 합치도는 .80이고 타당도는 .8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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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추 척도

구체적 반추와 추상적 반추를 위한 실험처치 또는 통제 집단을

위한 처치가 이루어지기 전과 후에 반추의 변화가 있는지 조작 확인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자신의 내면(생각, 감정)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

는지를 0-100점 척도로 측정한다. (0: 나는 내 자신에 전혀 주의를 기울

이고 있지 않다, 100: 나는 내 자신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5) 구체성 척도

추상적 반추가 추상적 방식의 사고를 가져오고 구체적 반추가

구체적 방식의 사고를 가져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단과 조건에 무관한

상담전공 박사과정 2인이 Watkins와 Teasdale, J.D(2004)이 제안한 구체

성 척도를 사용하여 피험자가 실험처치 검사지에 작성한 응답들을 평가

한다. 이는 추상적, 구체적 사고의 정의를 바탕으로 5점 리커트 척도(1=

추상적, 2=조금 추상적, 3=둘다 아님, 4=조금 구체적, 5=구체적)을 통해

측정한다 (Watkins & Teasdale, J.D, 2004)

3. 연구 절차

본 실험의 참여자 모집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온라인 상으로는 각 대학교마다 학생들이 자주 활용하는 커뮤니티 게시

판에 실험참여자 모집 공문을 올려 실험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모집

공문에 첨부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하였다. 오프라인 상으로

는 대학교의 학생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에 찾아오는 내담자들에게 실

험참여자 선정을 위한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

라인에서 수거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BDI 점수가 15점 이상이고 실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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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를 이메일로 보냈

고, 실험참여자와 약속된 시간 및 장소에서 소정의 사례와 함께 개별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참가자들은 연구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고, 다시

한번 BDI 검사를 한 후 제비뽑기를 통하여 A,B,C 세 그룹 중 한 그룹에

무선 배정되었다. 그룹에 배정되면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실험절차를 설

명하고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은 컴퓨터의 안내에 따라서

검사지1)를 작성하는데 먼저 사전 검사로 반추 검사를 하고 MEPS 검

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각 참가자들은 각 집단에 맞는 실험처치를 받고

다시 사후검사로서 반추 검사와 MEPS 검사를 실시하였다. MEPS 검사

의 경우, 모든 참가자들마다 4개 문제상황의 순서를 다르게 하여 역균등

화(Counter-balanced) 하도록 하였다. 검사가 완료되면 각 참가자들은

디브리핑과 함께 소정의 사례를 받고 실험을 종료하였다. 모든 연구 절

차는 다음 [그림-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진행되었다.

1) 각 검사지는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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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동의서 작성 및 BDI 측정 3min

제비 뽑기로 A,B,C 그룹에 무선 배정 & 실험에 대한 설명 3min

반추 검사 (사전) & MEPS (사전) 7min

반추 검사 (사후) & MEPS (사후) 7min

각 집단별 실험 처치 (구체적 반추 vs 추상적 반추 vs 통제) 15min

디브리핑(Debriefing) 5min

⇩

⇩

⇩

⇩

⇩

[그림 1] 실험진행 절차

4. 분석방법

실험결과에 대한 분석방법으로 SPSS 18.0을 사용하였다. 먼저,

각 집단별 반추의 조작을 분석하기 위해서 집단마다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반추방식의 조작, 즉 실험처치를 통해 작성한 글은 주관식으

로 작성된 답안이므로 상담전공 박사과정에 있는 전문가 2인의 평정을

받은 후, 집단 간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반추방식의 조작을 확인하였

다. 마지막으로 MEPS에서 적은 해결수단의 수와 그의 효과성도 주관적

으로 작성된 답안이기 때문에 위의 전문가 2인의 평정을 받았다. 그런

다음 평정한 결과를 토대로 사전에 차이를 보인 수단의 수와 효과성을

조절하기 위해 집단 간 ANCOVA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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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조건 사례수

사전 사후

t 값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구체적 반추 23 62.83 22.60 71.96 20.15 -2.910** .008

추상적 반추 25 69.00 21.21 76.00 20.86 -2.344* .028

통제 24 64.58 19.55 62.08 15.87 .843 .408

IV. 연구 결과

1. 조작확인

1) 반추의 조작 결과

각 집단마다 실험처치 전후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생각 및 감정에 주의

를 두는 정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

였다. 결과적으로, <표 3>에 따르면 구체적 반추 집단은 p < .01 수준에

서 사전과 사후측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추상적 반추 집단 또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구체적 반추 집단과 추

상적 반추 집단 모두 실험처치가 있은 후, 반추의 정도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통제 집단은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지 않음으로써 구체적, 추상적 집단과는 달리 반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3> 반추의 조작 사전사후 평균 차이에 대한 T-test 결과

*p< 0.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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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조건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유의확률

구체적 반추 23 4.30 .538 21.85*** .000

추상적 반추 25 1.30 .400

2) 반추방식의 조작 결과

실험처치 후, 구체적 반추 집단과 추상적 반추 집단에서 각 반추방식의

조작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집단별 피험자가 적은 글을 상

담전공 박사과정에 있는 2인이 Watkins와 Teasdale, J.D(2004)의 조작점

검기준을 참고하여 평정하였고, 평정한 점수에 대해서 합의하였다. 그런

다음, 독립표본 t 검증을 통하여 구체적 반추집단과 추상적 반추 집단

간의 구체성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구체적 반

추 집단이 추상적 반추 집단보다 구체성에 있어서 높게 나왔고, 그 차이

또한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를 통해 구체적 반추 집단은 구

체적 반추를 하였고, 추상적 반추 집단은 추상적 반추를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4> 반추방식의 조작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p< 0.05, **p< 0.01, ***p< 0.001

2. 집단에 따른 대인관계 문제해결 수단의 수 차이

종속변인인 대인관계 문제해결의 하위변인으로서 수단의 수에 있어서 집

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 사전 수단의 수를 통제한 ANC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각 집단 별 수단의 사전 수는 3.49로 일치

하였다. 또한, <표 5-1> 및 [그림 1]에서 제시된 것처럼 수단의 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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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조건 사례수

사전 사후 교정사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오차

구체적 반추 23 2.82 1.46 3.96 1.33 4.15 .29

추상적 반추 25 4.08 1.11 3.64 1.41 3.45 .27

통제 24 3.50 1.38 3.42 1.35 3.41 .27

합계 72 3.49 1.40 3.67 1.36 3.67 .28

구체적 반추 집단의 교정된 사후 평균이 4.15로 세 집단 중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추상적 반추 집단(3.45), 통제집단(3.41) 순이었다.

<표 5-1> 집단에 따른 사전, 사후, 교정된 사후 수단의 수에 대한 서술

통계

[그림 2] 집단별 교정된 사후 수단의 수 차이

이러한 집단별 교정된 사후 평균을 바탕으로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2,69)=2.06,

p > .05]. 이에 대한 내용은 <표 5-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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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공분산

(사전 수단수)
6.72 1 6.72

집단 7.16 2 3.58 2.06 .135

오차 118.12 68 1.74

합계 1100.00 72

<표 5-2> 집단에 따른 교정된 사후 수단의 수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p< 0.05, **p< 0.01

3. 집단에 따른 대인관계 문제해결 수단의 효과성 차

이

집단에 따른 대인관계 문제해결 수단의 효과성을 보기 위하여 수단의 효

과성에 대한 사전 점수를 통제하는 ANC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각 집단별 효과성 사전 점수는 2.85로 일치하였다. 다음으로, 집단에

따른 교정사후의 효과성 평균은 다음 <표 6-1> 및 [그림 2]와 같다. 구

체적 반추집단의 교정사후 평균은 4.04로 세 집단 중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통제 집단이 3.06, 그리고 추상적 반추 집단이 2.74로 가장

낮은 수단의 효과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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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조건 사례수

사전 사후 교정사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오차

구체적 반추 23 2.43 1.27 3.86 1.39 4.04 .250

추상적 반추 25 3.08 1.18 2.84 .98 2.74 .237

통제 24 3.00 1.14 3.12 1.39 3.06 .241

합계 72 2.84 1.21 3.26 1.32 3.28 .243

<표 6-1> 집단에 따른 사전, 사후, 교정된 사후 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서술통계

[그림 3] 집단 별 교정된 사후 수단의 효과성 차이

다음으로, 각 집단 간 수단의 효과성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6-2>와

같이, 수단의 효과성에서 [F(2, 69)= 7.35, p< .01]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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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공분산

(사전 효과성)
9.66 1 9.66

집단 20.32 2 10.16 7.35** .001

오차 94.00 68 1.38

합계 891.00 72

<표 6-2> 집단에 따른 교정된 사후 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p< 0.05, **p< 0.01

더불어, 수단의 효과성에서 어떤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표 6-3>처럼 사후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구체적 반추 집단과 추상적 반추 집단이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뚜

렷한 차이가 있었고, 구체적 반추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도 <.05 수준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구체적 반추를 한 집

단이 추상적 반추를 한 집단보다 대인문제상황에서 제시한 수단의 효과

성이 유의미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반추를 하지 않은 통제 집

단과 비교했을 때에도 구체적 반추 집단이 더 효과적인 수단을 제시했음

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체적 반추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제시한 수단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 변화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세 집단의 효과성

사전점수들을 공변량으로 한 결과, 사전점수 값이 2.85 였다. 그러나 통

제 집단의 교정사후 점수는 2.85보다 조금 더 증가한 3.06이었다. 이는

구체적 반추 집단의 교정사후점수가 4.04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그 변화

량이 1.19 (4.04-2.85)가 아닌 0.98 (4.04-3.06)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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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조건 평균 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구체적 반추 vs 추상적 반추 1.29 .35 .001**

구체적 반추 vs 통제 .98 .35 .020*

다시 말하자면, 구체적 반추 집단은 통제집단보다 대인관계 문제해결 수

단의 효과성을 정확하게 평균 1.19가 아닌 0.98 만큼 향상시킨 것이다.

<표 6-3> 집단에 따른 사후 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사후비교분석

*p< 0.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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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장에서는 앞에서 기술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

로 반추방식이 우울한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과 상

담개입에 있어서 가지는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집단에 따른 대인관계 문제해결 수단의 수 분석

본 연구는 반추방식이 우울한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해결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반추집단을 구체적 반추와 추상적 반추로

나누어 각 집단 간 효과 차이를 보고자 하였고, 두 집단 외에도 반추를

하지 않은 통제 집단을 추가하여 구체적 반추에 대한 효과를 명확히 보

고자 하였다. 우선 실험참여자들이 가상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문제상

황에서 제시한 수단의 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구체적 반추 집단이

평균 4.15개로 세 집단 중에 가장 높은 수단 수를 제시하였고, 그 다음으

로 추상적 반추 집단이 3.45개 , 통제 집단이 3.41개 순이었다. 하지만 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로서 구체적 반추 집단이 추상적

반추집단보다 수단의 수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과 구체적 반추 집단이 통

제 집단보다 높은 수단의 수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

나 구체적 반추 집단이 다른 두 집단보다 평균적으로 수단의 수가 더 많

이 보고되었다는 것은 이상적인 수단의 수에 대한 구체적 반추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미정과 안창일(1997)은 대인문제해

결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대인문제상황에서 제시하는 수단의 수와 같이

양적인 측면 외에도 수단의 효과성 같은 질적인 측면을 보도록 강조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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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것은 각 집단마다 같은 수단의 수를 제안하더라도 그 수단이 얼마

나 효과가 있는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Lyubomirsky와

Nolen-Hoeksema(1995)는 그들의 연구에서 수단의 수로서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

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였다. 첫째, 수단의 수를 평정하는 기준은 처음에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고안되어졌다. 따라서 효과적이지는 않아도

관련이 있는 수단들은 모두 문제해결수단으로 고려되었다. 둘째, 수단의

수에 대한 평정기준은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래의 가상시나리

오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처럼 가상시나리오를 대

학생들에게 맞는 상황으로 수정한 경우에는 수단의 수에 대한 평정기준

의 적용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몇몇 연구자들은 대인

관계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수단의 수보다 수단의 효과성 같

은 질적인 접근이 문제해결에 능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을 더 잘 구별

시켜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Butler & Beichenbaum, 1981; Nezu et al.,

1989)

2. 집단에 따른 대인관계 문제해결 수단의 효과성 분석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수단의 수로서 우울한 대학생들의 대

인관계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단의

효과성을 통해 반추방식이 대인관계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각 집단에 따라 제시된 수단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구체적 반

추 집단이 평균적으로 4.04로 수단의 수를 측정했을 때와 같이 가장 높

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통제 집단이 3.06, 그리고 추상적 반추 집단이

2.74로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효과성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이러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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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구체적 반추 집단과 추상

적 반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보고되었고, 구체적 반추 집단과 통제

집단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구체적 반추가 추상적 반

추 집단보다 대인관계 문제해결 수단의 효과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고, 이것은 반추방식을 구체적 반추와 추상적 반추로 나누어 대

인관계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던 Watkins & Mould(2005)의 연

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Watkins 와 Baracaia(2002)는 반추방식을 구

체적 반추와 추상적 반추로 나누는 대신 각 반추방식과 비슷한 의미로

매순간 내면적 경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경험적 질문(예: 내가 다

음에 무엇을 할지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가?) 과 개념-평가적인 질문(예:

나는 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으로 나누어 우울증 환자들에게

각 질문을 검토하라고 한 뒤, 이들의 대인관계 문제해결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결과처럼 경험적 질문을 한 환자들이 개념-평가적

질문을 한 환자들보다 문제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더 높은 효과성

을 보였다. 더불어 경험적 질문을 한 집단은 개념-평가적 질문을 한 집

단 외에 질문을 하지 않은 집단보다도 더 높은 대인관계 문제해결의 효

과성을 보임으로써 경험적 질문이 질문을 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실제로

대인관계 문제해결의 효과성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는데 이 결과는 본

연구의 또 다른 가설, 구체적 반추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효과성이 높을

것이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구체적 반추는 반추

를 하도록 유도되지 않음으로써 실험 내에 기준점이 되어준 통제 집단보

다 더 효과적인 대인관계 문제해결 수단을 제시하였고, 앞의 연구결과에

서 언급되었듯이 평균 0.98만큼 우울한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해결 수

단의 효과성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구체적 반추의 효과를 통해, 본 연구

는 구체적 반추를 하는 것이 추상적 반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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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것보다도 우울한 대학생들에게 대인관계 문제해결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이 구체적 반추의 효과는 여

러 연구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다. 먼저 인지적인 접근을 통해 구체적 반

추의 효과를 살펴본다면, Stober와 Borkovec(2002)은 그들이 제시한 감

소된 구체성 이론에서 구체성이 늘어날수록 문제 상황을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정의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대안도 더 많이 생산해낼 것이라

고 보고 있다. 정서적인 접근으로는 구체적 반추를 통해 부정적인 자기-

경험의 이면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서적인 불편을 흡수하

고 쇠퇴시켜 다른 경험과 행동이 혼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다는

것이다 (Rachman, 1980) 따라서 Rachman(1980)은 부정적 정서에 직면

하여 이를 능동적으로 경험하는 방식이 우울을 개선시킨다고 보았고, 이

는 우울이 대인관계 문제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을 고

려할 때 대인관계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구체적 반추가 대인관계 문제해결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외에도

Carver와 Scheier(1982)는 자신의 내면적 상태와 자기 경험 이면에 초점

을 증진시키는 것이 더 큰 자기 인식뿐만 아니라 더 효과적인 자기 조절

에 이르게 할 수 있다 하였다. 또한, Watkins 와 Teasedale(2001)은 경

험적 자기 초점이 과잉일반화된 자전 기억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함으로써

구체적 반추의 또 다른 효과성들이 검증되었다.

이밖에도 본 연구의 결과 외에 추상적 반추 집단과 통제 집단과

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알아보았다. 두 집단이 각각 제시한 수단의 수와

효과성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이처럼 추상적 반추 집단과 통제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

에 대해서 다음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우울한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반

추, 특히 추상적 반추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추를 하도록 유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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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적 반추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Watkins & Moulds, 2005). 앞에서 언급한 Watkins와 Baracaia(2002)

의 연구에서도 개념-평가적 질문을 한 우울증 환자들과 질문을 하지 않

은 환자들 간에 대인관계 문제해결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

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통제 집단과 다른 두 실험 집단과의 실험

시간을 동등하게 하기 위하여 통제 집단에 아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

는 대신 중성적인 글을 옮겨 적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반추 검사를

통해서 통제 집단에서 반추의 정도 차이가 유의미 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렇게 추상적 반추 집단과 통제 집단 간에 차이가 나지 않

은 것은 추상적 반추의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는 추상적 반추의 점진적인 부정적 효

과를 보여주고 있다. 경윤희(2007)는 부정적 사건 회상에 있어서 사고의

구체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3일에 걸쳐 측정하였는데, 부정적인 사

건을 추상적으로 회상하도록 하였을 때, 즉 사건 또는 느낌의 원인과 결

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자신의 성격이나 특질과 관련지어 생각하라고 했

을 때 처음에는 강렬한 정서가 주는 고통은 둔화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

록 우울감이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서 경윤희(2007)는 구체성의 감소가

부정적인 사건을 떠올렸을 때 가지는 강한 정서를 회피하게 하고, 정서

처리를 촉진하지 않음으로써 걱정이라는 증상을 지속시키고 장기적으로

우울을 악화시킨다고 보았다. 또한, 걱정에 관한 회피이론에 따르면, 부

정적인 사건과 관련된 두려운 심상을 생생하게 떠올리는 것은 위협적이

기 때문에 걱정이라는 언어적 사고의 형태로서 그 두려운 심상을 회피하

려고 한다(Borkovec, Ray, & Stober, 1998) 그러나 이러한 걱정에서 보

여지는 구체성의 감소는 단기적으로 두려운 심상의 효과를 완화할 수 있

지만 장기적으로는 걱정의 타당성을 반증할 기회를 갖지 못할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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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각된 위협의 정서처리를 지속적으로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문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문제해결책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

다.(Borkovec, Ray, & Stober, 1998) 그러므로, 추상적 반추 집단과 통제

집단이 대인관계 문제해결수단의 수와 효과성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것은

실험내의 시간적 한계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본 연구의 결과를 여러 선행연구들과 함께 논의하였다.

그럼 이와 같은 결과가 상담현장에서 제시하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우울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방문할

수 있는 교내 학생상담센터를 상담현장으로 제한시켜 논의해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상담센터에 학생들이 여러 대인문제들로 우울

함을 겪고 방문했을 때 상담사가 학생들로 하여금 구체적 반추, 즉 떠올

린 부정적 사건에 대해서 드는 느낌을 경험하고 그 느낌을 구체적인 단

어나, 이미지, 또는 어구 등으로 표현해보도록 하는 작업이 그들의 대인

관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 반추는 이미 몇몇 심리치료

에서 적용되고 있다. 인지행동치료(CBT)에서는 부정적 경험에 초점을

증진시킴으로써 우울과 불안을 치료하는데 그 효과를 보고하고 있고, 마

음챙김 인지치료(MBCT)에서는 우울한 환자들에게 내면에 있는 부정적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도록 하여 우울함을 완화시키고 있다. (Teasdale,

Segal, Williams, Ridgeway, Soouldby and Lau, 2000)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 반추가 우울을 완화시키는 것 외에도 대

인관계 문제해결을 향상시킴으로써 상담현장에서 이에 대한 적용이 다시

한 번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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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 반추 집단이 추상적 반추 집단보다 더 높은 대인관계 문제

해결을 보고함으로써 Watkins 와 Moulds(2005)의 연구 결과를 다시 한

번 검증하였다.

둘째, 우울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반추방식이 대인관계 문제해결에 미

치는 구별된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주로 임상적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

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확장시켰다. 특히, 구체

적 반추가 추상적 반추보다 우울한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해결에 있어

더 높은 효과를 보인 다는 것은 대학생활에서 직면하는 여러 대인문제들

로 우울해하는 대학생들에게 구체적 반추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셋째, 구체적 반추 집단과 추상적 반추 집단 외에 통제 집단을 추가하여

구체적 반추 집단이 추상적 반추 집단 보다 대인관계 문제해결이 더 높

다는 것 외에 직접적으로 우울한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해결 수단의 효

과성을 평균 0.98만큼 향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Watkins 와

Mould(2005)는 그들의 연구에서 임상적으로 우울한 환자들이 통제 집단

에서 반추를 하지 않도록 유도될지라도 반추를 하는 습관으로 인해 통제

집단이 모호해질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통제

집단에서 중성적인 글을 옮겨 적는 작업 후에도 반추의 정도에 차이가

나지 않음으로써 통제 집단이 실험내의 기준집단으로서 충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Watkins 와 Mould(2005)의 연구결과를 다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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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검증한 것과 더불어 구체적 반추 집단이 우울한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해결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검증한 것이었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 반추가 우울한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해결

을 향상시킨다고 보았지만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문제 상황이었

기 때문에 실제 문제 상황에서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D'Zurilla 와 그의 동료들(1971)은 문제해결의 과정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5단계의 문제해결과정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문제

해결과정의 이상적 다섯 단계는 문제에 대한 일반적 지향(general

orientation)과 문제의 규정과 구성화(problem definition and

formulation), 대안적 해결책의 모색(generation of alternatives), 의사결

정(decision making), 실행과 평가(implementation and verification)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적 해결책의 모색 단계에서만 대인관계 문제해결의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음 단계들에서 구체적 반추의 효과가 있을

지는 추후에 연구되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구체적 반추가 추상적 반추보다 대인관계 문제해결에 있어 더 높

은 효과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더 효과가

있는지는 보여주지 못하였다. 앞의 논의에서 언급된 것처럼 구체적 반추

는 인지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우울한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 반추의 인지적, 정서적 효

과에 대한 구별된 과정을 명확히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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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반추방식이 대인관계 문제해결에 미치는 효과를 단기간의 실험을

통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효과는 간과한 부분이 있다. 앞

으로 구체적 반추 집단이 장기간에 걸쳐 우울한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

해결을 향상시킬 것인지도 살펴봄으로써 시간에 따른 구체적 반추의 효

과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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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대상 모집 공고문>

실험참가자 모집 

실험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 실험은 반추방식이 우울한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글쓰기 과제를 비롯한 간략한 인지적인 과제와 

설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참가 자격: 최근에 들어 우울함을 느끼는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 

• 제외기준: 선정기준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외

• 소요 시간: 약 30분 

• 실험 장소:     대학교 근처 스터디룸 (추후 장소 개별연락) 

• 실험 날짜 :        년    월   일 –    월    일 중 연구자와 미리 연락 후 

가능한 시간 방문

• 실험내용: 글쓰기 과제를 포함한 인지적 과제 수행

• 실험방법: 연구자가 제시하는 과제 수행  

• 실험 신청 방법: 

실험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첨부된) 설문을 작성해주시고, 

<실험참가 신청_XX 대학교 이름> 제목으로 e-mail:                        에 

① 이름 ② 학년 ③ 전공 ④ 전화번호 ⑤ 이메일 ⑥ 원하는 참여 요일 및 시간

(모두)와 함께 보내주시면 선정되신 분에 한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

를 개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상자료는 연구를 위한 연락목적으로 사용된 후, 안전하게 폐기될 것입니

다.)

참여해주시는 분께는 실험 참여 후 소정의 참여비용(   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증정합니다.

 

한분 한분의 참여가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석사과정 신 재 훈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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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대상 모집 설문지>

안녕하세요. 

설문지 작성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지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내용은 모두 네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이 네 개의 문장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 중 요즘(오늘을 포함하

여 일주일 동안)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문장을 선택하

여 그 번호를 (　)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응답해 주십시

오. 반드시 한 문장만을 선택하시되,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응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   )

ⓞ 나는 슬프지 않다.

① 나는 슬프다.

② 나는 언제나 슬픔에 젖어 헤어날 수가 없다.

③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2. (   )

ⓞ 나는 앞날에 대해 별로 비관적이지 않다.

① 나는 앞날에 대해서 비관적이다.

② 나는 앞날에 대한 기대가 아무 것도 없다.

③ 나는 앞날이 절망적이고 나아갈 가망이 없다.

3. (    )

ⓞ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② 나는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 보면 생각나는 것은 실패뿐이다.

③ 나는 인간으로서 완전히 실패자인 것 같다.

4. (    )

ⓞ 나는 전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만족하고 있다.

① 나의 일상 생활은 전처럼 즐겁지가 않다.

②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③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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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나는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①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② 나는 거의 언제나 죄책감을 느낀다.

③ 나는 항상 죄책감을 느낀다.

6. (    )

ⓞ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① 나는 벌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② 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③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7. (    )

ⓞ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①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② 나는 나 자신이 역겹다.

③ 나는 나 자신을 증오한다.

8. (    )

ⓞ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다.

①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내 자신을 책망한다.

② 나는 내가 한 일이 잘못되어 있을 때 언제나 나를 탓한다.

③ 나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을 내 탓으로 돌린다.

9. (    )

ⓞ 나는 평소보다 더 울지는 않는다.

① 나는 평소보다 더 많이 운다.

② 나는 요즈음 항상 운다.

③ 나는 전에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었지만, 요즈음은 울래야 울 수도 없다.

10. (    )

ⓞ 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① 나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② 나는 자살하고 싶다.

③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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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 나는 요즈음 평소보다 더 화를 내는 편은 아니다.

① 나는 평소보다 더 쉽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② 나는 요즈음 항상 화가 난다.

③ 전에는 화나던 일에 요즈음은 전혀 화조차 나지 않는다.

12. (    )

ⓞ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① 나는 평소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줄었다.

②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의 관심이 없어졌다.

③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완전히 없어졌다.

13. (    )

ⓞ 나는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① 나는 평소보다 결정을 미루는 때가 더 많다.

② 나는 결정 내리는 것이 전보다 더 힘들다.

③ 나는 이제는 아무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

14. (    )

ⓞ 나는 평소보다 내 모습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① 나는 나이 들어 보이거나 호감을 못 줄 것 같아 걱정이다.

② 나는 내 모습이 아주 볼품없어져 버린 것 같다.

③ 나는 내가 추하게 보인다고 생각한다.

15. (    )

ⓞ 나는 평소처럼 일을 할 수 있다.

① 어떤 일을 하려면 평소보다 더 힘이 든다.

② 무슨 일이든 하려면 무척 힘이 든다.

③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16. (    )

ⓞ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수가 있다.

①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자지 못한다.

② 나는 평소보다 새벽에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③ 나는 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다시 잠들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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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

ⓞ 나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다.

① 나는 평소보다 더 쉽게 피곤해 진다.

② 나는 무엇을 해도 언제나 피곤해 진다.

③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18. (    )

ⓞ 내 식욕은 평소와 다름없다.

① 나는 요즈음 평소보다 식욕이 없다.

② 나는 요즈음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③ 요즈음엔 전혀 식욕이 없다.

19. (    )

ⓞ 요즈음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

① 전보다 몸무게가 2킬로그램 가량 줄었다.

② 전보다 몸무게가 5킬로그램 가량 줄었다.

③ 전보다 몸무게가 7킬로그램 가량 줄었다.

20. (    )

ⓞ 나는 건강에 대해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① 나는 여러 가지 통증, 소화불량, 또는 변비 등으로 건강이 염려된다.

② 나는 건강이 매우 염려되어서 다른 일은 거의 생각할 수가 없다.

③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서 다른 일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21. (    )

ⓞ 나는 요즈음 성(性)에 대한 관심이 별다른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① 나는 평소보다 성(性)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② 나는 요즈음 성(性)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③ 나는 성(性)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감사합니다*



- 56 -

<부록 3- 연구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반추방식이 우울한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책임자명 : 신재훈(서울대학교, 석사)

이 연구는 반추방식이 우울한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연구의 선정기준(BDI 점수: 15점 이상)을 충

족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BDI점수 15점 

이상은 우울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

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연구원 (신재훈, 010-xxxx-xxxx)이 귀하에

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

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

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

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

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반추방식이 우울한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해결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약 80명의 서울, 경기 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참여할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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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귀하는 연구자가 제시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실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

다.

귀하는 먼저 연구자의 간단한 지시사항과 함께 간략한 설문을 하고, 가

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글쓰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후, 

인지적 과제가 약 10분 동안 있을 것입니다. 글쓰기가 끝나면 다시 한번 

설문과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글쓰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모두 

하시게 되면 연구자의 디브리핑과 함께 실험은 종료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일 약 30분 내외로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

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

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배정되시는 집단에 따라 제시되는 글쓰기 및 인지적 과제에는 부정적인 

과거를 회상하는 부정적 자극이 포함되어 있어 귀하가 글쓰기 및 인지적 

과제를 하시는 동안 불쾌한 감정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심할 경우 귀하는 언제든지 실험을 중단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구 참

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담

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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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반추방식이 우울한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문제해

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

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신재훈) (010-xxxx-xxxx)입니

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

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

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

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         원) 상당의              이 지급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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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신재훈     전화번호:   010-xxxx-xxxx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

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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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  

    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

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

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

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

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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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반추 척도>

지금 현재 자신의 내면(생각, 감정)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o 표시 

하시오. 

나는 내 자신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나는 내 자신에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나는 내 자신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0------10------20------30------40-------50------60------70-----8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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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MEPS 가상시나리오>

다음은 한 문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다음에 제시된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은 각 이야기의 중간 과정을 제시해야 합

니다. 당신이 그 상황을 실제로 경험한다고 상상해보고 그 상황에 있다면 당신

은 무엇을 할 것인지 글로써 설명해보십시오. 주어진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상적인 전략을 기술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의 행동 계획을 따라할 

수 있도록 당신의 전략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술해주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친구 중 한명이 당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

신은 이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당신을 

좋아해주길 바랍니다.  

• 당신이 친구가 피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 이야기는 그 친구가 당신을 다시 좋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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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 문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다음에 제시된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은 각 이야기의 중간 과정을 제시해야 합

니다. 당신이 그 상황을 실제로 경험한다고 상상해보고 그 상황에 있다면 당신

은 무엇을 할 것인지 글로써 설명해보십시오. 주어진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상적인 전략을 기술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의 행동 계획을 따라할 

수 있도록 당신의 전략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술해주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남자(여자)친구를 매우 사랑하지만 자주 다툽니다. 어느 날 그(그

녀)가 당신과 싸운 후 매우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남자(여자)친구의 화가 풀리

기를 바랍니다.  

• 당신이 남자(여자)친구와 말다툼 후 남자(여자)친구가 화가 났을 때부터 이야

기를 시작하십시오.

• 이야기는 당신의 남자(여자)친구의 화가 풀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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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 문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다음에 제시된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이야기

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은 각 이야기의 중간 과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상황을 실제로 경험한다고 상상해보고 그 상황에 있다면 당

신은 무엇을 할 것인지 글로써 설명해보십시오. 주어진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상적인 전략을 기술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의 행동 계획을 따라할 

수 있도록 당신의 전략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술해주십시오.

당신은 어느 날 교수님으로부터 이메일 한통을 받았습니다. 그 이메일에는 당신

이 수업에서 F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F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 당신이 교수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을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 이야기는 당신이 수업에서 F를 받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 65 -

다음은 한 문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다음에 제시된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은 각 이야기의 중간 과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상황을 실제로 경험한다고 상상해보고 그 상황에 있다면 당

신은 무엇을 할 것인지 글로써 설명해보십시오. 주어진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이상적인 전략을 기술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의 행동 계획을 따

라할 수 있도록 당신의 전략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술해주십시오

당신은 동아리에서 토론을 하다가 한 멤버의 의견과 부딪혔습니다. 당신은 그 

멤버와 의견을 조율하기를 원합니다. 

 

• 당신이 그 멤버와 의견이 충돌했을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 이야기는 당신과 상반된 의견을 가졌던 멤버가 서로 동의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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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구체적 반추 집단, 추상적 반추 집단 검사지>

• 오늘로부터 며칠 전 일입니까?           일전 (예: 0, 1, 5, 9…)

• 감정의 종류:                   

• 감정의 강도:

  감정의 강도를 O 표시해주세요

  1------2-----3------4-----5------6------7

매우 약함                        매우 강함   

• 1) 

• 2)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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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디브리핑문>

실험이 종료되었습니다. 

• 본 실험의 목적은 반추방식이 우울한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 여러분은 실험하기 전에 상자에서 뽑은 A,B,C 3개의 집단 중 한 가지 집단에 

배정되었으며, A 그룹에 배정되는 경우에는 우울한 느낌에 대해 구체적인 사고 

및 경험, 즉 우울한 느낌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나(예: 절망적인) 이미

지(예: 회색색깔의 보자기가 온몸을 감싸는), 어구(예: 망치로 온몸을 때리는 듯

한)를 찾아보도록 유도되었습니다. 

B 그룹에 배정되신 경우에는 우울한 느낌에 대한 추상적인 사고, 즉 우울한 느

낌에 대한 원인(왜 나는 우울하다고 느끼는지), 의미(우울한 것이 나 자신에 대

해서 무엇을 알려주는지), 결과(우울한 느낌으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인

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유도되었습니다. 

C 그룹에 배정되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도가 제외된 대신 중성적인 글에 대

한 따라쓰기가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C그룹과 비교했을 때 각각 A그

룹과 B그룹에서 유도된 사고방식이 문제상황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미치는 

효과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본 연구 외에 우울에 관한 기존연구에 따르면,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

된 부정적 사고, 즉, 자기 비난 및 자기패배적인 사고를 하는 것으로 특징지어

진다고 합니다.(이정윤, 1999) 따라서, 우울한 사람들은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부정적이고 편견적인 해석을 내리며 덜 효과적인 해

결책들을 제시한다고 합니다.(Lyubomirsky & Nolen-Hoeksema, 1995) 

• 이러한 우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에서는 우울한 느낌을 최대한 구

체적으로 생각하고 경험하도록 돕고, 반복되는 부정적 사고로부터 거리를 두어 

보게 함으로써 우울함을 감소시키도록 돕고 있습니다.(Ma & Teasdale, 2004; 

Kenney & Williams, 2007)

• 심리치료 중 하나인 포커싱 치료에서는 우울한 사람들이 자신의 우울과 관련

된 경험을 떠올릴 때 느껴지는 신체적 감각, 느낌, 생각 등에 주의를 기울여 그

에 제일 잘 부합하는 단어, 이미지, 어구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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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은 문제 상황을 해결 하는 데에

도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Stober & Borkovec, 2002)

• 혹시 위에 제시된 정보보다 우울함에 대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면, 학교 

내의 상담센터에서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해드립니다. (    : 02) 

xxx-xxxx)

• 여러분이 응답한 설문 및 검사결과는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

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실험을 안내한 연구자에게 질문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실험이 끝났다고 연구자에게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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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ruminative mode on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for depressed college students.

JaeHun Shin

Department of Education

Educational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the effect of ruminative

mode on the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for depressed college

students. For this study, 92 depressed college students from Seoul

and Kyungi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in which they were

randomly assigned into three groups, concrete rumination group,

abstract rumination group, and control group. During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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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participant first completed the rumination scale and MEPS which

measured the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of depressed college

students as pre-test and did it again as post-test after the

experimental intervention for each group. As for the experimental

intervention, the participants in concrete rumination group were asked

to pay attention to the feelings aroused when recalling the negative

experience in the past. Then, they were instructed to write down

their feelings with words, phrases or images that best described

them. In abstract rumination group, they were asked to think about

the feelings aroused while recollecting the negative event in the past.

Then, they were told to write down the cause, meaning, and

consequence of the feelings. In control group, they copied the article

about neural content. Upon the completion of all the experiments, the

data of 72 participants are used for analysis. As a result, concrete

rumination group had higher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than

abstract rumination group and control group. Therefore, this study

reconfirmed the results of Watkins and Moulds' study in 2005 where

the concrete rumination group had higher social problem solving than

the abstract rumination group. This indicates the extension of the

range of subjects from the clinically depressed patients to the

depressed college students to whom the effect of concrete rumination

applied. Also, it is proved that the concrete rumination helps the

depressed college students to improve their social problem solving

whe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For counseling field, this study

underscores the need of applying intervention with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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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min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social problem solving of

depressed college students. However, since the social problem solving

in this study was measured based on the artificial scenario, it cannot

be sure if this leads to the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in real life.

Therefore, the effect of concrete rumination on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in real life is needed to be studied.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be investigated in the following study that how the

effect of concrete rumination on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of

depressed would change in long term and what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 works within the concrete rumination.

keywords: ruminative mode, depressed college students,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concrete rumination, abstract rumination.

Student ID#: 2011-2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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