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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정서적 외삽(emotional extrapolation)은 초기에 경험한 사건의 정서가

를 토대로 미래 사건의 정서가를 예측하는 경향성을 말하며, 심리적으로

경직된 예측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 중 하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반

추방식에 따른 우울성향자의 정서적 외삽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하고 있고, CES-D 점수가 16점

이상인 58명의 우울성향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은 사전검사로 반추 검사와 반추적 반응 설문에 응답하

였으며, 두 개의 집단으로 무선배정 되어 구체적 반추 면담을 진행하거

나 추상적 반추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후, 반추 검사를 한 번 더 진행하

고 정서적 외삽 평가 과제를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각 집단별 반

추의 조작을 분석하기 위해 집단마다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실

험처치를 통한 반추방식의 조작은 구체성 척도를 통한 전문가들의 평정

을 받은 후, 집단 간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집단 간

정서적 외삽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반추적 반응을 공변인으로 하

는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구체적 반추 집단은 추상적 반추 집단에 비해 정서적 외삽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를 통해 구체적 반추가 우울성향자의 정서적

외삽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가

우울성향 내담자들을 상담할 때 구체적으로 사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그

들의 정서적 외삽을 감소시켜 미래를 유연하게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구체적 반추를 통한 상담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

다.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반추방식, 우울, 정서적 외삽, 구체적 반추, 추상적 반추

학 번 : 2018-2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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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람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살아간다. 그

리고 이러한 궁금증을 달래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

한 노력으로 예측을 시도한다. 예측은 발생 가능한 미래에 대한 정신적

표상으로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아주 흔한 일이다(Seligman,

Railton, Baumeister, & Sripada, 2013). 진화적인 관점에서 예측은 미래

를 계획 및 준비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살아남아 번식하고, 번창하도록

돕기 때문에 적응적이고 선호되는 인지적 표상이다(Boyer, 2008;

Suddendorf, 2006; Suddendorf & Corballis, 2007; Suddendorf & Henry,

2013). 미래를 상상하면서 사람들은 발생 가능한 결과들을 미리 경험하

고 상상하는 내용에 따라 불안, 즐거움 혹은 슬픔을 경험한다(Gilbert &

Wilson, 2007). 따라서 예측이라는 정신적 표상은 적절히 기능하면 발생

가능한 일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획하고,

자기조절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으로써 더 나은 의사결정을 용

이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Taylor, Pham, Rivkin, & Armor, 1998).

그러나 예측은 경직되게 사용할 경우 부적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 이는 특히 우울한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진다. 우울한 사람들은 불확실

성에 대한 감내력이 낮아 미래에 대해 과도하게 확신한다(Carleton,

Mulvogue, Thibodeau, McCabe, Antony, & Asmundson, 2012). 예측은

빗나갈 경우 감정, 인지, 그리고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우울감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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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게 할 수 있으며, 우울한 기분은 다시 잘못된 예측을 유지하게 하여

악순환을 만들어 낸다(Roepke & Seligman, 2016). 또한 우울한 사람들

은 그들의 기대에 반하는 경험들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예상을 유지하며

(Riefand & Glombiewski, 2016), 그들의 기대와 예상을 바꾸는 데 어려

움을 겪어 역기능적인 예측을 유지한다(Kube, Rief, & Glombiewski,

2017; Kube, Rief, Gollwitzer, Gärtner, & Glombiewski, 2019). 따라서

우울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적응적 예측 성향을 더욱 눈여겨 볼 필

요가 있다.

우울한 사람들이 미래를 부적응적으로 예측하는데 있어 최근 일부 연

구자들은 반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Lavender & Watkins,

2004). 우울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추란 자기 자신과 개인의 문제,

걱정, 그리고 고통의 느낌과 우울한 기분에 대해 반복적으로 분석하려는

경향성으로, 우울한 증상의 원인, 의미, 그리고 함의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추상적이고 평가적인 처리방식이다(Nolen-Hoeksema, 1991;

Watkins, 2008). Lyubomirsky와 Nolen-Hoeksema (1995)는 기분 부전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주의분산보다 반추를 할 때 미래의 행복한 사건이 발

생할 가능성을 낮게 추정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ndersen과 Limpert

(2001)는 주요우울장애를 진단받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미래사건에 대

해 자동적으로, 그리고 비관적으로 예측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나아가서 최근에 경험한 고통스러운 일상 사건을 토대로 미래에 대해 더

많이 반추를 함을 확인했다.

그러나 Watkins(2008)가 제안한 반추의 처리방식 이론(processing

mode-theory of rumination)에 의하면 반추에 의한 인지와 감정 측면의

부정적 결과는 자기 자신·감정·문제에 초점을 두는 처리 형태에 따라 결

정된다. 즉 우울한 기분과 문제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의 다른 부분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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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두는 것이 유익하고 적응적인 결과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Watkins, 2004). 그 동안 많은 선행연구들은 처리방식 이론을 통하여

부적응적으로 반추하는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을 설명해왔다(Watkins,

2008; Watkins, Moberly, & Moulds, 2008; Watkins & Moulds, 2005).

이에 따르면 부적응적 반추에 몰두하는 경향은 느낌과 사건의 원인, 의

미, 함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는 ‘추상적’ 처리 방식이 특징이며 이는 우

울반추의 현상과 일치한다. 즉, 우울한 사람들에게서 기본적으로 나타나

는 처리방식은 추상적인 처리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Takano와

Tanno(2009)는 우울 증상의 수준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추상적으로

사고함을 확인했다. 반면에 ‘구체적’ 처리 방식은 직접적, 세부적, 구체적

경험과 그러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의 과정에 초점을 둔다. 결과적

으로 이러한 구별되는 처리방식은 많은 실험 연구에서 부정적 상황에 적

용했을 때 구체적 처리방식이 반추의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는 추상적 처

리방식보다 정서적 반응성의 증가를 약화시키고,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

키는 것으로 나타나 구별되는 기능적 결과를 낳는 것으로 예상된다

(Watkins et al., 2008; Watkins & Moulds, 2005).

추상적 처리방식은 맥락적인 세부사항 없이 사건의 요지, 의미, 함의만

을 요약하는 정신적 표상을 낳고 높은 수준의 함축적인 처리를 하기 때

문에(Trope & Liberman, 2003; Vallacher & Wegner, 1987; Watkins,

2004; Watkins & Teasdale, 2001),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의 사건과

경험이 미래의 사건과 경험에 미치는 발생 가능한 영향을 예측하도록 한

다. 반면에, 구체적 처리 방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맥락 안에서 현

재의 사건과 경험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들이 미래에 어떤 함의를 가질지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므로 처리방식 이론(Watkins,

2008)은 처리방식의 부적응적 조절이 우울한 사람들로 하여금 추상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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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함축적인 처리를 야기한다고 가정한다. 추상적 처리방식은 높은 수준

의 함축적 사고를 포함하기 때문에 구체적 처리방식보다 사람들로 하여

금 현재의 사건이 미래에 사건에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추론하게 할

것이다. 이에 반해 구체적 처리방식은 이러한 미래에 대한 과도한 추론

경향성을 낮추어 현재 사건의 요지로부터 미래 사건의 발생 가능한 요지

를 과도하게 예측하지 않도록 도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토대로 우울성향을 보고하는 사람

들에게 구체적으로 반추를 유도하면 인지적 편향, 그중에도 미래에 대한

경직된 예측이 유연해 질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정서

적 외삽으로 설명해 보고자한다. 정서적 외삽(emotional extrapolation)이

란 Watkins, Grafton, Weinstein 그리고 MacLeod(2015)에 의해 소개된

개념으로, 개인이 이전에 경험한 사건의 정서가(emotional tone)를 토대

로 미래 사건의 정서가를 예측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외삽은 우울

한 사람들이 보이는 인지적 왜곡 중 과일반화와 미래에 대한 사고와 일

부 공통점이 있지만 이전에 경험한 정서적 사건을 토대로 예측하는 경향

성이라는 점에서 개념적으로도 구분되며, 정서적 외삽 평가 과제

(emotional extrapolation assessment task)를 통해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인지왜곡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과일반

화는 부정적 사건 후에 일어나는 과일반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긍정

적 혹은 중립적 사건 후의 일반화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Klar, Gabai,

& Baron, 1997). 이러한 선택적 확인은 우울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과일반화 성향이 부정적인 내용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내용의 긍정적, 부

정적 여부와 관계없이 극단적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일반적인 정보처리

경향을 반영하는지를 불확실하게 한다. 보다 최근에는 ‘미래 사고 과제

(future thinking task)’를 통해 우울한 사람들이 보이는 미래 사고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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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새로 평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원래 자살극 환자의 절

망감이 증가된 부정적인 기대와 관련이 있는지, 긍정적인 기대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지,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에 관련이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MacLeod, Rose, & Williams, 1993). 미래 사고 과제는

비록 미래에 대한 부정적 기대뿐만 아니라 긍정적 기대측면 까지도 다루

고 있지만 이전의 정서적 경험이 미래의 정서적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서적 외삽과 다르다. 또한 미래 사

고 과제는 벡 절망 척도에서 무망감이 가지는 개념적 불분명함의 한계를

극복했지만 우울한 사람들이 보이는 미래 사고 도식, 미래에 대한 예측

을 암묵적으로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정서적 외삽 평가 과제는

선행사건의 영향력과 반응지연 시간 측정을 통해 우울한 사람이 미래 사

건을 예측 하는 과정을 암묵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사고

과제와 구별된다. Watkins 등(2015)은 처리방식 이론에 근거하여 높은

수준의 반추를 보이는 사람들이 추상적 처리방식을 통해 정서적 사건에

대한 함의를 더 많이 사고하여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할 때 현재 사건

으로부터의 높은 정서적 외삽을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높은 반

추 수준을 보일수록 정서적 외삽 수준 역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반추방식에 따라 정서적 외삽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비교하지

않아 구체적 반추가 정서적 외삽 수준을 낮출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

하였다. 또한 대상을 비임상군으로 하였기 때문에 우울성향 보이는 집단

에서도 이러한 외삽 패턴을 보이고 일반화 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Watkins et al., 201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반추의 처리방식이론을 바탕으로 반추방식에

따른 우울성향자의 정서적 외삽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반추 성향

이 강할수록 정서적 외삽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서 나아가 우울성향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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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우울반추 상태와 불일치하는 구체적 반추가 유발된 경우, 우울반추

상태와 일치하는 추상적 반추가 유발된 경우보다 정서적 외삽 평가과제

에서 정서적 외삽 수준이 낮은지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대학생과 대학

원생은 청년기 또는 성인 초기에 해당하며, 이들은 개인 내적 변화, 학업

적 변화, 대인관계적 변화, 환경적 변화 등 다양한 유형의 변화라는 스트

레스 요인에 노출돼 우울감에 취약하다(Steinhardt & Dolbier, 2008).

또한 이들은 의존에서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크고 수많은 변화를 겪게 되

므로(장휘숙, 2009)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경직되게 예측하지 않고 미래

의 새로운 경험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들을 고려하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히 미래에 대해 균형 잡힌 예측이 중요한

우울성향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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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반추의 처리방식 이론에 근거하여 반추방식에 따라 우

울성향자의 정서적 외삽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즉, 우울

반추 상태와 불일치하는 구체적 반추가 유발된 경우, 우울반추 상태와

일치하는 추상적 반추가 유발된 경우보다 정서적 외삽 평가과제에서 정

서적 외삽 수준이 낮은지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1. 구체적 반추가 유발된 집단은 추상적 반추가 유발된 집단

에 비해 정서적 외삽 평가 과제를 통해 나타나는 정서적 외삽 수준이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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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구체적 반추

구체적 반추(concrete rumination)는 현재의 우울한 증상과 관련이 있

는 부정적 사건의 맥락적(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감각적(무엇을

보았는지, 어떤 소리를 들었지, 맛은 어땠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상황

이 발생했는지의 연속적인 세부사항(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그 후

에는 무슨 일이 뒤따랐는지)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어떻게?(How)’

유형의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 반추는 상황의 맥락적, 구체적 세

부사항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개념적이고 평가적이기보다는 경험적이다.

따라서 우울 반추의 상태와 불일치하는 처리방식이다(Watkins &

Moulds, 2005; Watkins, 2008).

추상적 반추

추상적 반추(abstract rumination)는 현재의 우울한 증상과 관련이 있

는 부정적 사건을 생생하게 떠올렸을 때 그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 일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가?), 의미는 무엇인지(이 일이 나에게 주

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결과는 무엇인지(이번 일이 나와 내 주변

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포함한다. ‘왜(Why)’유형의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추상적 반추는 원인, 의미, 함의, 그리고 결과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개념적이고 평가적이며 일

반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우울 반추의 상태와 일치하는 처리방식

이다(Watkins & Moulds, 2005; Watkin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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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우울과 부적응적 예측

우울한 사람들이 보이는 인지적 왜곡과 편향은 다양하다. 그 중 미래

를 부적응적으로 예측하는 개념으로는 과일반화, 미래에 대한 사고, 정서

적 외삽 등이 있다. 이에 이론적 배경에서는 과일반화, 미래에 대한 사

고, 정서적 외삽을 각각 살펴보며 본 연구에서 우울한 사람들에게서 나

타나는 미래에 대한 부적응적 예측 중 왜 정서적 외삽을 중심으로 다루

고자 하는지 정리하였다.

가. 과일반화

과일반화(overgeneralization)란 우울한 사람들이 보이는 인지적 왜곡의

한 종류로 “단일 사건을 토대로 하는 정당하지 않은 일반화”(Beck,

1976)로 정의된다. 즉, 특수한 상황의 경험으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내

리고 무관한 상황에도 그 결론을 적용시키는 오류이다(권석만, 2012). 과

일반화는 종단 연구에서 우울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Carver,

1998; Dykman, 1996), 실험연구에서도 과일반화가 우울 증상에 기여하는

인지적 편향임이 확인되었다(Watkins, Baeyens, & Read, 2009; Watkins

& Moberly, 2009).

그러나 이러한 인지왜곡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과일반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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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부정적 사건 후에 일어나는 과일반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긍

정적 혹은 중립적 사건 후의 일반화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Klar et

al., 1997). 이러한 선택성은 우울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과일반화 경향

이 부정적인 내용에 특정되는 것인지 또는 내용에 관계없이 우울한 사람

들을 과도한 일반화 및 극단적 결론에 더 민감하게 만드는 보다 일반적

인 정보처리 경향을 반영하는지를 판단하지 못하게 한다. 우울한 사람들

이 보이는 사고 내용 중 부정적인 내용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두 특징을

구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에 긍정적인 경험에 대한 일반화도 다

룰 수 있는 척도나 과제, 개념이 필요하다.

자신에 대한 태도 척도(Attitudes Towards Self Scale; Carver &

Ganellen, 1983)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과일반화를 측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자기보고식 척도로 “나는 무언가 일이 잘못 되어 가면,

내 자신을 부정적으로 느낀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서

다룬 것과 같이 부정적 경험에 대한 일반화만을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Eisner, Johnson 그리고 Carver(2008)에 의해 긍정적 과일반화 척도

(Positive Overgeneralization scale)가 개발되어 한 번의 성공적 경험을

삶에 전반적으로 과일반화 하는 경향성을 측정하고 있으나 자신에 대한

태도 척도와 같이 사용하기에는 내용 구성과 문항수가 다르다. 무엇보다

과일반화를 대표적으로 측정하는 자신에 대한 태도 척도와 긍정적 과일

반화 척도 모두 단일한 경험을 토대로 꼭 미래시점이 아니더라도 다른

속성의 경험과 태도를 확장시켜서 추론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이전에 경험한 정서적 사건을 토대로 시

간이 지난 후에 미래에 경험할 사건을 어떻게 예측하는지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과일반화로 우울성향자에게서 나타나는 부정

적 예측을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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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래에 대한 사고

우울에 관한 인지이론은 미래에 대해 희망 없는 기대가 우울의 근본적

역할을 한다고 제안한다(Abramson, Metalsky, & Alloy, 1989;

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 Beck, 1967). Beck(1967, pp.

256–261)에 의하면, 자신, 세상, 그리고 미래에 관한 부정적 인지신념은

우울증에서 병인론적 역할을 한다.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self)에 대해서

는 결점이 많고 부적절하며 무가치하고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고 생각하

고, 자신의 미래(future)에 대해서는 비관적이고 현재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여기며, 세상(world)에 대해서는 세상과 타인이 자신에게 적대적

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우울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지니는 세

가지 주제를 인지삼제(cognitive triad)라 한다(권석만, 2012; Beck, 1967).

이 세 가지 유형의 신념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개념적으로 구분된

다. 개인의 미래에 대한 생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 관점과 일치하

지 않으며, 세상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관점으로 일반화되지 않는다

(Alloy & Ahrens, 1987; Bargh & Tota, 1988).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인지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는 다른 서로 다른 영역이다.

미래에 대한 절망감은 수많은 이론가들로부터 우울의 한 중요 부분으

로 개념화 되어 왔다(Abramson, Metalsky, & Alloy, 1989; Beck, 1967;

Brown & Harris, 1978; Melges & Bowlby, 1969; Melges & Weisz,

1971). 절망감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지만, 모두 미래에 대한 깊은 비관주

의를 중요한 핵심으로 강조한다.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절망감은 자살 시

도 행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다. Beck, Weissman,

Lester 그리고 Trexler(1974)는 우울증과 자살 의향과의 연관성이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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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으로 설명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마찬가지로, 절망감은 우울과 자살

극 경향성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alter & Platt,

1990; Wetzel, Margulies, Davis, & Karam, 1980). 절망감은 자살 경향성

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높은 수준의 절망감을 보이는 우울증 환자

들은 낮은 수준의 절망감을 보이는 우울증 환자들보다 자살 위험성이 높

다(Beck, Brown, Berchick, Stewart, & Steer 1990; O’Connor, Connery,

& Cheyne, 2000).

우울증에서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측정할 때, 임상가들과 연구진들은

피험자의 부정적 기대를 측정하도록 설계된 자기보고식 검사인 벡 절망

척도(Beck Hopelessness Scale; Beck et al., 1974)에 우선적으로 의존해

왔다. 동시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실험적 연구에서는 우울한 사람들

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있어 보다 비관

적임을 설명해 왔다(Alloy & Ahrens, 1987; Dunning & Story, 1991;

Pyszczynski, Holt, & Greenberg, 1987). 우울한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통

제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사건들을 더 적게 기대하고, 이 사건들이 발생

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반면에, 부정적인 사건들을 더 많

이 기대하고 발생할 가능성은 높을 것이라고 예측한다(Andersen,

Spielman, & Bargh, 1992). 더욱이, 우울한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이러한 예측이 비교적 자동으로 이루어지다보니 부정적인 사건이나 긍정

적인 사건이 일어날지를 확신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부하가 일어나면 건

강한 사람들은 응답지연시간이 증가하나 우울한 사람들의 응답 지연 시

간을 증가하지 않는다(Andersen et al., 1992; Andersen & Limpert,

2001).이러한 결과들은 우울한 사람들이 비관적 미래-사건 도식을 발전

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근, 미래에 대한 절망감은 ‘미래 사고 과제(Future Thinking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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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T)’를 통해 연구되었는데, 이는 원래 자살극 환자의 절망감이 부정적

인 기대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지, 긍정적인 기대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지,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에 관련이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고안되

었다(MacLeod et al., 1993). 미래 사고 과제는 참가자들에게 발생 가능

한 긍정적 사건(‘looking forward to’)과 부정적 사건(‘not looking

forward to’)들을 미래에 몇 구간에 걸쳐 생성하도록 묻는다. MacLeod

등(1993)은 자살시도경험이 없는 통제 참가자들에 비해 자살시도경험 환

자들이 유의하게 미래의 긍정 사건을 적게 생성하지만, 미래의 부정적

사건을 유의하게 더 많이 생성하지는 않음을 발견했다.

우울한 사람들이 보이는 미래에 대한 사고는 최근에 미래 사고 과제를

통해 비록 미래에 대한 부정적 기대뿐만 아니라 긍정적 기대까지도 다루

고 있지만 우울한 사람들의 선행사건 경험이 즉각적으로 미래 사건에 대

한 예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까지는 확인하지 않는다. 즉, 우울한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사고를 측정하는 미래 사고 과제는 벡 절망 척도

에서 무망감이 가지는 개념적 불분명함의 한계를 극복했다. 그러나 우울

한 사람들이 경험한 사건을 토대로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미래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상상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우울한 사람들에게

서 나타나는 미래에 대한 부적응적 예측경향성을 확인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겠다.

다. 정서적 외삽

과거의 결과로부터 미래의 경험을 경직되고 부적절하게 추론하는 경향

은 정서적 외삽의 오류로 설명할 수 있다. 정서적 외삽(emo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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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polation)이란 Watkins 등(Watkins et al., 2015)에 소개된 개념으로,

개인이 이전 사건의 정서가(emotional tone)를 토대로 미래 사건의 정서

가를 예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서적 외삽은 정서가 정적이든

부적이든 상관없이 초기 정서적 사건의 정서가가 미래 사건의 있음직한

감정적 어조에 대한 함의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함축적 사고

(implicational thinking)의 발현이다(Watkins et al., 2015). 정서적 외삽

은 우울한 사람들이 보이는 인지적 왜곡 중 과일반화와 미래에 대한 사

고와 일부 공통점이 있지만 우울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과일반화와

미래에 대한 사고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 그동안 불

일치한 선행연구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우선 정서적 외삽은 정서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초기 정

서적 사건의 정서가가 미래 사건의 발생가능한 정서가를 예측한다는 점

에서 부정적 사건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과일반화의 개념을 보완하고 우

울의 인지적 경직성을 보다 폭넓은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Watkins

등(2015)이 개발한 정서적 외삽 평가과제는 선행사건의 영향력과 반응지

연 시간 측정을 통해 우울한 사람이 미래 사건을 예측 하는 과정을 암묵

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사고 과제와 구별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울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인지적 편향, 그중

에도 미래에 대한 경직된 예측을 정서적 외삽이라는 개념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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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울성향자의 부적응적 예측에서 반추방식의 중요성

우울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추란 자기 자신과 개인의 문제, 걱정,

그리고 고통의 느낌과 우울한 기분에 대해 반복적으로 분석하려는 경향

성(Nolen-Hoeksema, 1991; Watkins, 2008)이다. 사람마다 기질적으로 반

추를 하는 정도는 다른데, 이러한 기질적 우울 반추의 증가는 우울의 발

병과 유지의 주요 과정이다. 반추는 부적 기분과(Nolen-Hoeksema &

Morrow, 1993) 부정적인 인지편향을 악화시킨다. 기분 부전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추는 문제 해결 능력을 악화시키고

(Lyubomirsky & Nolen-Hoeksema, 1995), 부정적 자서전적 기억을 더

많이 회상하게 하며(Lyubomirsky, Caldwell, & Nolen-Hoeksema, 1998),

과일반화된 자서전적 기억을 더 많이 회상하게 한다(Watkins, Teasdale,

& Williams, 2000).

한편 우울한 사람들은 절망감을 보이고 반추가 우울 인지의 많은 부분

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반추는 우울한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예측에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반추는 미래에 대한 예

측의 많은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Lyubomirsky와

Nolen-Hoeksema (1995)는 기분 부전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주의분산을

할 때보다 반추를 할 때 미래의 행복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게 추

정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두 번째로, Andersen과 Limpert (2001)는 주

요우울장애를 진단받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미래사건에 대해 자동적으

로, 그리고 비관적으로 예측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나아가서 최

근에 경험한 고통스러운 일상 사건을 토대로 미래에 대해 더 많이 반추

를 함을 확인했다.

반추는 우울한 사람들의 부정적 인지 편향을 심화시키고 부정적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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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사건을 상상하는 능력은 증가시키는 반면, 긍정적인 미래 사건을 상

상하는 능력은 감소시킨다는 사실시킨다고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우울한 사람들이 반추를 통해 긍정적 미래 사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감소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Lavender

와 Watkins(2004)는 주의분산 집단에 비해 우울 집단에서 반추는 부정

적 그리고 긍정적 미래 사고를 모두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에 대해 의외의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Busseri와 Peck (2015)은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과거와 현재의 삶을 부정적인 관점

에서 보는 것은 맞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시간이 지나면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 기대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혼재된 연구결과는 우울한 사람들이 반추를 할 경우 단순히 미래

를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

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할 때 일반화된 점화효과를 보일

수도 있으며 우울한 사람들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함에 있어서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 반추의 적응적 방식과 부적응적 방식

반추는 많은 실험연구에서 우울한 사람들의 기분부전과 부정적인 사고

를 심화시키고 문제 해결 능력을 손상시킨다는 것이 밝혀졌다

(Lyubomirsky & Nolen-Hoeksema, 1995; Nolen-Hoeksema & Morrow,

1993).그러나 Watkins(2008)가 제안한 반추의 처리방식 이론

(processing-mode theory of rumination)에 의하면 반추의 인지와 감정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는 자기 자신·감정 문제에 초점을 두는 처리 형태

에 따라 결정된다. 즉 우울한 기분과 문제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의 다른



- 17 -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유익하고 적응적인 결과도 가질 수 있는 것이

다(Watkins, 2004). 우울반추는 자기 자신과 증상에 초점을 둔 다차원적

구성, 자기 평가, 우울증상의 원인, 의미, 결과, 그리고 함의에 대한 반복

적 분석, 부정적인 사회적 비교, 그리고 “왜?”유형의 질문이 특징이다

(Roberts, Gilboa, & Gotlib, 1998; Treynor, Gonzalez, &

Nolen-Hoeksema, 2003). 더욱이, 이러한 처리 방식은 반추의 해로운 영

향과 관련이 있다. 주요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연구에서

Watkins와 Teasdale(2001)는 표준화된 반추 조작 방식에서 두 가지 변

형된 방식을 비교했다. 이는 추상적 반추와 구체적 반추이다. 추상적 반

추는 우울반추의 현상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분석적이며 평가적이고 참

가자들에게 그들의 증상과 감정의 “원인, 의미, 그리고 결과에 대해 생각

해 보세요.”라고 지시한다. 반면에 구체적 반추는 우울반추와 현상과 일

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험적이고 참가들에게 그들의 증상과 감정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라고 지시한다. 경험적인 구체적 반추는

평가적인 추상적 반추에 비해 과일반화된 자서전적 기억 회상을 감소시

키고(Watkins & Teasdale, 2001, 2004), 부정적인 일반화된 자기 평가를

감소시키며(Rimes & Watkins, 2005), 대인관계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

켰다(Watkins & Moulds, 2005). 이는 처리방식이 반추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 자신, 감정, 그리고 문제에

초점을 두는 동안에 채택하는 처리 구성에 따라 반추의 부정적 인지적,

정서적 결과가 결정된다는 반추의 처리방식 이론(processing-mode

theory of rumination)의 발전시켰다(Watkins, 2008).

반추의 처리방식 이론은 맥락적이고 상황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상대적

민감도에 따라 추상적 처리방식을 따르거나 되거나 구체적 처리방식을

따르게 된다고 제안한다(Watkins, 2008). 이에 의하면 구체적 처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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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추상적 처리방식은 개인이 구체적인 맥락을 멀리하게 하면서 주

의를 다른 데로 돌리지 않게 하고 이는 시간이 지나도 목표 추구를 지속

하게 하고 안정화한다. 또한 추상적 처리방식은 다른 상황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도 도움이 안 되기도 하는 과도한 일반화와 추론을 하게 한다.

그러나 이는 개인이 환경과 어떠한 상황적 변화에도 덜 반응하게 만들며

행동과 문제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역시 더 적게 만들어 낸다

(Watkins, 2011). 그러므로 어려움이나 부정적 사건을 경험할 때, 반추에

대한 구체적 처리방식은 추상적 처리방식보다 적응적일 수 있다. 왜냐하

면 사건의 평가적인 함의에 주의를 두기보다 상황의 즉각적인 요구에 집

중하여 자기조절을 향상시키고(Leary, Adams, & Tate, 2006), 정서적 사

건에 대한 부정적 과일반화를 감소시키고(Carver & Scheier, 1990), 정교

하고 맥락 적으로 자세한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을 효과적으

로 향상(Watkins, 2018)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반추방식에 따른 정서적 외삽

Watkins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은 처리방식 이론을 통하여 반추방식

에 따라 인지적 편향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설명해왔다

(Watkins, 2008; Watkins, Moberly, & Moulds, 2008; Watkins &

Moulds, 2005). 본 장에서는 반추의 처리방식이론에 근거하여 반추방식

에 따라 달라지는 인지적 편향 중, 미래에 대한 부적응적 예측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추상적 처리방식은 맥락적인 세부사항 없이 사건의 요지, 의미, 함의만

을 요약하는 정신적 표상을 낳고 높은 수준의 함축적인 처리를 하기 때

문에(Trope & Liberman, 2003; Vallacher & Wegner, 1987; Wat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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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Watkins & Teasdale, 2001),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의 사건과

경험이 미래의 사건과 경험에 미치는 발생 가능한 영향을 예측하도록 한

다. 반면에, 구체적 처리 방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맥락 안에서 현

재의 사건과 경험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들이 미래에 어떤 함의를 가질지

생각하지 않도록 한다. 처리방식 이론에서 추상적 처리 방식과 관련이

있는 함축적 사고는 어렵고 부정적인 사건에 적용되었을 때 부정적 영향

을 낳는 것으로 고려된다. 예를 들어 추상적이고 함축적인 사고의 증가

를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정적 자기 평가를 증가시키고(Rimes &

Watkins, 2005), 우울에서 부정적 예후를 예측하는 과일반화된 자서전적

기억의 회상을 증가시키며(Watkins & Teasdale, 2001, 2004), 조건화된

부정적 자극에 대한 일반화 기울기 증가시킨다(Van Lier, Vervliet,

Vanbrabant, Lenaert, & Raes, 2014). 그러므로 반추의 처리방식 이론은

반추에 취약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처리방식의 조절장애가 과하게 추

상적이고 함축적인 처리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Watkins, 2018).

반추의 추상적 처리방식은 높은 수준의 함축적 사고를 포함하기 때문

에 구체적 처리방식보다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의 사건이 미래에 사건에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추론하게 할 것이다. 반면에 구체적 처리방식은

이러한 미래에 대한 과도한 추론 경향성을 낮추어 현재 사건의 요지로부

터 미래 사건의 발생 가능한 요지를 과도하게 예측하지 않도록 도울 것

이다. 요지의 중요한 측면은 사건의 정서가(emotional tone)로써, 예를 들

어 사건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개인이 미래의 사건의 정서가에 관한

기대치를 이전 사건의 정서가에 기초할 때 정서적 외삽이 발생한다

(Watkins et al., 2015). 이러한 정서적 외삽은 정서가가 긍정적이든 부정

적이든 상관없이 초기 정서적 사건의 정서가에 대해 함축적으로 취해진

다는 점에서 함축적 사고의 발현이다. 그러므로 반추의 처리방식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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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된 반추적 기질이, 함축적 사고를 선호하는 추상적 처리 방식을 수

반하기 때문에, 이 증가가 부정적인 정서적 외삽에 특정될 것이라고 예

측하지 않고 정서적 외삽을 증가시키는 것이 특징일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조된 반추적 기질은 높은 수준의 추상적 반추로 정서적

외삽을 증가시키며 반면에 구체적 반추는 정서적 외삽을 증가시키지 않

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다.

Watkins 등(2015)은 처리방식이론에 근거하여 높은 수준의 반추를

보이는 사람들이 추상적 처리방식을 통해 정서적 사건의 함의에 대해 사

고를 많이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할 때 현재

사건으로부터의 높은 수준의 정서적 외삽을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

과, 높은 수준으로 반추를 하는 사람들은 이해 지연도 수행 기반 측정을

통해 평가하는 정서적 외삽 역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에서는 처리방식 이론에 근거했을 때 추상적 반추에 비해 구체적 반추가

정서적 외삽을 낮출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대상을 정상

인들로 하였기 때문에 우울 성향을 보이거나 우울한 사람들에게도 이러

한 외삽 패턴을 보이고 일반화 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Watkins et al., 201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반추의 처리방식이론을 바탕으로 반추방식

에 따른 우울성향자의 정서적 외삽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반추 성

향이 강할수록 정서적 외삽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서 나아가 우울성향자

들에게 우울반추 상태와 불일치하는 구체적 반추가 유발된 경우, 우울반

추 상태와 일치하는 추상적 반추가 유발된 경우보다 정서적 외삽 평가과

제에서 정서적 외삽 수준이 낮은지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대학생과 대

학원생은 청년기 또는 성인 초기에 해당하며, 이들은 개인 내적 변화, 학

업적 변화, 대인관계적 변화, 환경적 변화 등 다양한 유형의 변화라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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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 요인에 노출돼 우울감에 취약하다(Steinhardt & Dolbier, 2008).

또한 이들은 의존에서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크고 수많은 변화를 겪게 되

므로(장휘숙, 2009)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경직되게 예측하지 않고 미래

의 새로운 경험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들을 고려하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히 미래에 대해 균형 잡힌 예측이 중요한

우울성향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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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

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의 모집은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이

루어졌으며 사전설문을 통해 우울 성향자를 선발하였다. 선발 기준은 한

국판 유병률 연구센터-우울척도 점수가 16점 이상이었다. 총 66명이 실

험에 참여하였고, 그 중 실험 전에 재측정한 한국판 유병률 연구센터-우

울척도 점수가 15점 이하로 낮아진 참여자들 2명,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

용하지 않는 외국인 참여자 1명, 불성실한 응답을 한 참여자 5명을 제외

한 5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실험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 29명, 여자 29

명이었으며, 학력은 대학생 34명, 대학원생 24명이었다. 연령은 만 18세

에서 34세(M=24.09, SD=3.50)로 분포하였다. 참여자의 모집 과정은 2019

년 11월 11일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뒤 진행

되었다(IRB No. 1911/001-007). 자료 수집은 2019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이루어졌다. 실험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1과 같다.

표 1. 실험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대학생 대학원생 합계

남 18 11 29

여 16 13 29

합계 34 24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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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8명의 실험 참여자들은 구체적 반추 집단과 추상적 반추 집단에

무선 배정되었으며 실험 집단의 구성은 표2에 제시하였다.

표 2. 실험 집단 구성

남 여 합계

구체적 반추 16 13 29

추상적 반추 13 16 29

합계 29 29 58

2. 연구 도구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울증의 역학 연구

를 위해 미국 정신보건 연구원에서 개발된 질문지로(Radloff, 1977), 전겸

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통합적 한국판 CES-D로 번안, 타당화하였

다. 총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각 문항에 대해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빈도에 따라 0점(극히 드물다)에서 3점(대부분

그렇다)의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 해석은 15점 이하는 우

울하지 않은 상태, 16~24점은 경도의 우울감이 있는 상태, 25점 이상은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임상적 수준의 우울 상태로 평가하고 있

다. 전겸구 등(200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로 보

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5로 나타났다. 한국판 역학연구

센터 우울 척도의 타당도는 Husaini, Neff, Harrington, Hughes, 그리고

Stone(1980)가 본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본 척도가 (1)임상군과 비임상

군, (2)다양한 환자 집단, 그리고 (3) 다양한 수준의 문제 심각도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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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우울 환자들을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판 반추적 반응 척도(Korean- Ruminative Response Scale:

K-RRS). 우울한 상태에 있을 때 이에 대한 반응양식을 측정하고자

Nolen-Hoeksema(1991)가 개발한 질문지(Response Styly Questionnaire,

RSQ)의 총 71문항 중 우울과 가장 높은 관련을 보이는 반추적 반응 양

식에 해당하는 문항을 별도의 검사로 제작한 척도이다. Treynor 등

(2003)이 총22문항으로 개정하였으며 1점(전혀 아니다)에서부터 4점(거의

그렇다)의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문항 총점은 22점에서 88점

까지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반추적인 반응 양식이 두드러짐을 의미

한다. 김소정, 김지혜, 윤세창(2010)이 우리말로 번안하여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였으며, 당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9,

5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5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

치도는 .88로 나타났다.

반추방식의 조작. 반추방식의 조작은 두 반추집단, 구체적 반추와 추

상적 반추 집단 모두에서 이루어지며 연구자와 1:1로 이루어진다. 우선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한 달 안에 부적인 감정을 느꼈던 사건을 기억하

도록 한다. 여기서 부적 감정이란 외로웠다거나 겁이 났다거나 화가 났

다거나 슬프다거나 창피했다거나를 말한다. 사건을 떠올리고 나면 연구

자는 참여자에게 사건이 일어났던 때(예: 3일전), 감정의 종류(예: 창피

함), 감정의 강도를 7첨 척도(1: 매우 약함, 7매우 강함)로 물어본다. 그

다음 사건의 주제에 대해 한 문장 정도(예: 수업시간에 발표했을 때 긴

장을 많이 했던 경험)로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반추 방식 조작을 위한

면담 방법은 Kingston, Watkins 그리고 Nolen–Hoeksema, (2014)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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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방식 조작 면담과 유사하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갈등 상

황과 해결 방식에 초점을 둔 질문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 달간 부

적 감정을 느낀 사건을 회상하도록 하였다. 각 반추 방식마다 총 7개의

문장을 수정 및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 반추 집단의 경우

Watkins(2018)에서 구체성 훈련의 핵심요소들을 참고해 7개의 질문을

선정하였고, “어떻게” 상황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맥락적, 감각적, 경험적,

그리고 연속적인 세부사항들에 초점을 둔 질문들(예. “당시 상황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누가 있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해 주

세요”, “당시를 떠올리면서 드는 몸의 상태, 신체적 감각을 얘기해 주세

요. 예를 들어 온 몸이 차가운. 몽둥이로 온 몸을 맞은 듯이 아픈.”)로

면담을 진행한다. 추상적 반추 집단의 경우 Watkins(2018)에서 “왜” 유

형의 질문들, 추상적 반추를 유도하는 질문들을 참고해 7개의 질문을 선

정하였고, “왜” 상황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미, 원인 그리고 함의에 초

점을 둔 질문들(예. “이 일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얘

기해 주세요”, “이 일이 당신과 주변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얘기해 주

세요”)로 면담을 진행한다. 각 질문의 선정 및 수정 과정은 상담전공 교

수 1인의 검토를 받아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 간 응답 양을 균등

하게 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각 질문마다 1분 정도로 응답을 하도록 요청

한다. 참여자의 대답이 짧거나 단답형의 경우 연구자는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라고 한다. 참여자의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이 1분 10초를 넘어가

는 경우, 연구자는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

겠습니다.” 라고 한다.

정서적 외삽 평가 과제 (Emotional Extrapolation Assessment

Task). 정서적 외삽 평가과제는 Watkins 등(2015)이 정서적 외삽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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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과제이며 실험자극은 8번의 연습시행과 80번의

본 시행, 80번의 유사시행(참여자 실험자극 구조 파악방지)으로 구성되어

총 163번의 시행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험참여자들의 피로도와

전체 실험진행 시간을 고려하여 상담 박사과정 2인이 한국 대학생, 대학

원생들이 접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들로 선정하여, 3번의 연습시행, 40번

의 본 시행, 그리고 20번의 유사시행을 포함한 총 63번의 시행으로 진행

하였다. 실험자극의 번역은 연구자가 개발자의 동의하에 1차로 번역 후

2개 국어 구사가 가능한 상담 석사과정 2인이 검토하였다.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참여자들은 그들 자신이 그 상황에 처해있다고

상상하도록 지시 받고 시행은 참여자별로 무작위적 순서로 제시된다. 각

시행은 컴퓨터 화면을 통해 한 문장씩 제시되며 참가자들은 화면에 제시

되는 문장을 소리 없이 읽고 이해를 다 하면 스페이스 바를 눌러 다음

문장이 제시되도록 한다.

각 시행은 시나리오의 제목과 여덟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

음 세 문장은 시나리오의 처음 상황을 묘사하는 문장들이다(예: 당신은

친구들과 맥주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서

로 아는 지인에 대해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최근에 들은 농담

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문장은 초기의 정서적 사건을 설명

한다. 이때, 단어 한, 두개만 바꿈으로써 초기사건을 긍정적(예: 농담을

막 끝냈는데, 모두 웃고 있습니다.) 혹은 부정적(예: 농담을 막 끝냈는데

아무도 웃고 있지 않습니다.)으로 전달될 수 있다. 다섯 번째 문장에서는

명시적으로 시간이 지남과 후속 환경을 설명함으로써 이후의 상황으로

전환된다(예: 2주 후, 당신은 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

섯 번째 문장은 이후의 특정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예: 당신은 친구가

하는 말에 재치 있게 대답해 보려 합니다.). 일곱 번째 문장은 후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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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어나는 정서적 사건을 묘사한다. 초기사건 문장 제시와 마찬가지로

단어 한, 두개만 바꿈으로써 후속사건이 긍정적(예: 그 말은 썩 괜찮았습

니다.) 혹은 부정적(예: 그 말은 형편없었습니다.)으로 전달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 째 문장은 중성적인 문장으로, 일곱 번 째 문장의

이해 지연도를 평가하기 위해 추가된 문장이다. 이해 지연도는 참가자가

일곱 번 째 문장을 읽기 시작하여 여덟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기 위해 스

페이스 바를 누르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확인한다. 또한 각 문단은

끝날 때마다 참가자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용 이

해 질문(예: 당신은 친구들을 초대했었습니까?)이 제시된다. 이때 질문은

일곱 번째 정서적 사건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질문이다.

각 참여자들은 40번의 본 시행 중 20번은 초기사건이 정적 조건으로

제시되고, 나머지 20번은 초기사건이 부적 조건으로 제시된다. 또한 각

참여자들마다 40번의 본 시행 중 20번은 후기사건이 정적 조건으로 제시

되고, 나머지 20번은 초기사건은 부적으로 제시된다. 그러므로 40번 중

10번은 4개의 가능한 조합 중 하나의 형태로 제시가 되며, 참여자들은 4

명마다 각 시행이 같은 조건으로 제시가 되었다. 자극제시와 반응 수집

은 Psychopy 3.0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다.

반추 척도. 구체적 반추와 추상적 반추를 위한 실험처치가 이루어지기

전과 후에 반추의 변화가 있는지 조작 확인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자신

의 내면(생각, 감정)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0-100점 척도

로 측정한다. (0: 나는 내 자신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 100:

나는 내 자신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구체성 척도. 구체적 반추가 구체적 방식의 사고를 가져오고 추상적



- 28 -

반추가 추상적 방식의 사고를 가져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단과 조건에

무관한 상담전공 박사과정 2인이 Stöber와 Borkovec(2002)이 제안한 구

체성 척도를 사용하여 참가자가 실험처치 면담에 대답한 응답들을 평가

한다. 이는 구체적 사고와 추상적 사고의 정의를 바탕으로 5점 리커트

척도(1점: 추상적인_또렷하지 않은, 범상황적인, 애매모호한, 불명확한,

합쳐진, 2점: 다소 추상적인, 3점: 어느 쪽도 아닌, 4점: 다소 구체적인, 5

점: 구체적인_뚜렷한, 상황이 구체적인, 애매모호하지 않은, 명확한, 단일

한)를 통해 측정한다(Stöber & Borkovec, 2002).

3. 실험 절차

본 실험의 참여자 모집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학생들이

자주 활용하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실험참여자 모집 공문을 올리고 실험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모집 문건에 제공하는 google 온라인 설문 조

사 시스템의 URL에 접속하여 스크리닝을 위한 온라인 1차 설문지를 작

성한다. 온라인 1차 사전 설문지는 인적 정보와 인구통계학적 사항,

CES-D를 포함하여 26문항이다. 온라인에서 수거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CES-D 점수가 16점 이상이고 실험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개별 연

락을 하여 연구 참여에 대해 안내한 뒤 원하는 시간을 예약하도록 했다.

참여자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면 연구에 대해서 안내한 뒤 연구 참여

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한 참여자들은 동의서를

작성한 후 2차 사전 측정을 실시했다. 2차 사전 측정은 google 온라인

설문 조사 시스템을 이용해 기록되었으며 설문지는 CES-D, K-RRS, 그

리고 반추 검사 한 문항을 포함하여 43문항이다.

온라인 2차 사전 측정을 마친 참여자는 구체적 반추 집단과 추상적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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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집단에 무선 배정된 후 연구자와 각 집단에 맞는 반추 조작 면담을

진행 한다. 그리고 조작 확인을 위해 반추검사를 한 문항 다시 실시한다.

다음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정서적 외삽 평가 과제를 실시한다. 과제가

완료되면 각 참가자들은 디브리핑과 함께 소정의 사례를 받고 실험을 종

료한다. 모든 연구 절차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40~50분이었

으며 다음 표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진행되었다.

표 3. 실험진행 절차

순서 내용 소요시간

1 실험 안내 및 동의서 작성 2분

2 CES-D 재측정, K-RRS 측정, 반추검사 1문항(사전) 5분

3 반추집단 무선배정 0.5분

4 반추방식의 조작: 구체적 반추 or 추상적 반추 면담 15분

5 반추검사 1문항(사후) 0.5분

6 정서적 외삽 평가 과제 20분

4. 분석 방법

연구의 분석에는 SPSS(version25.0)를 사용하였다. 먼저, 각 집단별 반

추의 조작을 분석하기 위해 집단마다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반

추방식의 조작 즉, 각 집단별 면담과정을 통해 응답한 내용은 상담전공

박사과정에 있는 전문가 2인의 평정을 받은 후, 집단 간 독립표본 t-검

정을 통해 반추방식의 조작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반추방식에 따른

정서적 외삽 수준의 차이(정서가 불일치 조건에서의 일곱 번째 문장 평

균 반응시간 – 정서가 일치 조건에서의 일곱 번째 문장 평균 반응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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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기 위해 기저선 반추적 반응을 공변인으로 통제한 공분산 분석

(ANCOVA)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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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조작 확인

가. 반추의 조작 결과

반추의 조작을 확인하기 전에 두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 간 성별(Johnson &

Whisman, 2013), 우울(Becker-Weidman, Jacobs, Reinecke, Silva, &

March, 2010)등의 변인들을 고려하여 두 집단 간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 우울점수(실험 전)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 집단 간의 사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각 변

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및 집단 간 차이의 결과는 표 4과 같다.

표 4. 성별 및 우울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정 결과

변인 집단 N M SD t p

성별
구체적 반추 29 1.45 0.51 -0.778 .440

추상적 반추 29 1.55 0.51

우울
구체적 반추 29 30.83 8.92 -1.444 .154

추상적 반추 29 34.03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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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사전 사후

t p
M SD M SD

구체적

반추
29 67.72 15.13 75.52 19.20 -4.04*** .000

추상적

반추
29 62.76 19.62 79.31 13.07 -5.39*** .000

이러한 집단 간 동질성을 바탕으로 각 집단마다 실험 처치 전후로 자

신의 내면에 있는 생각 및 감정에 주의를 두는 정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

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

로, 표 5에서와 같이 구체적 반추 집단은 p < .001 수준에서 사전과 사

후 측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추상적 반추 집단 또한 p < .001 수

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위 결과를 통해 구체적 반추 집단과 추

상적 반추 집단은 실험처치가 있은 후, 반추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증가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5. 반추의 조작 사전사후 평균 차이에 대한 t-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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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반추방식의 조작 결과

실험처치 후, 구체적 반추 집단과 추상적 반추 집단에서 각 반추방식

의 조작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집단별 참가자와 면담내용을

상담전공 박사과정 2인이 Stöber 와 Borkovec (2002)의 조작점검기준을

참고하여 평정하였고, 평정한 점수에 대해서 평균을 구했다. 그런 다음,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하여 구체적 반추집단과 추상적 반추 집단 간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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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M SD t p

구체적 반추 29 4.26 0.71 9.450*** .000

추상적 반추 29 2.31 0.85

집단 N M SD

구체적 반추 29 53.90 10.30

추상적 반추 29 55.14 11.70

합계 58 54,52 10.94

체성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구체적 반추 집단이

추상적 반추 집단보다 구체성에 있어서 높게 나왔고, 그 차이 또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구체적 반추 집단은 구체적 반추를

하였고, 추상적 반추 집단은 추상적 반추를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6. 반추방식의 조작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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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집단에 따른 정서적 외삽 수준의 차이

집단에 따른 정서적 외삽 수준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반추적 반응 수

준을 통제한 ANC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집단별 반추적

반응 수준은 54.52로 일치하였다. 집단에 따른 반추적 반응의 평균 기술

통계는 표 7에 제시하였으며, 집단에 따른 정서적 외삽 수준에 대한 기

술통계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7. 집단에 따른 반추적 반응 서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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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M SD

구체적 반추 22 23.02 219.22

추상적 반추 24 174.89 157.95

분산원 SS df MS F P ηp²
공분산

(반추적 반응)
158030.41 1 158030.41

집단 132304.80 1 132304.80 4.49* .039 .076

오차 1619171.59 55 29439.48

합계 2412304.34 58

표 8. 집단에 따른 정서적 외삽 수준에 대한 서술통계 (단위: Milliseconds)

다음으로, 집단 간 정서적 외삽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9과 같

이, 정서적 외삽 수준에서 집단 간에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F(1, 56)= 4.49, p< 0.05, ηp²= .076. 즉, 구체적 반추를 한 집단이 추상

적 반추를 한 집단보다 정서적 외삽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표 9. 집단에 따른 정서적 외삽 수준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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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반추방식에 따라 우울성향자의 정서적 외삽에 차이가 나타

나는지 확인하는 실험연구로, 구체적 반추를 하면 추상적 반추를 했을

때와 비교해 정서적 외삽 수준이 감소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

으로 수행되었다. 실험을 실시하기 전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

(CES-D)를 통해 우울성향자를 선발하였고 본 실험에 참여하기 전에 우

울을 재측정하고 공변인으로 한국판 반추적 반응 척도(K-RRS)를 측정

하였다. 본 실험에서 참여자들은 두 집단으로 무선 배정되어 연구자와

구체적 반추를 유도하는 면담 또는 추상적 반추를 유도하는 면담을 진행

한 뒤 정서적 외삽 평가 과제를 실시하여 정서가 불일치 조건에서의 평

균 반응시간과 정서가 일치 조건에서의 평균 반응시간의 차이를 집단 간

비교하였다.

반추적 반응을 공변인으로 하여 정서적 외삽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추상적 반추 집단에 비해 구체적 반추 수준의 정서적 외삽이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지지되었으며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Watkins 등(2015)에서 개발한 정서적 외삽평가 과제의 시행 횟수를 크

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외삽 수준을 측정할 수 있었다. 본래의

실험 자극은 8번의 연습시행, 80번의 본 시행, 그리고 실험자극 구조 파

악 방지를 위한 80번의 유사시행 으로 구성되어 총 163번의 시행이 무작

위 순서로 제시된다. 선행연구에서는 두 가지 설문응답과 정서적 외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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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과제만을 실시하여 163번의 시행을 모두 해도 전체 실험시간이 1시

간 내외였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설문응답 외에도 반

추방식의 조작을 위해 연구자와 참여자가 일대일 면담을 15분가량 진행

하여 선행연구의 시행수를 유지하였을 경우 전체 실험시간이 1시간 30분

으로 예상되었다. 실험 도중 참여자들이 피로감을 경험하면 연구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Healy, Kole, Buck-Gengler, & Bourne,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실험 시간을 줄이기 위해 상담 박사과

정 2인이 한국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접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들로 자극

들을 선정하고 수정하여, 3번의 연습시행, 40번의 본 시행, 그리고 20번

의 유사시행을 포함한 총 63번의 시행으로 진행하였다. 이 경우, 선행연

구에서는 시행별로 가능한 4개의 조건 중 각 조건(예. 초기사건이 정적

이고 후기사건이 정적인 경우)의 평균반응시간이 20번 시행의 평균반응

시간이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각 조건별로 10번 시행의 평균반응시간을

산출한 셈이다. 시행 수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외삽수준이 실험

조건 별로 유의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았을 때, 후속 연구에서도 실험 참

여자의 피로도와 전체실험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 정서적 외삽 평가 과

제의 시행 횟수를 줄이는 것을 고려해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면담을 통해 반추방식을 조작했을 때 반추방식에

따라 우울성향자에게서 나타나는 정서적 외삽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우울반추와 일치하는 추상적 반추를 유도한 집단의 경우 정서적 외

삽 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반추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외삽 수준이

높아진다는 Watkins 등(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추상적 반추

를 많이 할수록 초기에 정적 정서사건을 경험을 하면 미래의 사건도 정

적 정서를 경험할 것이라 예측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우울한 사람들

이 반추를 할 때 부정적인 미래에 대해 더 많이 상상하고 발생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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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평가하는 반면, 긍정적 미래에 대해서는 더 적게 상상하고 발생가

능성을 낮게 평가한다는 선행연구들(Andersen & Limpert, 2001;

Lyubomirsky & Nolen-Hoeksema, 1995)과 다소 불일치하는 것처럼 보

인다. 하지만 선행 경험 없이 평소에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 사고를 더

많이 하는 것과 정서적으로 정적인 경험을 하고나서 이를 토대로 미래를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경향성이 약해지는 것임을 확인한 것과는 다르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결과들과는 달리 최근에는 우울한 사람들이 반추를

하면 부정적 그리고 긍정적 미래 사고를 모두 증가시키며(Lavender &

Watkins, 2004),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과거와 현

재의 삶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맞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우울하

지 않은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시간이 지나면 미래가 더 나아질 것

이라 기대한다(Busseri & Peck, 2015)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

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우울성향자들이 반추를 할 경우 단순

히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상상하는 정도는 증가하고 긍정적인 내

용을 상상하는 정도는 감소한 다기 보다 자신의 경험에 따라 미래의 경

험도 비슷한 정서가로 경직되게 예측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가 상담 연구와 실제에 주는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 반추 집단이 추상적 반추 집단보다 낮은 수준의 정서적

외삽 수준을 보고함으로써 Watkins(2008)의 처리방식이론을 재확인하였

다. 경험적인 구체적 반추는 평가적인 추상적 반추에 비해 과일반화된

자서전적 기억 회상을 감소시키고(Watkins & Teasdale, 2001, 2004),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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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일반화된 자기 평가를 감소시키며(Rimes & Watkins, 2005), 대

인관계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Watkins & Moulds, 2005)에서

나아가 정서적 외삽 수준도 감소시킴으로써 구체적 반추가 개인의 인지

처리과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설명했다. 또한 Watkins 등(2015)에서

는 기질적 반추수준이 증가할수록, 즉 추상적 반추수준이 높을수록 정서

적 외삽 수준이 증가하는 지를 확인하고 그 대상을 일반인으로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우울성향을 보이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서 반추방식을

달리 했을 때 정서적 외삽수준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여 구체적 반추가 효

과를 보이는 대상과 맥락에 대한 범위를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처리 방식 이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의 한

계를 극복하였다. 그 동안 처리방식 이론은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

도(PANAS; Watson, Clark, & Tellegen, 1988), 후회 요소 척도(RES;

Buchanan, Summerville, Reb, & Lehmann, 2016) 등 자기보고식 척도를

통해 반추방식의 영향을 확인하는 편이었다(Moberly & Watkins, 2006;

Watkins, Moberly, & Moulds, 200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반응지연시

간이라는 암묵적 측정을 통해 반추방식이 정서적 외삽에 미치는 영향을

수행기반 평가도구로 확인하였다.

셋째, 학교 상담 장면에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

게 구체적 반추의 픨요성을 시사하였다. 구체적 반추 방식은 학생들에게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어 처음부터 자조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

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5분 정도의 면담을 통한 반추방식의 조작에서

도 정서적 외삽 수준이 유의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상담 장

면에서 적은 회기 내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구체적으로 사고하도록 개입

하고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체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통

해 학교 상담 장면에서 우울 성향이 있는 내담자들이 부적 사건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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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적응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개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부적 사건에 대해 회피하기보다 부적 사건 당시에 감각적 경험 및 몸의

상태 등을 구체화하여 재경험함으로써 신체·생리·정서반응에 주의를 집

중하게 하여 정서를 조절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김창대, 2019).

3.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 제언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의의와 시사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분석하고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이 다양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한 대학에서 우울성향이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

으로 실험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특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특히, 몇 실험 참여자는 참여자의 불성실 응답을 확인하

기 위해 추가된 내용이해 확인 질문의 정답 유무에 대해 걱정을 하거나

불편감을 보고했다. 이는 연구 참여 집단의 완벽주의 성향, 성취 욕구 등

이 정서적 외삽 평가 과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추방

식의 효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자존감이 높고 건강

한 운동선수들이 성공에 대해 추상적으로 반추할 경우, 긍정적인 일반화

경향을 끌어낸다는 연구결과가 밝혀져(Van et al., 2015), 건강한 집단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추상적 반추가 효과적인 맥락도 있을 수 있음을

염두하고 추후에 반추방식을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울성향자들이 기존의 상황에서 미래 상황을 부적응적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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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는 성향을 정서적 사건에 한정되어 확인했다. 이는 Watkins 등

(2015)에서와 같은 정서적 외삽 평가과제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한계와

동일하다. 본 연구를 통해 반추반식에 따라 현재 경험한 정서적 사건을

토대로 미래의 정서적 사건을 예측하는 경향성이 달라짐을 확인했지만,

현재 사건이 어떤 성질을 가지던지(예. 특정 상황, 특정 사람, 특정 활동)

미래에 대해 비슷한 성질을 가질 것으로 예측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추

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Watkins 등(2015)에서 개발한 정서적 외삽평가 과제의 시행 횟

수를 크게 줄여 연구결과를 보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비록 반추

방식에 따라 정서적 외삽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왔으나 시행별로 가능한

4개의 조건 중 각 조건(예. 초기사건이 정적이고 후기사건이 정적인 경

우)의 평균반응시간이 선행연구에서는 20번 시행의 평균반응시간인 데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각 조건별로 10번 시행의 평균반응시간을 산출하여

각 시행 반응시간의 이상치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에 추후연구에서는 전체 실험시간이 길지 않을 경우 정서적 외삽 평가과

제의 시행횟수를 줄이지 않고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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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적혀 있는 각 문항을 잘 읽은 후,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일주

일 동안 당신이 느끼고 행동한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히 드물다

(1주 중 1일 이하)

가끔 있었다

(1주 중 1~2일간)

자주 있었다

(1주 중 3~4일간)

거의 대부분 그랬다

(1주 중 5일 이상)

0 -------------- 1 -------------- 2 ------------- 3

나는 지난 1주일 동안 ... 해당하는 정도

1.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

다.
0 1 2 3

2. 먹고 싶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0 1 2 3

3.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0 1 2 3

4.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0 1 2 3

5.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0 1 2 3

6. 우울했다. 0 1 2 3

7.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0 1 2 3

8.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0 1 2 3

9.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0 1 2 3

10. 두려움을 느꼈다. 0 1 2 3

11.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0 1 2 3

12. 행복했다. 0 1 2 3

13.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말수가 줄었다. 0 1 2 3

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0 1 2 3

15.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0 1 2 3

16. 생활이 즐거웠다. 0 1 2 3

부록 1.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 (CE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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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0 1 2 3

18. 슬픔을 느꼈다. 0 1 2 3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0 1 2 3

20.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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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우울할 때 여러 가지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래의 문

항들을 읽고 우울할 때 이러한 생각이나 행동들을 어느 정도 하는지

를 평가하여 해당하는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언제나 그렇다

1 --------------- 2 --------------- 3 --------------- 4

나는 우울할 때 ... 해당하는 정도

1.
내가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는지에 대해 생각한

다.
1 2 3 4

2.
‘이런 기분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한다.
1 2 3 4

3. 나의 피곤함과 고통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4

4.
무슨 일에 주의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지

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4

5.
‘내가 무엇을 잘못하여 그 대가로 이렇게 됐을

까?’라고 생각한다.
1 2 3 4

6.
내가 얼마나 수동적이고 의욕이 떨어져 있는지

를 생각한다.
1 2 3 4

7.
내가 우울한 원인을 찾기 위해 최근의 경험들을

분석해 본다.
1 2 3 4

8.
내가 얼마나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지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4

9.
‘왜 난 꿋꿋하게 잘 지낼 수 없을까?’라고 생각

한다.
1 2 3 4

10.
‘나는 왜 항상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까?’라고

생각한다.
1 2 3 4

11. 혼자 조용히 내 감정이 왜 이런 지를 생각한다. 1 2 3 4

부록 2. 한국판 반추적 반응 척도(K-R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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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글로 쓰고 분석한다. 1 2 3 4

13.
최근의 상황에 대해 ‘더 잘 되었더라면’하는 생

각을 한다.
1 2 3 4

14.
‘이런 식으로 계속 느끼면 집중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
1 2 3 4

15.
‘다른 사람들은 없는 문제를 왜 나만 가지고 있

을까?’라고 생각한다.
1 2 3 4

16.
‘나는 왜 일을 더 잘 처리할 수 없을까’라고 생

각한다.
1 2 3 4

17. 내가 얼마나 슬픈지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4

18.
나의 모든 단점, 실패, 잘못, 그리고 실수에 대

해 생각한다.
1 2 3 4

19.
내가 얼마나 아무 것도 할 기분이 나지 않는지

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4

20.
내가 우울한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 성격을

분석한다.
1 2 3 4

21.
혼자 어디엔가 가서 내 감정에 대해 곰곰이 생

각해본다.
1 2 3 4

22.
내가 나 자신에게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에 대

해 생각한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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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자신의 내면(생각, 감정)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O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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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반추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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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양식

연구참여자용 설명문(성인용) 

연구 과제명 : 반추방식이 우울성향 대학(원)생의 정서적 외삽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 반추와 추상적 반추를 중심으

로

연구 책임자명 : 김민경(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 석사과정)

이 연구는 반추방식이 우울성향 대학(원)생의 정서적 외삽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연구의 선정기준(CES-D 점수: 16점 이상, 만 

18세 이상의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

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김민경 

연구원(김민경, 010-****-****)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

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

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반추방식이 우울성향 대학(원)생의 정서적 외삽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정서적 외삽이란 개인이 이전에 

경험한 사건의 정서가(emotional tone)를 토대로 미래 사건의 정서가를 

예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예: 서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 사이트 SNU Life)상에서 

모집된 만 18세 이상의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72명이 참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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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귀하는 연구자가 제시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실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

다. 

귀하는 먼저 연구자의 간단한 지시사항과 함께 google 설문조사 시스템

의 URL에 접속하여 준비된 간략한 온라인 설문지에 응답하시게 됩니다. 

설문 후에는 연구자와 15분 정도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 설

문 한 문항에 응답하고 컴퓨터과제가 약 25분정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연구자와의 연구 참여 일정 약속 및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 식별 정보인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사례 

제공이 모두 완료된 후, 개인 식별 정보는 즉시 폐기할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연구 참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1차 사전 설문 조사의 경우 

약 5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연구자와 만나서 진행되는 2차 사전 설문 조

사 및 실험참여의 경우 약 50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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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만일 귀하가  온라인 설문 중 연구 참여를 그만두고 싶다면 인터

넷 창을 바로 종료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설문의 경우, 창을 닫으시면 

작성된 내용은 즉시 삭제되며 수집되지 않습니다. 연구자와의 면담이나 

컴퓨터 과제 중 연구 참여를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말

씀해 주십시오. 중단 의사 표현 후 이전까지 응답한 기록은 자동으로 폐

기됩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배정되시는 집단에 따라 연구자와 진행되는 면담과정에는 부정적인 과거



- 59 -

를 회상하는 부정적 자극이 포함되어 있어 귀하가 면담을 진행하시는 동

안 불쾌한 감정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심할 경우 귀하는 

언제든지 실험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반추방식이 우울한 대학(원)생들의 정서적 외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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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경(010-****-****)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별, 나이, 직업입니다. 또

한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 식별 

정보인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개인 식별 

정보는 사례제공이 완료된 후 즉시 파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김민경과 김창대(지도교수)에게만 접근이 허락되

며, 보안된 USB 데이터 폴더에 보관이 될 것입니다. 동의서

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기할 예정이며, 연

구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

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 정

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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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

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

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

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

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2차 사전설문 조사 및 실험에 참여한 

모든 분께 현금 8,000원이 증정될 것입니다. 또한 2차 사전설문 조사 및 

실험 참여자들 중 2명을 추첨하여 실험 완료 시점에 각각 문화상품권 3

만원씩이 추가로 증정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김민경    전화번호:   010-****-****    이메일: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

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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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반추방식 조작 면담지

l 구체적 반추, 추상적 반추 공통 면담 내용

ü 한 달 안에 부적 감정을 느꼈던 사건을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부적

감정이란 외로웠다거나 겁이 났다거나 화가 났다거나 슬프다거나 창

피했다거나를 의미합니다. 다 떠올리셨으면 그렇다고 말씀해 주세요.

ü 오늘로부터 며칠 전 일입니까? (예: 0, 1, 5, 9...)

ü 감정의 종류(예: 창피함)는 무엇입니까?

ü 감정의 강도는 1점부터 7점까지 중에 몇 점입니까? 1점이 ‘매우 약함’

이고 7점이 ‘매우 강함’입니다.

ü 사건의 주제에 대해 간략히 말해 주세요. (예. 수업시간에 발표했을

때 긴장을 많이 했던 경험).

ü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질문에 각 질문마다 1분 정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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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구체적 반추 면담 질문지

1. 당시 상황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누가 있었는지, 어떤 일이 일

어났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2. 당시 상황에서 무엇이 보였는지, 소리, 맛, 냄새, 질감 등이 어땠는지

애기해 주세요.

3. 당시를 떠올리면서 드는 몸의 상태, 신체적 감각을 얘기해 주세요. 예

를 들어 “온몸이 차가운”, “몽둥이로 온 몸을 맞은 듯이 아픈”

4.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시간 순서대로 설명해 주세요. 그 전

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상황이 일어나고 나서는 무슨 일이 뒤따랐는

지 얘기해 주세요.

5. 당시 상황에서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어떤 실마리, 단서가 있었는지 설

명해 주세요.

6. 이 어려움, 상황을 내가 다루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구체적

으로, 현실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7.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첫 단계로 무엇이

있을지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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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추상적 반추 면담 질문지

1. 이 일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2. 이 일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3. 이 일이 당신과 주변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얘기해 주세요.

4. 이 일이 왜 하필 당신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5. 왜 세상이 혹은 그 사람이 당신을 그렇게 취급했다고 생각하는지 얘

기해 주세요.

6. 이 일을 당신의 특성이나 성격, 경향성과 관련 지어 얘기해 주세요.

7.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얘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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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fference between Concrete and

Abstract Rumination on Emotional

Extrapolation in Depression

MinKyung Kim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motional extrapolation is the tendency to extrapolate from the

emotional tone of prior events to anticipate the likely emotional tone

of future ev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difference between concrete and abstract rumination on emotional

extrapolation in depressed individuals. For this study, 58 self-reported

depressed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from Seoul and who

had CES-D score over 16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During the experiment, each participant first completed rumination

scale and Korean version of Ruminative Response Scale and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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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ly allocated to a concrete rumination group or an abstract

rumination group to have a concrete or an abstract rumination

interview. For statistical method, paired t-test was used for each

group to confirm the manipulation of rumination. As for confirming

the manipulation of interview, independent t-test was used to analyze

the score evaluated by experts through concreteness scale. Moreover

analysis of covariance(ANCOVA) was utilized to analyze the

comprehension latencies in Emotional Extrapolation Assessment Task.

The result showed that participants in concrete rumination group

reported lower level of emotional extrapolation than those in abstract

rumination group. For counseling field, this study underscores the

need of applying intervention with concrete rumin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rigidity in prospection of depressed individuals.

Furthermore,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Processing Mode, Depression, Emotional extrapolation, 

Concrete rumination, Abstract rumination

Student Number: 2018-2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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