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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서변화 신념(Emotion malleability beliefs)은 정서 특성 자체의

통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 정서조절 과정에 관여하는

변인 중 하나로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변화 신념과 정서조절방략을 중심으로 우

울 발생에 기여하는 정서조절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정서변화 신념을 측정하는 척도를 번안 및 타당화하였으

며, 정서 강도, 정서변화 신념, 반추, 우울의 관계를 경로분석을 통

해 검증하였다.

연구 1에서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204명을 대상으로 정서변화

신념을 측정하는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Emotional Mindset

Scale; Livingstone, 2012)를 번안한 후,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

하였다. 분석 결과, 원 척도와 동일하게 1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

으며, 척도의 신뢰도와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는 양호한 수준이

었다. 상관분석에서 정서변화 신념은 재평가, 주관적 삶의 만족도

와 정적 상관, 우울, 불안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연구 2에서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139명을 대상으로 부정 정서

강도, 긍정 정서 강도, 정서변화 신념, 부정 반추(brooding), 긍정

반추(positive rumination) 및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

과, 부정 정서 강도와 우울의 관계를 정서변화 신념, 부정 반추가

순차적으로 매개하였다. 그러나 긍정 정서 강도, 긍정 반추는 정서

변화 신념,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정서변화 신념을 측정하는 척도의 한국어판을 마련하

고, 정서변화 신념을 중심으로 우울 발생에 기여하는 정서조절 과

정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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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점과 한계,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정서변화 신념, 반추, 정서 강도, 우울

학 번 : 2019-2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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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정서는 인간의 내적 경험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개인의 정신건

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부정 정서에 비해

긍정 정서를 많이 경험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을 뿐 아니라(한덕웅,

2006), 긍정 정서의 경험 비율이 높을수록 심리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에

서 긍정적으로 기능한다(김진주 등, 2007). 이처럼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

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 정서를 경험

하는 시점,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인 정

서조절(Gross, 1998)을 통해서 정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정

서조절은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정신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Tamir와 Mauss(2011)는 개인의 정서조절 시도에 작용하는 세 요인으

로 통제 가능성에 대한 신념, 정서 가치와 정서조절의 목표, 정서조절방

략과 능력을 제안했다. 세 요인 중에서는 정서조절방략이 주로 다루어져

왔는데, 선행 연구에 따르면 반추, 회피, 억제와 같은 부적응적인 정서조

절방략은 정신병리와 정적인 상관, 문제 해결, 재평가, 수용과 같은 적응

적인 정서조절방략은 정신병리와 부적인 상관을 보인다(Aldao et al.,

2010).

그러나 이외의 변인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왔다. 그중 통

제 가능성에 대한 신념은 정서조절 과정의 첫 단계를 담당하는 요인으

로, 정서조절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통제 가능성에 대

한 신념은 다시 정서 자체의 통제 가능성에 대한 신념과 정서를 통제할

수 있는 개인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정서변화 신념

(emotion malleability beliefs)(Kneeland, Nolen-Hoeksema et al., 2016b)

또는 정서에 대한 암묵적 이론(implicit theories of emotion)(Tamir et

al., 2007), 정서에 대한 암묵적 신념(implicit beliefs of emotion)(Ford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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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8)으로 불린다. 정서변화 신념을 다룬 연구들에 따르면, 개인이

정서의 변화 가능성을 믿는 정도가 강할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높게 나타

나며, 구체적으로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 긍정 정서, 부정 정서, 삶의 만

족감, 웰빙 등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김형택, 현명호, 2019; De Castella et al., 2013; Ford et al.,

2018; Kappes & Schikowski, 2013; King & dela Rosa, 2019; Romero

et al., 2014; Schleider & Weisz, 2016; Sung et al., 2020). 이처럼 정서

변화 신념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변화 신념을 측정하는 척도를 번안 및 타당화하고,

정서 강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변화 신념과 부정 반추, 긍정 반추의

역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정서변화 신념

정서변화 신념은 정서 자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서에 대한 암묵적 이론(implicit theories of emotion) 또는

정서에 대한 암묵적 신념(implicit beliefs of emotion)으로 불리기도 한다

(Ford et al., 2018; Tamir et al., 2007). 정서변화 신념은 개인 특성의 변

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 암묵적 이론(Dweck, 1986, 2000;

Dweck et al., 1995)에 기반하여 제안되었는데, 암묵적 이론에 따르면 특

성의 변화 가능성을 높게 인지할수록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유연하게 이

해하고 효과적으로 자기조절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Dweck, 2000;

Dweck et al., 1995). 이를 정서 영역에 적용한 개념인 정서변화 신념에

서도 신념이 강할수록 정서조절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서 통제 수

준에 대한 유연한 평가를 통해서 목표에 맞게 정서조절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여겨진다(Kneeland, Dovidio et al., 2016). 또한 정서변화 신념은

정서조절 과정에서 정서조절에 대한 적극성을 결정 짓는 요인으로, 정서

조절을 더 많이 시도하도록 함으로써 적응적인 정서조절방략을 많이 학

습하게 한다(Tamir & Maus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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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서변화 신념 이외에도 정서조절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 개념

들이 존재한다. 먼저 정서조절 효능감(emotion regulation efficacy)은 정

서를 조절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Caprara et

al., 2008; Tamir & Mauss, 2011). 정서변화 신념과 유사하게 통제와 관

련된 믿음을 의미하지만 정서변화 신념은 정서 자체의 변화 가능성에 대

한 신념을 뜻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른 유사한 개념으로는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generalized

expectancies for negative mood regulation)가 있는데, 이는 행동, 인지

를 통해 부정 정서에 대처할 수 있다는 기대 수준을 의미하며 대처의 결

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Catanzaro & Mearns, 1990). 부정적 기분조절 기

대는 개인의 조절 능력이 아니라 정서 특성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정

서변화 신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는

부정 정서에 한정된 신념이지만 정서변화 신념은 정서 전반에 대한 신념

이다. 또한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를 측정하는 느낌에 대한 태도 척도

(Negative Mood Regulation Scale; Catanzaro & Mearns, 1990)는 구체

적인 방략을 언급하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방략에 대한 개인의 평가

가 반영될 수 있다. 이 점에서 구체적 방략보다는 개인이 인식하는 정서

변화 가능성을 다루는 정서변화 신념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정서변화 신념은 두 신념들과 관련이 있

으면서도 개념적으로 좀 더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신념이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Tamir와 Mauss(2011)는 한 영역이 통제 가능하

다는 신념을 갖는 것은 그 영역에 대한 높은 자기효능감을 갖기 위한 전

제 조건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원칙이 정서변화 신념과 정서조

절 효능감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정서변화 신념

은 정서조절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정서변화 신념에서 다루는 정서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

들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정서가에 대한 구분 없이 일반 정

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다루었는데, Livingstone(2012)은 일반

정서에 대한 정서변화 신념을 측정할 경우 부정 정서에 치우친 신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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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De Castella 등(2013)의 연

구에서는 자기 자신의 정서에 대한 신념이 일반적인 정서에 대한 신념보

다 정신건강에 대한 설명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여러 정서가를 포괄한 정서와 개인이 가진 정서에 대한 정

서변화 신념을 다루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정서 강도, 정서조절방략과 우울

정서 강도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

다. Gohm(2003)에 따르면 정서 강도는 개인이 전형적으로 경험하는 정

서의 세기에 관한 안정적인 개인차로, 정서 강도가 높은 사람은 정서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더 강한 정서적 반응을 보인다.

정서 강도가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개인의 정신건강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정서 강도가 정신건강과 관계를 맺는

방향은 다소 불명확하게 나타났는데, 우울과 정서 강도 간 관계를 다룬

연구들의 경우 정적인 관계(정문수, 조현주, 2012; Flett et al., 1996;

Thorberg & Lyvers, 2006), 부적인 관계가 모두 나타났다(이찬미, 유성

은, 2016).

이러한 비일관성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긍정 정서 강도와 부정 정서

강도를 구분하여 심리적 문제와의 관계를 탐색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용희, 2018; 이지영, 2016; 전상희, 임성문, 2013; Larsen, 2009).

긍정 정서 강도와 부정 정서 강도를 구분했을 때, 긍정 정서 강도는 우

울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부정 정서 강도는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김용희, 2018; 이지영, 2016).

하지만 우울한 사람들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낮은 긍정 정서라는 점

을 고려한다면(Watson et al., 1988) 이는 의외의 결과이다. 따라서 비록

선행 연구에서는 긍정 정서 강도와 우울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두

변인이 다른 변인들을 거쳐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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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서 강도와 우울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정서조절방략

이 있다. 정서조절방략은 정서 강도가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변인 중 하나이다. Westen(1994)은 정서 강도의 차이가 정서에

대한 대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이지영과 김은하(

2018)에 따르면 정서 강도와 정서조절방략 간 관련성이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 긍정 정서 강도는 적응적 정서조절방략, 부적응적 정서조절방

략과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때 긍정 정서 강도에서 부정 정서 강

도와의 공통변량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 중 정

서 표현, 폭식하기 등 행동적 대처와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반추,

걱정 등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방략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한편 부

정 정서 강도는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과 정적 상관, 적응적 정서조절방

략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다른 연구들에서는 정서 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중심 대처의 매개효과(조성은, 오경자, 2007), 부

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정문수, 조현주, 2012), 부정 정서 강도

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과 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의 매

개효과가 나타났다(이지영, 2016). 이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정

서조절방략이 정서 강도와 우울 간 관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

체적으로 긍정 정서 강도는 적응적 정서조절방략과 정적 상관,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부정 정서 강도는 반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서 강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정서조절방략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정서 강도, 정서변화 신념, 반추, 우울의 관계

최근 정서조절방략을 매개하여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

나로 정서변화 신념이 다루어지고 있다(김형택, 현명호, 2019; De

Castella et al., 2013; Ford et al., 2018; Sung et al., 2020). 특히 정서변

화 신념 수준이 높을 때 우울 수준이 낮아지는데, 이 관계를 재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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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De Castella et al., 2013;

Ford et al., 2018). 이에 대해 Ford 등(2018)은 정서변화 신념이 강할수

록 정서를 더 적극적으로 조절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서

경험을 조절 목표로 삼아 정서조절 초기 단계에 개입하는 재평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정서변화 신념과 다른 정서조절방략의 관계에 대해서는 밝혀

진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다. 먼저 두 변인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주장

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즐거움을 극대화시키고 고

통을 감소시키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Higgins, 2011;

Tamir & Mauss, 2011), 정서변화 신념은 유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려는 노력과 관련을 보일 수 있다. 즉, 정서변

화 신념 수준이 높으면 유쾌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적응적 정서조절방

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정서변화 신념 수준이 낮으면 정서를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대신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을 주로 사용할 가능성

이 있다. 두 번째로는 정서변화 신념은 정서 경험에 초점을 둔 신념이기

때문에 정서 경험 단계에 개입하는 방략인 재평가와는 정적 관계가 있지

만, 정서 표현 단계에 개입하는 방략인 표현적 억제와는 관계가 없거나

반응 단계에 개입하는 방략과는 부적 관계를 가진다는 주장이 있다(Ford

et al., 2018; Kneeland, Dovidio, et al., 2016). 마지막으로는 개입 시점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정서조절방략을 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Kneeland, Dovidio, et al., 2016).

정서변화 신념과 구체적인 정서조절방략의 관계에 대한 실제 연구 결

과는 비일관적이지만 어느 정도의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집단을 나누

어 정서변화 신념 수준을 조작한 실험 연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정서

변화 신념이 유도된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적응적 정서조절방략으로

여겨지는 조망확대(perspective-taking)와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으로 여

겨지는 자기비난(self-blame) 수준이 더 높았으며 다른 정서조절방략들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Kneeland, Nolen-Hoeksema, et al.,

2016a). 해당 연구에서는 정서변화 신념 유도 집단에서 자기비난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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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결과에 대해 자기비난이 정서변화에 대한 믿음을 동반했을 때

대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적응적인 면이 있다고 설명하

였다. 마찬가지로 정서변화 신념 수준을 조작한 다른 연구에서는 인지적

재평가를 제외하고는 표현적 억제, 반추, 자기비난, 긍정적 재초점, 인지

적 억제, 수용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Kneeland,

Nolen-Hoeksema, et al., 2016b). 한편 범불안장애 성향 집단을 대상으로

한 김형택과 현명호(2019)의 연구에서 우울과 불안에 대한 부적응적 정

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정서변화 신념이 정서조절방

략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경우, 대체로 적응적 정서조절방략과는 정적

관계,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과는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시사되고

있다. 그러나 정서변화 신념과 구체적인 방략들 간의 관계에 대한 검증

은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반추(Rumination)는 우울의 증상, 의미,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략

으로(Nolen-Hoeksema, 1991), 우울 증상과 정적 상관을 보일 뿐 아니라

(Aldao et al., 2010; Garnefski & Kraaij, 2006; Joormann & Gotlib,

2010) 우울을 강화, 유지시키는 등 우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서조절방략이다(Nolen-Hoeksema, 1991; Nolen-Hoeksema & Morrow,

1991). 반추는 부정 정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략이기 때문에

정서변화 신념과 부적인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선

행 연구에서는 두 변인 간 관계가 유의한 결과(Kneeland & Dovidio,

2020)와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모두 보고되었다(Kneeland,

Nolen-Hoeksema, et al., 2016a; Kneeland, Nolen-Hoeksema, et al.,

2016b).

그런데 최근 반추를 자신의 상황과 성취되지 못한 기준을 비교하는

부정 반추(brooding)와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에 주의를 기울이는 반성

(reflec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Treynor et al.,

2003). 전선영과 김은정(2013)에 따르면 부정 반추와 반성은 우울, 경험

적 회피, 인지적 회피, 행동적 회피와 서로 다른 관계 양상을 보였다. 이

중 부정 반추는 해당 변인들과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 점에서 반추



- 8 -

의 부적응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방략으로 여겨진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반추는 이질적인 하위 유형들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

며, 이 중 부적응적 유형에 해당하는 부정 반추는 정서변화 신념과 부적

관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부정 정서에 대한 정서조절방략인 반추에 대응되는 긍정 정서에

대한 정서조절방략으로 긍정 반추(positive rumination)를 들 수 있다. 긍

정 반추는 긍정적 자기 가치, 긍정 정서 경험, 호의적인 사건을 반복적으

로 생각함으로써 긍정 정서를 유지, 강화시키는 방략이다. 긍정 반추와

우울은 부적 상관을 보인다(김빛나, 권석만, 2014; 원진경, 이인혜, 2018;

정나래, 김은정, 2019; Feldman et al., 2008). 또한 생태순간평가 연구에

서 우울 고집단은 우울 저집단에 비해 긍정 반추를 더 적게 사용하였다

(한수현, 김은정, 2018). 이처럼 긍정 반추는 우울 수준을 낮추는 데에 도

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울과 관련된 개념인 정서변화

신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루어진 바가 없는데, 긍정 반추가 우울의

감소와 관련된 변인이며 여러 정서조절방략이 정서변화 신념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긍정 반추와 정서변화 신념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

가 있다.

한편 정서변화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탐색이 부족한데,

정서 강도가 이러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정서 강도(이지영, 2016;

정문수, 조현주, 2012; 조성은, 오경자, 2007)와 정서변화 신념(김형택, 현

명호, 2019; De Castella et al., 2013; Ford et al., 2018)은 모두 정서조절

방략을 매개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

하고 정서 강도와 정서변화 신념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에 다루어진 바

가 없다.

선행 연구에서는 정서 강도가 정서변화 신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간접적으로 시사되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정서 강도에 따라 정서를 유

발하는 시각 자극의 인지 과정에 차이가 있었다(Larsen & Diener, 1984;

Larsen & Diener, 1987에서 재인용). 정서 강도 수준이 높을수록 자극에

서 묘사된 사건을 개인화하고 자극의 정서적 측면에 집중하며 사건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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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일반화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정서 발생 중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경

향이 약했다. 한편 Flett 등(1996)은 정서 강도가 높은 사람들은 더 강한

정서를 경험하기 때문에 정서조절을 어렵게 인식하여 낮은 정서조절 효

능감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정서조절 효능감은 정서변화 신념과 마찬

가지로 정서조절 관련 신념 중 하나이다. 이로부터 정서 강도가 높으면,

정서 발생 시 정서에 집중하는 경향이 크고 같은 자극에 대해 더 강한

정서를 경험하기 때문에 정서를 고정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을 보일 가

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정서가에 따라 정서 강도가 정서변화 신념에 다르게 작

용할 가능성이 있다. 긍정 정서 강도와 부정 정서 강도가 대체적으로 서

로 반대 방향으로 적응적,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 정신건강과 관계를 가

진다는 점을 고려하면(이지영, 2016; 이지영, 김은하, 2018), 이러한 변인

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서변화 신념에도 정서 강도가 정서가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앞서 살펴본 대로, 정서변화 신념은 정서조절 동기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정서조절 과정의 특성을 결정짓고 더 나아가 정신건강에도 중요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변화 신념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연구가 시작

단계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서변화 신념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측정 도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서변화 신념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

는 ITES(Implicit Theories of Emotion)이며(Tamir et al., 2007), 국내

연구에서도 몇 차례 사용되었다(김형택, 현명호, 2019; 이승진, 성기혜,

2019; Sung et al., 2020). 하지만 이 척도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

구성 개념을 측정하기에는 문항 수가 충분하지 않고, 개발 과정에서 타

당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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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변화 신념을 측정하는 척도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척도로는

Livingstone(2012)이 개발한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Emotional Mindset

Scale)가 있다. Livingstone(2012)은 ITES가 일반 정서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문항으로만 구성되어 부정 정서를 떠올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

하였다. 이에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문항들을 새로 추가하여 일반 정서 전반, 긍정 정서, 부정

정서에 대한 신념을 모두 측정할 수 있게 하였고, 문항 개발 후 타당화

절차를 거쳤다.

한편 신념의 대상이 되는 정서의 차원에 따라 정서변화 신념을 세분

화할 필요성이 있다. 정서변화 신념을 다룬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정

서 차원의 구분 없이 정서 전반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다

루었으나, De Castella 등(2013)은 일반적인 차원의 정서변화 신념과 자

신이 가진 정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인 개인적 차원의 정

서변화 신념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정서조절방략과 우울에 대해 개인적

차원의 정서변화 신념의 설명량이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신건강

관련 변인을 다룸에 있어, 개인적 차원의 정서변화 신념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정서 강도와 우울 간의 관계, 정서변화 신념,

정서조절방략과 우울 간의 관계를 설명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정서 관련 변인들은 따로 다루어져 왔으며, 우울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서적 특성과 정서조절 과정 관련 변인들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다룬 적은 없다. 정서 강도에서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와 이에 대한 정서

조절방략의 매개효과에 더해 정서변화 신념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정서변화 신념은 정서조절 시도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정서조절 과정

의 초기 단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다(Tamir & Mauss, 2011).

따라서 정서변화 신념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정서조절 과정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낮은 긍정 정서를 보이는 우울의 특성을 고려하여 긍정

정서와 관련된 개념들과의 관계를 탐색해보아야 한다. 그동안 기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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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우울을 다룰 때 주로 부정 정서와 관련된 측면을 다루었으나 상

대적으로 긍정 정서와 관련된 측면은 소홀히 다루어진 측면이 있다. 따

라서 긍정 정서 강도, 긍정 반추와 같은 긍정 정서 관련 변인들과의 관

계를 추가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 1과 2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먼저 연구 1에서는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를 일반적인 정서

에서 자신의 정서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 번안한 후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시행하였다. 또한 정서조절 효능감, 지능에 대한 암묵적 이론, 내

외통제성, 정서조절방략, 삶의 만족도, 우울, 불안과의 관련성을 통해 척

도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설문 연구를 통해 정

서 강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변화 신념과 부정 반추, 긍정 반추의 영

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서변화 신념을 측정하는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 타당화하는 작업을 통해 개인의 정서변화 신념이 정신건

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마련하고, 정서 강도가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정서변화 신념과 정서조절방략의 역할을 확인

함으로써 우울 발생에 기여하는 정서조절 과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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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의

번안‧타당화 연구

연구 1에서는 정서변화 신념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를 번안 및 타당화하였다. 정서변화 신념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것으

로 여겨지는 변인 중 하나로,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개념이다. 그러나 국

내에서는 정서변화 신념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

지 못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정서변화 신념을 측정하는 한국어판 도구의 부족

때문이다. 현재 정서변화 신념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는

ITES(Implicit Theories of Emotion Scale; Tamir et al., 2007)로, 국내

연구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김형택, 현명호, 2019; 이승진, 성기혜, 2019;

Sung et al., 2020). 그러나 ITES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 가지

구성 개념을 측정하기에 문항 수가 충분하지 않고 개발 과정에서 타당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정서변화 신념을 측정하기 위한 건전한

심리측정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서변화 신념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로는 Livingstone(2012)의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Emotional Mindset Scale)가 있다. Livingstone은 ITES

가 일반 정서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문항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 경

우 부정 정서를 떠올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문항들을 새로 추가하여 일반 정서 전반, 긍정 정서, 부정 정서에

대한 정서변화 신념을 모두 측정할 수 있게 하였고, 척도 개발 후 타당

화 절차를 거쳤다.

이에 더하여 정서변화 신념에서 다루는 정서의 특성을 명확히 할 필

요가 있다. De Castella 등(2013)은 일반적인 차원의 정서변화 신념과 자

기 정서에 대한 정서변화 신념을 구분하여 정서조절방략과 우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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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인적 차원의 정서변화 신념의 설명량이 더 컸

다. 따라서 개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서변화 신념의 영향을 살펴볼 때,

개인적 차원의 정서변화 신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를 번안하고 타당화하여 정서변

화 신념을 측정하는 한국어판 측정 도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를 번안한 후, 개인 정서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하기 위해

문항의 인칭을 1인칭으로 모두 수정하였다. 다음으로는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에 대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살펴보고 관련된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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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여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R-point 시스템과 서울대를 포함한 국내 대학교

6곳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 220명이 연구에 참여

하였다. 이 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하고 20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

다. 참여자 중 남성은 58명(28%), 여성은 146명(72%)이었으며, 평균 연

령은 만 22.47세(SD = 3.34, 18∼34세)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No. 2006/003-020).

측정도구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Emotional Mindset Scale: EMS). 정서변화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Livingstone(2012)이 제작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

다. Tamir 등(2007)이 개발한 Implicit Theories of Emotion Scale(ITES)

의 4문항에 더해 긍정 정서, 부정 정서에 대해서 증진 이론과 정체 이론

의 정도를 묻는 각 4문항씩을 추가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

점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ITES에 해당하는 4문항은 김형택과 현명호

(2019)가 번안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정서에 대

한 정서변화 신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문항의 주어를 모두 1인칭으로

수정하였다. Livingstone(2012)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서로 다른 표

본에서 .89, .85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느낌에 대한 태도 척도(Korean-language Negative Mood

Regulation Scale: NMR-K). 자신의 부정 정서를 개선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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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atanzaro와 Mearns(1990)가 개발한 자기보

고식 질문지이다.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상에서 평정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 척도를 기반으로 하여 Mearns 등(2013)이 한국

어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Mearns 등(2013)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

도는 .91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91로 나타났다.

정서조절 효능감 척도(Emotion Regulation Self-Efficacy Scale:

ERSE). 정서조절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최세연(2011)이 제작한 자기

보고식 질문지이다. 여러 종류의 정서에 대한 정서조절 효능감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 정서 6문항, 분노 6문항, 슬픔 6문항,

불안 6문항, 고각성 정적 정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 28문항을 포

함하고 있다. 0부터 100까지의 점수에서 10점 단위로 평정한다. 최세연

(2011)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는 .96, 하위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전반적 정서 .90, 분노 .93, 슬픔 .94, 불안 .95, 고각성 정적 정서 .82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내적 합치도는 .97, 하위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전반적 정서 .91, 분노 .94, 슬픔 .95, 불안 .96, 고각성 정적 정

서 .91로 나타났다.

성장지향성 척도(Growth Orientation Scale: GOS). 성장지향성을 측

정하기 위해 경일수 등(2018)이 제작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지능신

념, 과정지향수행태도, 실패‧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운명신념, 재능신념의

5요인으로 구성되어 총 28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5점 척도 상에서 평정

한다. 원 척도는 지능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념인 지능에 대한 암묵적

이론을 측정하는 척도를 이용하여 변별 타당도를 검증했다(Livingstone,

2012). 원 척도와의 비교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능신념을 측정하는 7

문항을 사용하였다. 경일수 등(2018)의 연구에서 지능신념 하위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6으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내외 통제 척도(Internal-External Control Scale: I-E Scale).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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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성을 측정하기 위해 Rotter(1966)가 제작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허구 문항인 6문항을 포함하여 모두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마다 내적 통제에 해당하는 진술과 외적 통제에 해당하는 진술 중 하나

씩을 고르게 하여 허구 문항을 제외하고 내적 통제 진술은 1점, 외적 통

제 진술은 0점으로 채점한다. 차재호 등(1973)가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57로 나타났다.

한국판 정서조절 질문지(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ERQ).

인지적 재평가와 억제를 측정하기 위해 Gross와 John(2003)가 개발한 자

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인지적 재평가를 측정하는 6문항과 억제를 측정하

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0문항이며,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본 연

구에서는 손재민(200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손재민(2005)의 연

구에서 인지적 재평가의 내적 합치도는 .85, 억제의 내적 합치도는 .73으

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재평가는 .87, 억제는 .82로 나타났

다.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SWLS).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Diener 등(1985)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고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명한과 차경호

(1998)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8로

나타났다.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

해서 Radlof(1977)가 제작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전겸구 등(2001)이 번

안, 재구성하여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신체적, 정서적, 대인관계

적 우울 증상을 묻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전겸구 등(200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1로 보고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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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X). 상

태불안과 특성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 등(1970)이 개발한 자기

보고식 질문지이다. 상태불안 척도 20문항과 특성불안 척도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택

(1978)이 번안한 척도 중 특성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8로 나타났다.

절차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의 번안 및 타당화는 다음의 네 단계로 진행되

었다.

1단계: 문항 번안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의 개발자인 Kimberly M. Livingstone으로부터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의 번안을 허가받았다(2020년 4월 29일). 문항의

인칭을 모두 1인칭으로 통일한 후, 연구자가 1차로 문항들을 한국어로

번역한 다음 임상심리학 전공 교수 1명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대학원

생 7명의 검토를 받아 문항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사전 지식이 없는

영어와 한국어 이중 언어 구사자가 문항을 영어로 역번역한 후, 원저자

에게 역번역한 문항과 원 문항의 의미가 동일한지 확인을 받아 최종 문

항을 확정하였다.

2단계: 신뢰도 확인, 탐색적 요인분석

번안된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의 내적 일치도와 문항-총점 간 상관을

구하여 신뢰도를 확인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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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확인적 요인분석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가 원 척도,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1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 2의 자료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4단계: 상관분석을 통한 수렴 타당도 및 변별 타당도, 관련 심리적 특성

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정서변화 신념과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NMR-K, ERSE, 관련성이 낮은 개념을 측정하는 GOS의 지능신념 하위

척도, 내외 통제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

를 확인하였다. 또한 상관분석을 통해 관련된 심리적 특성인 정서조절방

략, 주관적 삶의 만족도, 우울, 불안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통계 분석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한 후, R 3.5.3을 사용하여 정서에 대한 태도 척

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

다. 마지막으로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의 수렴 타당도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고 관련 척도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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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의 문항별 특성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표 1

에 제시하였다. 모든 문항이 왜도의 절대값이 3보다 크거나 첨도의 절대

값이 10보다 크지 않아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Kline, 2011).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의 성차

성별에 따른 정서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성(M = 44.26, SD = 7.24)이

여성(M = 41.08, SD = 8.02)에 비해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가 유

의하게 더 높아, 더 높은 정서변화 신념 수준을 나타냈다, t(202) = 2.63,

p = .009.

문항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1 3.16 0.96 -0.09 -1.12
2 3.62 0.90 -0.66 -0.14
3 3.43 1.06 -0.39 -0.82
4 3.78 0.80 -0.53 0.31
5 3.67 0.90 -0.50 -0.35
6 3.82 0.72 -0.68 1.11
7 3.62 1.00 -0.47 -0.68
8 3.49 0.90 -0.46 -0.43
9 3.41 0.98 -0.51 -0.70
10 3.07 1.03 -0.30 -0.85
11 3.43 0.93 -0.24 -0.82
12 3.49 1.09 -0.37 -0.82

표 1.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 문항의 기술 통계치 (N=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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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의 신뢰도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전체 문항 내적 합치도는 .90이었다. 다음으로는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 문항을 문항에서 다루는 정서의 정서가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았다. 일반 정서에 대한 정서변화

신념을 측정하는 4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78, 긍정 정서 4문항의 내적 합

치도는 .75, 부정 정서 4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74이었다.

정서가에 따라 문항을 구분했을 때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

정서를 다루는 ITES의 4문항, 긍정 정서를 다루는 4문항, 부정 정서를

다루는 4문항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항의 정서가와 관

계없이 모든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p < .001.

다음으로는 수정된 문항-총점 상관계수(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를 살펴보았다.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 결과는 표 4에 제시하

척도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EMS) .90
ITES 4문항 .78
긍정 정서 4문항 .75
부정 정서 4문항 .74

표 2.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의 내적 합치도 (N=204)

1 2 3
ITES 4문항 1 1
긍정 정서 4문항 2 .76*** 1
부정 정서 4문항 3 .80*** .73*** 1

표 3.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의 정서가 간 상관분석 (N=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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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수정된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는 최소 .53에서 최대 .72로, 수용가

능한 기준점인 .30보다 높았다(Nunnally, 1994).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

2 참여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2주 후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를 재실시하

였다. 20명이 재검사에 참여하였고 참여자 중 남성은 7명(35%), 여성은

13명(65%)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만 22.80세(SD=3.50, 18〜33세)였다. 분

석 결과,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p < .001)로 수용가능한 수준이었다.

문항 문항 내용 상관계수
1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항상 나의 긍정 정서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57

2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나는 나의 정서를 실제로 변
화시킬 수는 없다.

.62

3 부정 정서를 느낄 때, 부정 정서를 바꾸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72

4 나는 나의 정서를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68

5 긍정 정서를 경험하는 시기와 방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61

6 나는 나의 부정 정서에 대해 무언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57

7 나의 부정 정서를 변화시키는 것은 보통 불가능하다. .68

8 만일 원한다면, 나는 나의 정서를 변화시킬 수 있다. .69

9 긍정 정서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며, 긍정 정서에 대
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62

10 부정 정서가 아무리 강렬하더라도, 나는 부정 정서를 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53

11 나는 나의 긍정 정서 경험을 조절하고 있다고 믿는다. .65

12 사실, 나는 나의 정서에 대한 통제력이 거의 없다. .67

표 4.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의 수정된 문항-총점 상관계수 (N=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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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그림 1. 스크리 도표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요인 개수를 알아보기 위해 고유값(eigen value)

을 구한 결과, 1 이상인 고유값이 1개였다. 또한 12개 문항을 대상으로

스크리 도표를 그린 결과, 두 번째 요인부터 고유값이 평준화되었다. 따

라서 1개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요인 구조에 대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으로 oblimin 회

전을 실시하였다. 자세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모든 문항의 요인부

하량이 최소 .56에서 최대 .75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다음 분석에

서부터 척도의 모든 문항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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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문항.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 2에서 수집한 자료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1요인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
179.748(df = 54, p < .001), CFI = .869, TLI = .839, RMSEA = .129로,

CFI, TLI, RMSEA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Livingstone(2012)이 원 척도를 정서가 변화 가능하다는 신념과 정서

가 고정되어있다는 신념으로 구분하고 2요인으로 분석을 실시한 것을 참

고하여, 2요인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

문항 문항 내용 요인 1
1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항상 나의 긍정 정서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60

*2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나는 나의 정서를 실제로 변
화시킬 수는 없다.

.66

*3 부정 정서를 느낄 때, 부정 정서를 바꾸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75

4 나는 나의 정서를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71

*5 긍정 정서를 경험하는 시기와 방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65

6 나는 나의 부정 정서에 대해 무언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61

*7 나의 부정 정서를 변화시키는 것은 보통 불가능하다. .72

8 만일 원한다면, 나는 나의 정서를 변화시킬 수 있다. .73

*9 긍정 정서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며, 긍정 정서에 대
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65

10 부정 정서가 아무리 강렬하더라도, 나는 부정 정서를 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56

11 나는 나의 긍정 정서 경험을 조절하고 있다고 믿는다. .68

*12 사실, 나는 나의 정서에 대한 통제력이 거의 없다. .70

표 5.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N=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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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 136.797(df = 53, p < .001), CFI = .912, TLI = .891, RMSEA
= .107로, CFI는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TLI, RMSEA는 근소하게 양호해

졌으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서가에 따라 일반 정서, 긍정 정서, 부정 정서의 3요인

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
202.791(df = 51, p < .001), CFI = .858, TLI = .816, RMSEA = .136으

로 2요인 모형에 비해 적합도 지수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

1요인 모형, 2요인 모형, 3요인 모형 중 2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가장 양호한 편이었으나 2요인 모형의 경우 요인 간 상관이 높아(r(139)

= .75, p < .001) 서로 다른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 척도도 2요

인 모형에서 요인 간 상관이 높게 나타나 1요인 모형을 선택한 바 있다

(Livingstone, 2012). 따라서 최종적으로 1요인 모형을 채택하였다.

 df /df CFI TLI RMSEA (90% CI)

1요인
모형

179.748 54 3.329 .869 .839 .129 [.109, .151]

2요인
모형

136.797 53 2.581 .912 .891 .107 [.085, .129]

3요인
모형

202.791 51 3.976 .858 .816 .136 [.117, .156]

표 6.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의 적합도 지수



- 25 -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와 관련 척도 간 상관분석

평균 표준편차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 41.98 7.92
느낌에 대한 태도 척도 90.43 17.77
정서조절 효능감 척도 1613.48 439.93
정서조절 효능감 척도-전반적 정서 339.36 106.80
정서조절 효능감 척도-분노 347.75 112.50
정서조절 효능감 척도-슬픔 330.39 115.30
정서조절 효능감 척도-불안 306.96 122.09
정서조절 효능감 척도-고각성 정적 정서 289.02 68.10

성장지향성 척도-지능신념 27.79 5.16
내외 통제 척도 6.89 2.34
한국판 정서조절 질문지-인지적 재평가 26.75 6.44
한국판 정서조절 질문지-억제 15.90 5.24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 21.14 6.54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 18.24 11.35
상태-특성 불안 척도-특성불안 47.75 10.08

표 7.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 및 관련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N=204)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와 관련 척도 간 상관분석에 앞서 각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고 다른 심리적 특

성들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는 정서변화 신념과 유사한 개념인 일반화된

부정적인 기분조절 기대를 측정하는 NMR-K, 정서조절 효능감을 측정

하는 ERSE와 각각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r(204) = .77, p < .001;

r(204) = .63, p < .001. 또한 ERSE의 하위 척도인 전반적 정서, 분노,

슬픔, 불안에 대한 정서조절 효능감 척도와도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r(204) = .66, p < .001; r(204) = .55, p < .001; r(204) = .57, p < .001;

r(204) = .54, p < .001. 그러나 고각성 긍정 정서에 대한 정서조절 효능

감 척도와의 정적 상관 수준은 낮았다, r(204) = .21, p = .002. 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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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 전반적으로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는 양호한 수렴 타당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는 정서변화 신념과 관련성이 낮은 개념

인 지능에 대한 암묵적 이론을 측정하는 GOS의 지능신념 하위 척도, 내

적 통제성을 측정하는 내외 통제 척도와 각각 낮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r(204) = .28, p < .001; r(204) = .25, p < .001. 따라서 변별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념상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정서조절방략, 주관

적 삶의 만족도, 우울, 불안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서조절방

략 중 재평가,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r(204) =

.49, p < .001; r(204) = .36, p < .001, 우울, 불안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

다, r(204) = -.54, p < .001; r(204) = -.56, p < .001. 그러나 정서조절

방략 중 억제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r(204) = -.03, p =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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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EMS 1 1
NMR-K 2 .77*** 1
ERSE 3 .63*** .71*** 1
ERSE-G 4 .66*** .75*** .93*** 1
ERSE-A 5 .55*** .58*** .87*** .83*** 1
ERSE-S 6 .57*** .66*** .85*** .80*** .63*** 1
ERSE-X 7 .54*** .63*** .85*** .73*** .63*** .66*** 1
ERSE-P 8 .21** .21** .58*** .41*** .49*** .35*** .39*** 1
GOS-I 9 .28*** .28*** .27*** .25*** .19** .24*** .24*** .19** 1
I-E Scale 10 .25*** .24*** .24*** .29*** .24*** .18** .18** .04 .18* 1
ERQ-R 11 .49*** .46*** .47*** .46*** .45*** .40*** .38*** .24*** .26*** .22** 1
ERQ-S 12 -.03 -.01 .18** .10 .21** .08 .12 .31*** -.08 .02 .24*** 1
SWLS 13 .38*** .45*** .40*** .41*** .30*** .37*** .37*** .14* .32*** .21** -.42*** .01 1
CES-D 14 -.54*** -.64*** -.47*** -.48*** -.38*** -.48*** -.36*** -.18* -.31*** -.22** -.40*** .04 -.51*** 1
STAI-X-2 15 -.56*** -.75*** -.59*** -.61*** -.47*** -.55*** -.50*** -.23*** -.27*** -.28*** -.37*** .05 -.50*** .79*** 1

표 8.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와 관련 변인들 간 상관분석 결과 (N=204)

주. EMS: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 NMR-K: 느낌에 대한 태도 척도, ERSE: 정서조절 효능감 척도, ERSE-G: 정서조절 효능

감 척도-전반적 정서, ERSE-A: 정서조절 효능감 척도-분노, ERSE-S: 정서조절 효능감 척도-슬픔, ERSE-X: 정서조절 효

능감 척도-불안, ERSE-P: 정서조절 효능감 척도-고각성 정적 정서, GOS-I: 성장지향성 척도-지능신념, I-E Scale: 내외 통

제 척도, ERQ-R: 한국판 정서조절 질문지-인지적 재평가, ERQ-S: 한국판 정서조절 질문지-억제, SWLS: 한국판 삶의 만

족도 척도, CES-D: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 STAI-X-2: 상태-특성 불안 척도-특성불안.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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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라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표 10에 제시하였다.

여성 집단은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와 관련 척도 간 상관분석 결과가 전

체 표본에서의 상관분석 결과와 유사했다. 그러나 남성 집단은 여성 집

단, 전체 표본과 달리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와 ERSE의 고각성 정적 정

서 하위 척도 간 상관, r(58) = .17, p = .191,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와

내외 통제 척도 간 상관, r(58) = .22, p = .094, 이 유의하지 않았다. 하

지만 각 상관계수는 성별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z =

0.53, p = .299; z = 0.27, p = .395. 또한 여성 집단은 전체 표본과 유사

하게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와 GOS의 지능신념 하위 척도 간 낮은 수

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r(146) = .19, 남성 집단은 두 변인 간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r(58) = .50, p < .001. 이때 남성 집단과 여

성 집단에서의 상관계수 크기 차이는 유의했다, z = 2.25, p =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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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EMS 1 1
NMR-K 2 .79*** 1
ERSE 3 .50*** .50*** 1
ERSE-G 4 .56*** .61*** .90*** 1
ERSE-A 5 .47*** .48*** .86*** .78*** 1
ERSE-S 6 .33* .30* .77*** .71*** .56*** 1
ERSE-X 7 .41** .43*** .77*** .67*** .52*** .41** 1
ERSE-P 8 .17 .10 .64*** .37** .56*** .39** .36** 1
GOS-I 9 .50*** .36** .36** .36** .33* .18 .36** .16 1
I-E Scale 10 .22 .26* .18 .31* .15 .11 .13 -.04 .35** 1
ERQ-R 11 .53*** .41** .36** .38** .40** .23 .21 .20 .45*** .02 1
ERQ-S 12 -.07 -.15 .15 -.02 .07 .12 .00 .53*** .03 -.18 .32* 1
SWLS 13 .41** .32* .28* .21 .23 .19 .24 .22 .36** .22 .36** .07
CES-D 14 -.50*** -.56*** -.38** -.34** -.38** -.29* -.20 -.31* -.37** -.11 -.33* -.11
STAI-X-2 15 -.58*** -.68*** -.51*** -.55*** -.45*** -.33* -.42** -.26 -.32* -.33* -.29* .05

표 9. 남성 집단의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와 관련 변인들 간 상관분석 결과 (n=58)

주. EMS: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 NMR-K: 느낌에 대한 태도 척도, ERSE: 정서조절 효능감 척도, ERSE-G: 정서조절 효능

감 척도-전반적 정서, ERSE-A: 정서조절 효능감 척도-분노, ERSE-S: 정서조절 효능감 척도-슬픔, ERSE-X: 정서조절 효

능감 척도-불안, ERSE-P: 정서조절 효능감 척도-고각성 정적 정서, GOS-I: 성장지향성 척도-지능신념, I-E Scale: 내외 통

제 척도, ERQ-R: 한국판 정서조절 질문지-인지적 재평가, ERQ-S: 한국판 정서조절 질문지-억제, SWLS: 한국판 삶의 만

족도 척도, CES-D: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 STAI-X-2: 상태-특성 불안 척도-특성불안.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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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EMS 1 1
NMR-K 2 .76*** 1
ERSE 3 .65*** .75*** 1
ERSE-G 4 .67*** .77*** .94*** 1
ERSE-A 5 .55*** .58*** .87*** .84*** 1
ERSE-S 6 .61*** .73*** .87*** .81*** .63*** 1
ERSE-X 7 .55*** .65*** .86*** .73*** .65*** .70*** 1
ERSE-P 8 .25** .30*** .61*** .47*** .51*** .37*** .44*** 1
GOS-I 9 .19* .23** .23** .20* .14 .24** .19* .21* 1
I-E Scale 10 .26** .24** .26** .29*** .27*** .20* .20* .07 .12 1
ERQ-R 11 .46*** .46*** .49*** .47*** .45*** .42*** .41*** .27*** .19* .30*** 1
ERQ-S 12 -.04 -.01 .18* .12 .24** .05 .14 .24** -.12 .09 .20* 1
SWLS 13 .35*** .47*** .41*** .44*** .30*** .39*** .39*** .13 .29*** .21* .43*** -.03 1
CES-D 14 -.52*** -.63*** -.46*** -.49*** -.35*** -.49*** -.36*** -.17* -.27*** -.27*** -.40*** .12 -.52*** 1
STAI-X-2 15 -.54*** -.73*** -.57*** -.59*** -.44*** -.56*** -.48*** -.29*** -.24** -.28*** -.38*** .10 -.51*** .80*** 1

표 10. 여성 집단의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와 관련 변인들 간 상관분석 결과 (n=146)

주. EMS: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 NMR-K: 느낌에 대한 태도 척도, ERSE: 정서조절 효능감 척도, ERSE-G: 정서조절 효능

감 척도-전반적 정서, ERSE-A: 정서조절 효능감 척도-분노, ERSE-S: 정서조절 효능감 척도-슬픔, ERSE-X: 정서조절 효

능감 척도-불안, ERSE-P: 정서조절 효능감 척도-고각성 정적 정서, GOS-I: 성장지향성 척도-지능신념, I-E Scale: 내외 통

제 척도, ERQ-R: 한국판 정서조절 질문지-인지적 재평가, ERQ-S: 한국판 정서조절 질문지-억제, SWLS: 한국판 삶의 만

족도 척도, CES-D: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 STAI-X-2: 상태-특성 불안 척도-특성불안.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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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 문항에서 다루는 정서가에 따라 차이

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들을 정서가에 따라 분류하여

NMR-K, ERSE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세한 결과는 표 11에 제시

하였다. 분석 결과,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의 각 문항에서 NMR-K,

ERSE와의 상관의 양상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의

일반 정서 문항, 긍정 정서 문항, 부정 정서 문항들은 모두 NMR-K,

ERSE, ERSE의 전반적 정서, 분노, 슬픔, 불안 하위 척도와 중간 수준에

서 높은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r(204) = .46∼.80, p < .001. 그러나

ERSE의 고각성 정적 정서 하위 척도와는 모두 낮은 정적 상관을 보였

다, r(204) = .16∼.23, p < .05.

1 2 3 4
EMS-ITES 1 1
EMS-긍정 정서 2 .76*** 1
EMS-부정 정서 3 .80*** .73*** 1
NMR-K 4 .69*** .73*** .70*** 1
ERSE 5 .58*** .62*** .54*** .71***

ERSE-G 6 .61*** .63*** .58*** .75***

ERSE-A 7 .51*** .52*** .47*** .58***

ERSE-S 8 .51*** .55*** .50*** .66***

ERSE-X 9 .48*** .55*** .46*** .63***

ERSE-P 10 .23** .21** .15* .21**

표 11. 정서가에 따른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 문항과 NMR-K, ERSE와

의 상관분석 결과

주. EMS-ITES: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ITES 문항, EMS-긍정 정서: 정서에 대

한 태도 척도-긍정 정서 문항, EMS-부정 정서: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부정 정

서 문항, NMR-K: 느낌에 대한 태도 척도, ERSE: 정서조절 효능감 척도,

ERSE-G: 정서조절 효능감 척도-전반적 정서, ERSE-A: 정서조절 효능감 척도-

분노, ERSE-S: 정서조절 효능감 척도-슬픔, ERSE-X: 정서조절 효능감 척도-불

안, ERSE-P: 정서조절 효능감 척도-고각성 정적 정서.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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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연구 1에서는 정서변화 신념을 측정하는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

(Emotional Mindset Scale: EMS; Livingstone, 2012)를 한국어로 번안하

고 타당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 204명

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 척도와

동일하게 1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적 합치도와 2

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우수한 수준이었다. 요인분석 결과에서

는 1요인 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가에 따라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 문항을 구분했을 때 각 문항은 NMR-K, ERSE, ERSE의 하

위 척도와 유사한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정서에 대

한 태도 척도는 정서가에 따른 하위 척도가 아니라 전체를 단일한 척도

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의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확

인하고,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는 정서변화 신념과 유사한 개념인 일반화

된 부정적인 기분조절 기대를 측정하는 NMR-K, 정서조절 효능감을 측

정하는 ERSE, ERSE의 하위 척도인 전반적 정서, 분노, 슬픔, 불안에 대

한 정서조절 효능감 척도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정서변화 신

념과 관련성이 낮은 개념을 측정하는 GOS의 지능신념 하위 척도, 내외

통제 척도와는 낮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

의 수렴 타당도 및 변별 타당도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 특히 긍정 정서 문항과 고각성 정적

정 정서에 대한 정서조절 효능감 척도와의 정적 상관 수준은 낮았다. 정

서에 대한 태도 척도의 긍정 정서 문항에는 정서조절의 방향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사람들이 즐거움을 증가시키는 것을 기본적인 동기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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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Higgins, 2011) 문항 내용은 긍정 정서를 증

가시키는 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ERSE의

고각성 정적 정서에 대한 정서조절 효능감 척도는 긍정 정서를 감소시키

는 내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의 긍

정 정서 문항은 긍정 정서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측정한다기보다는 긍정 정서의 증가 가능성에 초점을 둔 신념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와 인지적 재평가, 억제, 주관적 삶의 만족도,

우울, 불안과의 상관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는 인지적 재평가,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우울,

불안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는 ERQ의 억

제 하위 척도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원 척도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는데(Livingstone, 2012), 이는 정서변화 신념이 정서 경험

에 개입하는 정서조절방략에는 영향을 주지만, 정서 표현에 개입하는 정

서조절방략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Ford et al.,

2018).

한편 성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변인들 간 상관관계의 차이가 유

의한지를 확인했을 때,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와 GOS의 지능신념 하위

척도 간 상관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 집단은 전체 표본과 유사하

게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남성 집단은 보통 수준의 정적 상

관을 보였다. 이는 정서변화 신념과 지능에 대한 암묵적 이론이, 정서를

표현하기보다는 억제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는 것에 대한 한국사회의

남성성 개념과 모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남성에게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상관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우성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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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 정서 강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변화 신념과 반추의 역할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번안 및 타당화한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를

사용하여 정서 강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변화 신념과 반추의 매개효

과를 확인하였다.

정서 강도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이며, 두 변인의 관계

를 정서조절방략이 매개한다고 알려져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정서 강도

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정서중심 대처의 매개효과(조성

은, 오경자, 2007)와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정문수, 조현주,

2012)가 보고되었다. 특히 최근 정서 강도를 정서가에 따라 구분할 필요

가 제기됨에 따라 정서 강도를 긍정 정서 강도와 부정 정서 강도로 구분

했을 때, 부정 정서 강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과

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이지영, 2016).

그러나 개인적 특성인 정서 강도가 어떻게 특정 정서조절방략의 사용

정도와 연관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때, 정서

변화 신념이 정서 강도와 정서조절방략 간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이 있는

데, 먼저 정서변화 신념은 정서조절 과정의 초기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변인으로써 정서조절방략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여겨

진다(Tamir & Mauss, 2011). 실제로 기존 연구에서 정서변화 신념은 정

서조절방략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De Castella et al., 2013; Ford et al., 2018). 또한 정서변화 신념은 정서

강도와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직접적으로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다

룬 연구는 없으나 기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정서

강도가 높은 경우, 정서 이외의 다른 것을 덜 떠올리고 정서에 집중하며

(Larsen & Diener, 1984; Larsen & Diener, 1987에서 재인용), 경험하는

정서의 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크게 인식하고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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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조절 효능감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Flett et al., 1996). 정서

변화 신념은 정서조절 효능감과 같은 정서조절 관련 신념으로, 이와 유

사한 과정을 통해서 정서 강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서 강

도와 우울 간의 관계를 정서조절방략이 매개하는 과정에서 정서변화 신

념이 추가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서 강도의 정서가를 구분하여 정서변화 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부정 정서 강도는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과 정적 상관, 적응적 정서조절방략과 부적 상관, 정신건강

관련 변인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긍정 정서 강도는 적응적 정서조

절방략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정 정서 강도와의 공통변량을 통제할

경우 일부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이지영, 2016;

이지영, 김은하, 2018). 이로 보아 긍정 정서 강도와 부정 정서 강도는

정서조절과 관련하여 대체로 상반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마

찬가지로 정서변화 신념에도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또한 정서변화 신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매개하는 정서조

절방략으로써 반추(rumination)를 다룰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정

서변화 신념과 반추 간 관계가 유의한 결과(Kneeland & Dovidio, 2020)

와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모두 보고되었다(Kneeland, Nolen-Hoeksema,

et al.. 2016a; Kneeland, Nolen-Hoeksema, et al., 2016b). 그런데 반추를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과 성취되지 못한 기준을 비교하는 부정 반추

(brooding)와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에 초점을 맞추는 반성(reflection)으

로 구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Treynor et al., 2003). 부정 반

추는 반복적으로 우울을 포함한 심리적 부적응과 상관을 보이지만 반성

은 비일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 두 개념은 심리적 부적응과 서로 다

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전선영, 김은정, 2013). 선행 연구

에서 반추와 정서변화 신념과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상

이한 개념들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우울을 포함한

심리적 부적응과 일관된 관련성을 보이는 부정 반추에 초점을 맞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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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한 생태순간평가 연구에서 정서변화 신념과 매일 보고된 부정

반추 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나(Kneeland et al., 2020), 일반

적인 부정 반추 경향과의 관계는 탐색된 바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정

서변화 신념과의 관계를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부정 정서 강도 이외에 긍정 정서 강도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부정 정서 강도와 달리 긍정 정

서 강도는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이지영, 2016). 그러나

우울장애의 특징 중 하나가 긍정 정서의 결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긍정

정서 강도가 다른 변인들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부정 정서 강도와 우울의 관계에 대해 부정 정서에 대처하

는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가 보고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이지영,

2016), 마찬가지로 두 변인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긍정 정서

에 대한 정서조절방략을 고려할 수 있다. 긍정 반추(positive rumination)

는 긍정 정서에 대한 정서조절방략 중 하나로, 긍정적 자기 가치, 긍정

정서 경험, 호의적인 사건을 반복적으로 생각함으로써 긍정 정서를 유지,

강화시키는 정서조절방략이며 우울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김빛나, 권석

만, 2014; 원진경, 이인혜, 2018; 정나래, 김은정, 2019; Feldman et al.,

2008). 정서변화 신념과 유의한 관계가 보고된 정서조절방략 중, 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은 정서변화 신념과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

면(De Castella et al., 2013; Ford et al., 2018 Kneeland,

Nolen-Hoeksema, et al., 2016a; Kneeland, Nolen-Hoeksema, et al.,

2016b), 정서변화 신념이 강할수록 정서조절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적극

적으로 노력하는 경향이 강하여 적응적인 정서조절방략인 긍정 반추를

더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서 강도를 부정 정서 강도

와 긍정 정서 강도로 구분하여 각 변인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정서조절 과정 관련 변인들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정서조절 과정 관련 변인으로는 정서변화 신념, 부정 정서에 대한 정서

조절방략인 부정 반추, 긍정 정서에 대한 정서조절방략인 긍정 반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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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다.

연구 2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정서변화 신념은 부정 정서 강도, 부정 반추, 우울과 부적 상관,

긍정 정서 강도, 긍정 반추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2. 부정 정서 강도는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 경로를 정서변

화 신념과 부정 반추가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가설 3. 긍정 정서 강도는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이 경로를 정서변

화 신념과 긍정 반추가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부정 정서 강도 우울

부정 반추정서변화 신념

- +

-

-+

+

그림 2. 부정 정서 강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변화 신념과

부정 반추의 순차적 매개모형: 이론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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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정서 강도 우울

긍정 반추정서변화 신념

+ -

+

-+

-

그림 3. 긍정 정서 강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변화 신념과

긍정 반추의 순차적 매개모형: 이론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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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여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R-point 시스템과 서울대를 포함한 국내 대학교

3곳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 160명이 연구에 참여

하였다. 이 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하고 139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

다. 참여자 중 남성은 50명(36%), 여성은 89명(64%)이었으며, 평균 연령

은 만 21.88세(SD=3.35, 18∼33세)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No. 2006/003-020).

측정도구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Emotional Mindset Scale: EMS). 연구 1에

서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 1에서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 문항을 정서가에 따라 구분했을 때도 각 문항들이 다른 척도들과

유사한 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ERSE 척도의 하위 척도들과의 상관에서

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를 정서가에 따른 구분 없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

한 내적 합치도는 .92로 나타났다.

정서 강도 척도(Affect Intensity Measure: AIM). 정서를 경험하는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Larsen(1984)이 제작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한정원

(1997)이 번안한 것을 옥수정(2001)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한다. Weinfurt

등(1994)은 긍정 정서성, 부정적 정서 강도, 침착성, 부정적 반응성의 4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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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조를 주장했다. 전상희와 임성문(2013)의 방법을 따라 이 중 긍정

정서 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긍정 정서성을 측정하는 17문항, 부정

정서 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부정적 정서 강도와 부정적 반응성에 해

당하는 16문항을 사용하여 총 33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긍정 정서 강도 .92, 부정 정서 강도 .80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연구 1에서 사용한 척도와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 구한 내적 합치도는 .94로 나타났다.

한국판 반추적 반응 척도(K-RRS). 우울에 대한 반응 양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Nolen-Hoeksema와 Morrow(1991)가 제작한 척도 중 반추적 반

응 양식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4점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Treynor 등(2003)은 우울 증상과의 내

용 혼입 문제가 있는 문항들을 제외하고 부정 반추(brooding) 5문항, 반

성(reflecting) 5문항으로 구성된 총 10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김빛나(2008)의 방법에 따라, 김은정(1993)이 번안한 척도 문항 중

Treynor 등(2003)의 요인분석에서 반추를 측정하는 5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3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긍정 정서 반응 척도(K-RPA). 긍정 정서에 대한 반응 양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Feldman 등(2008)이 제작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빛나와 권석만(2014)이 번안한 척도 중 긍정 반추를 측정하는 8문항을

사용하였다. 김빛나와 권석만(2014)의 연구에서 긍정 반추의 내적 합치

도는 .85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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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분석

연구 2에서 수집한 자료는 R 3.5.3, SPSS 26.0, SPSS Macro Process

3.5(Hayes, 2020)를 사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변인들에 대한 기

술통계분석과 변인들에서 성차가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t 검정을 시

행하였다. 다음으로는 정서 강도, 정서변화 신념, 부정 반추, 긍정 반추,

우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서

강도와 우울 간 관계를 정서변화 신념과 부정 반추, 긍정 반추가 순차적

으로 매개하는 경로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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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분석

연구 2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서변화 신념, 부정 정서 강도, 긍정 정서

강도, 부정 반추, 긍정 반추, 우울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성

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서변화 신념, 긍정 정서 강도, 부정 반추, 긍정 반추는 성차

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정 정서 강도와 우울은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137) = 3.52, p < .001; t(137) = 2.51, p = .013. 따라

서 이후 관련 분석에서 성별을 나누어 분석하거나 성별 효과를 통제하였

다.

*p < .05. ***p < .001.

정서변화 신념, 정서 강도, 반추, 우울 간 상관 관계

정서변화 신념, 부정 정서 강도, 긍정 정서 강도, 부정 반추, 긍정 반

평균(표준편차)
t

전체 남(n=50) 여(n=89)
정서변화 신념 44.88 (8.40) 45.52 (8.26) 44.53 (8.49) 0.67
부정 정서 강도 46.94 (8.83) 43.56 (8.18) 48.84 (8.65) 3.52***

긍정 정서 강도 65.00(13.14) 64.40(12.49) 65.34(13.55) 0.40
부정 반추 11.06 (3.81) 10.42 (3.65) 11.42 (3.86) 1.49
긍정 반추 19.76 (4.83) 19.84 (3.98) 19.72 (5.27) 0.15
우울 16.27(11.47) 13.08(10.53) 18.07(11.64) 2.51*

표 12. 정서변화 신념, 부정 정서 강도, 긍정 정서 강도, 부정 반추, 긍정

반추, 우울의 기술 통계치 및 성차 (N=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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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우울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13에 제시하였다. 상

관분석 결과, 정서변화 신념은 부정 정서 강도, r(139) = -.35, p < .001,

우울, r(139) = -.61, p < .001, 부정 반추, r(139) = -.41, p < .001, 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정서변화 신념은 긍정 정서 강도, r(139) =

.06, p = .496, 긍정 반추, r(139) = .15, p = .082, 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

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또한 부정 정서 강도는 부정 반추, r(139) = .40, p < .001, 우울,

r(139) = .32, p < .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부정 반추는 우

울, r(139) = .64, p < .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가설

2를 다음 절에서 검증하였다.

한편 긍정 정서 강도는 부정 정서 강도, r(139) = .53, p < .001, 부정

반추, r(139) = .21, p = .016, 긍정 반추, r(139) = .48, p < .001, 와 유의

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우울, r(139) = .05, p = .601, 과는 유의한 상

관을 보이지 않았다. 긍정 반추는 긍정 정서 강도, r(139) = .48, p <

.001, 와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정 정서 강도, r(139) = .14,

p = .099, 우울, r(139) = -.11, p = .193, 부정 반추, r(139) = -.04, p =

.632, 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긍정 정서 강도와 긍정

반추가 정서변화 신념, 우울과 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한 가설 3과는 일치

하지 않는 결과이다.

추가적으로 남녀를 구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14와 표

1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전체

표본과 여성 표본에서 부정 반추와 긍정 정서 강도 간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남성 표본에서는 그 상관이 유의하였다, r(50) = .29,

p = .042. 이때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r(89) = .16, p = .134에서의 상

관계수 크기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z = 0.76, p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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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정서변화 신념 1 1
부정 정서 강도 2 -.35*** 1
긍정 정서 강도 3 .06 .53*** 1
우울 4 -.61*** .32*** .05 1
부정 반추 5 -.41*** .40*** .21* .64*** 1
긍정 반추 6 .15 .14 .48*** -.11 -.04 1

표 13.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와 관련 변인들 간 상관분석 결과

(N=139)

*p < .05. ***p < .001.

1 2 3 4 5 6
정서변화 신념 1 1
부정 정서 강도 2 -.43** 1
긍정 정서 강도 3 -.02 .65*** 1
우울 4 -.69*** .41** .20 1
부정 반추 5 -.28* .39** .29* .61*** 1
긍정 반추 6 .12 .29* .44* -.08 .03 1

표 14. 남성 집단의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와 관련 변인들 간 상관분석

결과 (n=50)

*p < .05. **p < .01. ***p < .001.

1 2 3 4 5 6
정서변화 신념 1 1
부정 정서 강도 2 -.31** 1
긍정 정서 강도 3 .10 .49*** 1
우울 4 -.58*** .22* -.04 1
부정 반추 5 -.47*** .38*** .16 .65*** 1
긍정 반추 6 .16 .10 .50*** -.13 -.07 1

표 15. 여성 집단의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와 관련 변인들 간 상관분석

결과 (n=89)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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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정서 강도, 정서변화 신념, 부정 반추, 우울의

관계

본래는 가설 2와 가설 3을 설정하여 정서 강도를 부정 정서 강도와

긍정 정서 강도로 구분하고, 각 정서 강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변화

신념과 부정 반추, 긍정 반추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계획하였

다. 그러나 상관분석 결과 긍정 정서 강도와 긍정 반추는 정서변화 신념,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상관분석 결과 유의한 상

관을 보인 부정 정서 강도와 우울에 대해서만 두 변인의 관계에서 정서

변화 신념과 부정 반추가 순차적으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하여 가

설 2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PROCESS macro model 6을 적용하여 부트

스트래핑을 5,000번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검증을 실시하였고, 독립변인

을 부정 정서 강도, 종속변인을 우울, 매개변인을 정서변화 신념과 부정

반추로 설정하였다. 이때 부정 정서 강도, 우울에 대해 유의한 성차가 나

타난 점을 고려하여 남성을 1, 여성을 0으로 코딩한 더미변수를 생성한

후 성별을 공변량으로 설정하였다.

부트스트래핑 시행 결과는 표 16과 표 17에 제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직접 경로 중 부정 정서 강도에서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를 제외하고 모

든 경로가 효과크기의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였다. 부정

정서 강도에서 정서변화 신념으로 가는 경로, β = -.3651, p < .001, 정

서변화 신념에서 부정 반추로 가는 경로, β = -.3058, p < .001, 정서변

화 신념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 β = -.4330, p < .001, 는 부적 효과계수

를 보였고, 부정 정서 강도에서 부정 반추로 가는 경로, β = .2849, p <

.001, 부정 반추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 β = .4732, p < .001, 는 정적 효

과계수를 보였다.

한편 변인들 간의 간접 경로는 모두 효과크기의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였다. 즉, 부정 정서 강도가 정서변화 신념을 매개

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β = .16, 95% CI = [.08, .25], 부정 반

추를 매개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β = .13, 95% CI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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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정서변화 신념과 부정 반추 모두를 매개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β = .05, 95% CI = [.02, .10], 가 모두 유의하였다. 따라서 부정 정

서 강도에서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를 정서변화 신념과 부정 반추가 순차

적으로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순차적 매개모형을 검증

한 결과 얻은 최종 경로모형을 그림 2로 나타냈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95% CI F  LL UL F df1 df2

정서변화
신념

성별 -.84 1.46 -.05 .58 -3.73 2.04
9.75*** 2 136 .13부정

정서강도
-.35 .08 -.37 -4.36*** -.50 -.19

부정
반추

성별 -.21 .62 -.03 -.21 -1.43 1.01

14.36*** 3 135 .24
부정

정서강도
.12 .04 .28 3.41*** .05 .19

정서변화
신념

-.14 .04 -.31 -3.82*** -.21 -.07

우울

성별 -3.41 1.40 -.14 -2.44* -6.17 -.64

46.12*** 4 134 .58

부정
정서강도

-.08 .08 -.06 -.95 -.25 .09

정서변화
신념

-.59 .09 -.43 -6.86*** -.76 -.42

부정
반추

1.43 .19 .47 7.35*** 1.04 1.81

표 16. 부정 정서 강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변화 신념과 부정 반추의

순차적 매개분석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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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β
95% CI

LL UL
간접 효과 .45 .07 .35 .21 .48

부정 정서 강도
→ 정서변화 신념 → 우울

.21 .04 .16 .08 .25

부정 정서 강도
→ 부정 반추 → 우울

.18 .05 .13 .04 .24

부정 정서 강도
→ 정서변화 신념

→ 부정 반추 → 우울
.07 .02 .05 .02 .10

표 17. 부정 정서 강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변화 신념과 부정 반추의

순차적 매개효과: 부트스트랩 결과

부정 정서 강도 우울

부정 반추정서변화 신념

β = -.37*** β = .47***

β = -.31***

β = -.43***β = .28***

β = -.06

그림 4. 부정 정서 강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변화 신념과

부정 반추의 순차적 매개모형
***p < .001.

한편 남성과 여성에 대해 각각 순차적 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전반

적으로 전체 표본에 대한 경로모형 검증 결과와 유사했지만 정서변화 신

념에서 부정 반추로 가는 경로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정서

변화 신념에서 부정 반추로 가는 경로가 부적으로 유의했지만, β = -.39,

p < .001, 남성의 경우 해당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β = -.14, p =

.347. 또한 남성 집단에서 부정 정서 강도에서 부정 반추를 거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β = .15, 95% CI = [-.00, .32], 와, 부정 정서 강도

에서 정서변화 신념, 부정 반추를 거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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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95% CI = [-.03, .10], 는 유의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표는 부록에 제

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정 정서 강도와 정서변화 신념의 선후 관계가 반대로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부정 정서 강도와 정서변화 신념의 위치

를 바꾸어 PROCESS macro model 6을 적용하여 부트스트래핑을 5,000

번 시행하였다. 그러나 PROCESS macro는 회귀분석에 기반한 분석 방

법으로, 두 변인의 위치를 바꾼 결과가 기존 결과와 큰 차이가 없어 분

석 결과만으로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설정한 기존 모형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

였다. 자세한 결과는 표 18, 표 19에 제시하고 모형을 그림 5로 나타냈

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95% CI F  LL UL F df1 df2

부정
정서강도

성별 -4.93 1.41 -.27 -3.49*** -7.72 -2.14
16.52*** 2 136 .20정서변화

신념
-.35 .08 -.34 -4.36*** -.51 -.19

부정
반추

성별 -.21 .62 -.03 -.34 -1.43 1.01

14.36*** 3 135 .24
정서변화
신념

-.14 .04 -.31 -3.82*** -.21 -.07

부정
정서강도

.12 .04 .28 3.41*** .05 .19

우울

성별 -3.41 1.40 -.14 -2.44* -6.17 -.64

46.12*** 4 134 .58

정서변화
신념

-.59 .09 -.43 -6.86*** -.76 -.42

부정
정서강도

-.08 .08 -.06 -.95 -.25 .09

부정
반추

1.43 .19 .47 7.35*** 1.04 1.81

표 18. 부정 정서 강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변화 신념과 부정 반추의

순차적 매개분석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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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β
95% CI

LL UL
간접 효과 -.23 .07 -.17 -.37 -.11

정서변화 신념
→ 부정 정서 강도 → 우울

.03 .03 .02 -.04 .09

정서변화 신념
→ 부정 반추 → 우울

-.20 .06 -.14 -.32 -.09

정서변화 신념
→ 부정 정서 강도
→ 부정 반추 → 우울

-.06 .03 -.05 -.12 -.02

표 19. 정서변화 신념과 우울의 관계에서 부정 정서 강도와 부정 반추의

순차적 매개효과: 부트스트랩 결과

정서변화 신념 우울

부정 반추부정 정서 강도

β = -.34*** β = .47***

β = .28***

β = -.06β = -.31***

β = -.43***

그림 5. 정서변화 신념과 우울의 관계에서 부정 정서 강도와

부정 반추의 순차적 매개모형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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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연구 2에서는 정서 강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정서변화

신념과 부정 반추, 긍정 반추의 순차적인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 139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변화 신념과 부정 정서 강도, 우

울, 부정 반추 간 상관은 유의했다. 정서변화 신념과 부정 정서 강도 간

부적 상관이 나타난 것은 정서 강도 수준에 따라 정서조절에 대한 개인

의 신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선행 연구와 일관된 것이다

(Flett et al., 1996). 또한 정서변화 신념과 우울, 부정 반추 간 부적 상관

이 나타난 것은 정서변화 신념이 정신건강의 부정적 측면과 부적으로 상

관을 보이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김형택, 현명호, 2019;

De Castella et al., 2013; Ford et al., 2018; Kappes & Schikowski,

2013; King & dela Rosa, 2019; Romero et al., 2014; Schleider &

Weisz, 2016).

둘째, 부정 정서 강도와 우울의 관계를 정서변화 신념과 부정 반추가

순차적으로 매개하였다. 높은 수준의 부정 정서 강도는 낮은 수준의 정

서변화 신념, 높은 부정 반추 경향을 통해 높은 우울 수준이 나타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부정 정서 강도에서 우울로 이어지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정서변화 신념과 부정 반추를 거치는 간접 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개

인의 정서적 특성이 우울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서에 대한 인지적 태도

와 정서조절방략이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정서조절 과정에서의 변화를

통해 우울 수준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여성 집단에서는 정서변화 신념에서 부정 반추로 이어지는 경로

가 부적으로 유의했지만 남성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부정

정서 강도에서 부정 반추를 거쳐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와 부정 정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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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정서변화 신념, 부정 반추를 거쳐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의 간접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즉, 남성은 부정 반추를 사용할 때 인지적 요소

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부정 정서 강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

정에서 부정 반추의 사용이 큰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하

지만 남성 집단의 표본 수가 여성에 비해 적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

한 표본을 확보했을 때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날 수 있다.

셋째, 가설과 달리 정서변화 신념은 긍정 정서 강도 및 긍정 반추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정서변화 신념을 측정하는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에서 다루는 긍정 정서와 긍정 정서 강도, 긍정 반추를

측정하는 AIM, K-RPA에서 다루는 긍정 정서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사람들이 즐거움을 증가시키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Higgins, 2011), 긍정 정서는 주로 정서조절을 통해 경험하고

자 하는 목표 정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서조절에 대한 신념을 묻는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의 특성상 긍정 정서 문항에서의 긍정 정서는 정

서조절 과정의 목표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AIM과 K-RPA

에서는 긍정 정서를 느끼는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해당 척도에서의 긍

정 정서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되는 정서로서 인식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

넷째, 우울은 긍정 정서 강도, 긍정 반추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

았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우울과 긍정 정서 강도 간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던 결과(이지영, 2016)와는 일치한다. 그렇지만, 우울의 특징 중 하나

가 긍정 정서의 결여이고, 특히 기존 연구에서 우울과 긍정 반추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는 점(강보라, 김은정, 2020; 김빛나, 권석

만, 2014)을 고려한다면 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우울과

긍정 정서 강도 간 상관이 유의하게 나오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다. 긍정 정서 강도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한

AIM의 긍정 정서 강도 문항들은 긍정 정서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일

반적인 긍정 정서를 다룬다. 그런데 한 연구에 따르면 우울 증상 집단은

행복, 자긍심, 즐거움에 관한 영상을 보았을 때 비우울 증상 집단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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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긍심 영상에서 행복을 덜 느꼈으나 나머지 영상과 다른 긍정 정서에서

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Gruber et al., 2011). 이는 우울이 모든 긍정

정서에 대한 반응성이나 경험과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류의

긍정 정서와만 유의한 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긍정 정서 강도와 우울 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우울이 특정한 긍정 정서와 관계를 갖기 때문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우울과 긍정 반추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은 다

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두 변인 사이에 약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기 때문에 충분한 표본이 확보된다면 유의 수준에 이를 수

도 있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긍정 반추와 우울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으로 인해 두 변인 간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 연구에서는 긍정 반추와 우울 간 유의한 상관과 함께 긍정 반추가 우

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서전적 기억 특정성의 조절효과가 보고되었

다(강보라, 김은정, 2020). 이처럼 긍정 반추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조절

변인 또는 매개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긍정 반추와

우울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

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설 모형에서 부정 정서 강도와 정서변화 신념의 위치를

바꾸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분석 방법 특성상 기존 결과와 큰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설정한 가설 모형

을 채택하였다. 정서 강도는 정서를 어느 강도로 경험하는지를 의미하는

안정적인 개인차 변인으로(Larsen & Diener, 1987), 정서변화 신념 형성

에 기여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두

변인의 관계에 대한 추후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요약하면, 연구 2에서는 우울과 정서조절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

펴보고, 정서 강도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정서변화 신념과 반추의 역할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정 정서 강도에서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

해 정서변화 신념과 부정 반추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53 -

종 합 논 의

적절한 정서조절은 정신건강 유지에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정서변

화 신념은 정서조절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김형택, 현

명호, 2019; De Castella et al., 2013; Ford et al., 2018). 이러한 중요성

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에서는 정서변화 신념이 충분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변화 신념을 측정하는 도구의 한국어

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척도를 이용하여 정서 강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변화 신념과 반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Livingstone(2012)의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Emotional

Mindset Scale)를 번안 및 타당화하였다. 이때 원 척도의 문항을 모두 1

인칭으로 수정하여 자신의 정서에 대한 정서변화 신념을 의미하도록 만

들었다. 분석 결과,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의 내적 합치도와 수정된 문항

-총점 간 상관은 양호하였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원 척도와 동

일하게 1요인으로 구성되고 요인 부하량이 양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1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충분히 양호하지는 않았다. 그

러나 척도를 정서가 변화 가능하다는 신념과 정서가 고정되어있다는 신

념으로 구분한 2요인 모형에 대해 분석을 실시했을 때 적합도 지수가 월

등히 개선되지는 않았으며 두 요인 간 상관이 높게 나타났고, 정서가에

따라 구분한 3요인 모형 역시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지 않았다. 따라서 1

요인 구조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이에 더하여, 문항을 정서가에 따라

구분했을 때 문항 간 상관이 높았고, 다른 척도들과도 유사한 관계를 보

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가 단일한 개념을 측정

하고 있으며, 척도 전체를 단일 척도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관분석 결과에서는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들과 높은 정적 상관

을 보이고 유사성이 낮은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들과 낮은 상관을 보여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또한 개념적으로 정서변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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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주관적 삶의 만족도, 인지적 재평가

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우울, 불안과 부적 상관을 보여 척도가 정서변화

신념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정서 강도, 우울, 정서변화 신념, 부정 반추, 긍정 반추

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정서변화 신념은 부정 정서 강도와 정적 상관, 부

정 반추, 우울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긍정 정서 강도, 긍정 반추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가설 1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

과를 통해 정서변화 신념과 우울 간의 관계를 재확인할 뿐 아니라, 정서

변화 신념과 부정 정서 강도, 부정 반추와의 관계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로 유의한 상관을 보인 부정 정서 강도, 우울, 정서변화 신념, 부정

반추에 대해, 부정 정서 강도와 우울의 관계를 정서변화 신념과 부정 반

추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경로모형을 설정하였다. 해당 모형에 대해 성

별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가설 2가 지지되었다. 이는 정서 강도에 따

라 정서조절과 관련된 개인의 신념이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을 지지하는

것이다(Flett et al., 1996). 또한 정서 강도와 우울의 관계에서의 정서조

절방략의 매개효과(이지영, 2016; 정문수, 조현주, 2012; 조성은, 오경자,

2007), 정서변화 신념과 우울의 관계에서의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김

형택, 현명호, 2019; De Castella et al., 2013; Ford et al., 2018)에 대한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남성 집단에서는 정서변화 신념에서 부정 반추로 이어지는 경로

의 직접 효과와 부정 정서 강도에서 부정 반추를 거쳐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 부정 정서 강도에서 정서변화 신념, 부정 반추를 거쳐 우울로 이어

지는 경로의 간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여

성보다 정서인식명확성이 수용에 이르는 경로의 효과가 약했다(김영자,

정남운, 2016). 남성 집단에서 정서변화 신념이 부정 반추로 이어지는 경

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이처럼 남성에서 정서 관련 인지적 요소가 정

서조절방략 사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부정 정서를 경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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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우울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부정 반추의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남성 집단의 적은 표본 수로 인해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긍정 정서 강도와 긍정 반추가 정서변화 신념,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가설 3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는 정서변화 신념이 부정 정

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는 전

반적 정서, 긍정 정서, 부정 정서 모두에 대한 정서변화 신념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척도로, 긍정 정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Livingstone, 2012), 전체 척도뿐 아니라 긍정 정서 문항도 부정 정서

관련 변인들과는 상관을 보이는 반면 긍정 정서 관련 변인들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정서변화 신념 자체가 부정 정서에 치우쳐 있는 개

념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긍정 정서 강도, 긍정 반추와 우울의 관계

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예, 자서전적 기억의 특정성; 강보라, 김

은정, 2020)이 존재할 가능성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정서

조절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인 정서변화 신념을 다루었다. 기존

연구들은 정서조절 과정을 다룰 때 주로 정서조절방략에 초점을 두었으

며 정서변화 신념은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정서변화 신념에 초점을 두고 다른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통

해 정서변화 신념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서변화 신념은 다른 정

서조절 관련 신념들에 비해 근본적인 수준의 신념으로, 정서변화 신념에

대한 이해가 다른 신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서

조절 과정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정서변화 신념을 측정하는 한국어판 척도를 마련하였

다. 기존에 사용되던 ITES의 경우, 원 척도가 적절한 개발 과정을 통해

개발되지 않았으며 국내에서도 정식으로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반면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의 원 척도는 문항 개발 과정과 타당화 과정

을 거쳐 건전한 심리측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검증된 척도이

다. 또한 문항에서 사용하는 인칭을 통일하지 않아 어떤 정서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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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는지 불명확했던 원 척도의 문항을 1인칭으로 수정함으로써 개인의

정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에 대해 좀 더 많은 설명량

을 가진 개인 정서에 대한 정서변화 신념을 측정하는 척도를 마련하였

다.

셋째, 본 연구는 부정 정서 강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

서조절 과정의 역할을 탐색하였으며, 특히 정서조절 과정 관련 변인으로

기존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진 변인인 정서조절방략뿐 아니라 정서변화

신념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으로 정서조절 과정을 다루었다. 이를

통해 정서변화 신념의 변화를 통해 적응적인 정서조절방략을 사용하고

더 나아가 우울 수준이 개선될 가능성을 발견함으로써, 정서변화 신념이

우울장애 치료에 대해 가지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정서변화 신념은 정

서조절의 시작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자 다른 정서조절 관련 신념

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념으로, 이에 대한 개입이 원활한 정서조절

을 위한 근본적인 개입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부정 정서 강도와 정서

변화 신념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정서변화 신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

는 개인 특성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서변화 신념에 대한 개입 방

법을 고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

속 연구에서는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 특히 긍정 정서 문항이 다루는

정서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가 긍정

정서 강도, 긍정 반추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척도

가 측정하는 것이 부정 정서를 조절하는 것에 대한 신념일 가능성이 있

다. 또한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에서 일반 정서, 긍정 정서, 부정 정서를

다루는 문항 모두가 정서가와 관계없이 다른 척도들과 유사한 관계를 맺

고 있고, 특히 긍정 정서 문항이 긍정 정서를 다루는 척도보다 부정 정

서를 다루는 척도와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는 척도의 긍정 정서 문항이 단순히 긍정 정서에 대한 정서변화 신념을

측정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척

도의 특성을 추가로 탐색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를 통해 긍정 정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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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중심으로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의 특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서 강도와 정서변화 신념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근거로 변수 간의 관계를 설정한 후,

동일 시점의 측정치에 대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가설적으로 설정한 관계로, 두 변수의 인과관계를 확인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실험, 종단 연구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서 강도는 개인차 변인으로, 이외에 스트레스 사건과 같이 정서변화

신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외부 요

인이 정서 강도와 정서변화 신념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

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서변화 신념에 대한 개입과 이로 인한 심리적 변화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정서변화 신념은 치료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이다. 불안의 고정성에 대한 신념을 수정하는 것은 사회불안장애의

인지행동치료의 핵심 요소이다(De Castella et al., 2015). 또한 실제로 정

서변화 신념을 조작한 연구들이 있다. Kneeland, Nolen-Hoeksema 등

(2016a)의 연구에서 정서의 속성에 대한 가상의 글을 읽게 하여 정서변

화 신념을 조작했을 때, 정서변화 조건에서는 부정 정서에 대해 유의하

게 조망확대 수준이 증가하였고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수용을 제외

한 다른 방략들의 사용 경향이 더 높았다. 부적응적인 방략으로 여겨지

는 자기비난 수준도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이는 정서변화에 대한 믿음

과 동반되었을 때 적극적인 대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Smith 등(2018)의 연구에서는 한 달 동안의 온라인 개

입을 시행한 결과, 정서변화 신념을 비롯한 정서에 대한 신념이 적응적

인 내용으로 변화하였고 교내에서의 정신건강 수준이 향상되었다. 이러

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정서변화 신념을 변화시킴으로써 정신건강을 증

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20대가 주인 일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

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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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는 정서변화 신념을 측정

하는 척도를 마련한 점, 정서 강도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 정서조절

과정을 검증함으로써 정서변화 신념과 관련한 치료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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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정서에 대한 태도 척도(EMS)1)

다음의 문항들은 정서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알맞은 번호를 선택해주십시오. 몇몇 문항들은 서로 비슷해 보일 수 있

지만, 중요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다음의 척

도 상에서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해주십시오.

1) 원 척도에서는 문항에서 사용하는 주어의 인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나, 개

인의 정서에 대한 정서변화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원 저자의 동의 하에 모든

문항의 주어를 1인칭으로 수정하였다.

1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항상 나의 긍정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2 3 4 5

2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나는 나의 정서
를 실제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1 2 3 4 5

3 부정 정서를 느낄 때, 부정 정서를 바꾸기 위
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1 2 3 4 5

4 나는 나의 정서를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
다. 1 2 3 4 5

5 긍정 정서를 경험하는 시기와 방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1 2 3 4 5

6 나는 나의 부정 정서에 대해 무언가 조치를 취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1 2 3 4 5

7 나의 부정 정서를 변화시키는 것은 보통 불가
능하다. 1 2 3 4 5

8 만일 원한다면, 나는 나의 정서를 변화시킬 수
있다. 1 2 3 4 5

9 긍정 정서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며, 긍정
정서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1 2 3 4 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 2 ··· 3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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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정 정서가 아무리 강렬하더라도, 나는 부정
정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
다.

1 2 3 4 5

11 나는 나의 긍정 정서 경험을 조절하고 있다고
믿는다. 1 2 3 4 5

12 사실, 나는 나의 정서에 대한 통제력이 거의
없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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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느낌에 대한 태도 척도(NMR-K)

본 질문지는 사람들이 속상하거나 기분이 언짢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다

고 믿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진

솔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본 질문지

는 귀하가 실제로 혹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

지 귀하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항

을 신중하게 읽고 귀하가 믿고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해주십

시오.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문항의 내용에 대하여 매우 반대하면 1번 ‘매우 그렇지 않다’에, 반대

하는 정도가 찬성하는 정도보다 조금 더 강하면 2번 ‘그렇지 않은 편이

다’에, 반대와 찬성의 정도가 같으면 3번 ‘중간이다’에, 찬성하는 정도가

반대하는 정도보다 조금 더 강하면 4번 ‘그런 편이다’에, 그리고 매우 찬

성하면 5번 ‘매우 그렇다’를 선택해주십시오.

속상하고 언짢을 때,
나는 다음과 같이 할 것으로(혹은 할 수 있을 것
으로) 믿는다.

1 대체적으로 내 자신의 기분을 북돋을 수 있
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2 내 방에 가면 계속 기분 나쁜 것을 생각하
게 될 것이다. 1 2 3 4 5

3 보다 즐거웠던 시간을 생각하면서 기분이
괜찮아질 것이다. 1 2 3 4 5

4 내 자신의 도덕성이나 가정교육은 내가 기
분 나쁜 정서로부터 쉽게 빠져 나오도록 하
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1 2 3 4 5

5 다른 사람들이 내 성격을 비난할 거라고 생
각하면서 기분이 더 나빠질 것이다. 1 2 3 4 5

6 내가 왜 기분이 나쁜지 그 이유를 알면 기
분이 좋아질 것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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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상황에서 무언가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해
도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1 2 3 4 5

9 좋은 점들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함으로써 기
분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1 2 3 4 5

10 내 자신을 진정시키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
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11 내가 우울해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우울해 질 것이다.

1 2 3 4 5

12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려
울 것이다. 1 2 3 4 5

13 내 자신이 속상한 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 기분이 더 나빠질 것이다. 1 2 3 4 5

14 아마 결국에는 더 우울하게 될 것이다. 1 2 3 4 5
15 내가 다른 사람들 눈에 쉽게 좌절하는 미성

숙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속상해할 것이다.

1 2 3 4 5

16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계획하는 것
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2 3 4 5

17 나는 원래 낙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분 나쁜 상태에서 쉽게 빠져 나올 수 있
을 것이다.

1 2 3 4 5

18 속상하게 한 것에 대해 아주 쉽게 잊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19 밀린 일을 하면 내 기분이 진정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1 2 3 4 5

20 평소 즐기는 것을 즐겁게 할 수 없을 것이
다. 1 2 3 4 5

21 편안해 질 수 방법을 곧바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22 내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더욱
기분이 가라앉을 것이다. 1 2 3 4 5

23 오랫동안 속상해 할 것이다. 1 2 3 4 5

24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기분
이 더 가라앉을 것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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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친구와 얘기를 나누면 빨리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1 2 3 4 5

27 내 자신에 대해 낙담하기 시작할 것이다. 1 2 3 4 5

28 결국에는 모든 것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
각해도 내 기분은 별로 좋아지지 않을 것이
다.

1 2 3 4 5

29 그런 상황에서도 유머를 찾아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30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낄 것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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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정서조절 효능감 척도(ERSE)

아래의 문항을 읽고 ‘자신감’ 항목에 귀하가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자신

있게 그것들을 할 수 있는지 평정하십시오. 귀하의 자신감의 정도를 아

래에 주어진 0부터 100까지의 척도를 사용하여 10점 단위로 빈 칸에 표

시하십시오.

전혀

할 수

없다.

아주

확실히

할 수

있다.
0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자신감

1 나는 언제든지 내 마음을 잘 진정시킬 수 있다.

2 나는 불쾌한 기분에서 잘 벗어날 수 있다.

3 나는 어떤 감정 상태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할 수
있다.

4 나는 기분이 나빠도 중요한 일을 잘 할 수 있다.

5 나는 불쾌한 기분일 때 기분이 나아지게 할 수 있다.

6 나는 기분이 나쁠 때 기분전환을 할 수 있다.

7 나는 화가 날 때 내 마음을 잘 진정시킬 수 있다.

8 나는 화난 기분에서 잘 벗어날 수 있다.

9 나는 화가 나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할 수 있다.

10 나는 화가 나도 중요한 일을 잘 할 수 있다.

11 나는 화가 날 때 기분전환을 할 수 있다.

12 나는 화가 날 때 기분이 나아지게 할 수 있다.

13 나는 슬플 때 내 마음을 잘 진정시킬 수 있다.

14 나는 슬픈 기분에서 잘 벗어날 수 있다.

15 나는 슬플 때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할 수 있다.

16 나는 슬플 때에도 중요한 일을 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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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나는 불안할 때 내 마음을 잘 진정시킬 수 있다.

20 나는 불안한 기분에서 잘 벗어날 수 있다.

21 나는 불안할 때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할 수 있다.

22 나는 불안할 때에도 중요한 일을 잘 할 수 있다.

23 나는 불안할 때 기분전환을 할 수 있다.

24 나는 불안할 때 기분이 나아지게 할 수 있다.

25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들뜨지 않도록 잘 진정시킬 수
있다.

26 나는 필요하다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흥분되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27 나는 기분이 좋아서 들떠있을 때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할 수 있다.

28 나는 기분이 좋아서 들떠있을 때에도 중요한 일을 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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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성장지향성 척도(GOS)2)

다음의 문항의 내용에 대해 귀하가 얼마나 동의하는지 적절한 숫자를 선

택해주십시오.

2) 성장지향성 척도 중 지능신념 하위 척도에 해당되는 문항들이다.

1 나의 지능은 학습과 노력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1 2 3 4 5

2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다. 1 2 3 4 5

3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의 지능은 바뀔
수 있다. 1 2 3 4 5

4 배움을 통한 지능의 변화는 충분히 가능하
다. 1 2 3 4 5

5 나의 재능은 향상될 수 있다. 1 2 3 4 5

6 비록 재능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충
분히 향상될 수 있다. 1 2 3 4 5

7 나는 항상 나의 똑똑한 정도를 크게 바꿀 수
있다.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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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내외 통제 척도(I-E Scale)

①이나 ② 둘 중에서 자신의 생각과 가깝다고 느껴지는 의견만 선택해주

십시오.

1 ① 아이들이 빗나가는 것은 부모가 너무 야단을 치기 때문이다.
② 아이들이 빗나가는 것은 부모가 너무 얼러 기르기 때문이다.

2 ① 일어날 일은 기어코 일어나고야 만다.
② 노력하지 않고 운수만 믿을 때에는 결과가 아주 좋지 않다.

3 ① 세상은 착실한 사람이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② 착실히 사는 것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다.

4 ① 자식은 가르치기 나름이다.
② 아무리 가르치려 해도 안 될 아이는 안 된다.

5 ① 사람은 모두 이기적이다.
② 사람의 본성은 남을 돕기를 좋아한다.

6 ① 계획만 잘 짜면 일은 다 된 것이나 다름없다.
②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운이 나빠 그르치는 수가 있다.

7 ① 하려고만 하면 부정부패는 일소할 수 있다.
② 정치인들이 하는 일에 일반인이 손을 쓰기란 대단히 힘들다.

8 ①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이
다.
②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정해주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이다.

9 ①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밉다.
② 사람은 사귀어 보면 다 좋다.

10 ① 사람에 대한 불평등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자기
의 권리를 지키고 주장해야 한다.
② 사회의 모든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집권자 자신의 이해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11 ① 내가 노력해야 좋은 배필을 만난다.
② 연분이 닿아야 좋은 배필을 만난다.

12 ① 자기의 잘못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② 잘못은 했지만 덮어두는 것이 좋을 때가 더러 있다.

13 ① 잘 살고 못 살고는 팔자소관이다.
② 얼마나 잘 사느냐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에 달려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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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① 될성부를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②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16 ① 사회의 부정은 대개 정치인들에게 잘못이 있어 그렇다.
② 사회의 부정은 국민 하나 하나에 그 책임이 있다.

17 ①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
② 정치 및 사회적인 일에 적극 참여하면 우리는 세계적으로 일어
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8 ① 사람이란 결국 자기의 값어치에 따라 존경을 받게 마련이다.
② 불행한 일이긴 하나 제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가끔 있다.

19 ① 돈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벌면 된다.
② 돈은 많이 벌면 벌수록 좋다.

20 ① 농사가 잘 되는 것은 하늘의 소관이다.
② 농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그저 부지런히 일하는데 달렸다.

21 ① 유능한 사람이라도 운이 나쁘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
② 유능하면서도 지도자가 못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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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한국판 정서조절 질문지(ERQ)

각 문항들을 잘 읽고 귀하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적합한 숫자를 선택

해주십시오.

1 (기쁨이나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감
정을 더 느끼고 싶을 때, 나는 생각하
는 것을 바꾼다.

1 2 3 4 5 6 7

2 나는 감정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다. 1 2 3 4 5 6 7

3 (슬픔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
을 덜 느끼고 싶을 때, 나는 생각하는
것을 바꾼다.

1 2 3 4 5 6 7

4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나
는 표현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1 2 3 4 5 6 7

5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 마
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향으로 생
각을 한다.

1 2 3 4 5 6 7

6 나는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
써 감정을 통제한다. 1 2 3 4 5 6 7

7 긍정적인 감정을 더 느끼고 싶을 때,
나는 그 상황에 대하여 생각을 바꾼
다.

1 2 3 4 5 6 7

8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생각을
바꿈으로써 나의 정서를 통제한다. 1 2 3 4 5 6 7

9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는
표현하지 않으려 한다. 1 2 3 4 5 6 7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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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SWLS)

아래에는 귀하가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다섯 문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동의 또는 반대하는 정도에 따라서 척도

의 숫자를 선택해주십시오.

1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
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1 2 3 4 5 6 7

2 내 인생의 여건은 아주 좋은 편이다. 1 2 3 4 5 6 7

3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1 2 3 4 5 6 7

4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
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다. 1 2 3 4 5 6 7

5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
아갈 것이다. 1 2 3 4 5 6 7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중간

이다

약간

그렇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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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CES-D)

아래에 적혀 있는 각 문장을 잘 읽은 후,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 귀하가 느끼고 행동한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를 선택해주십시

오.

극히

드물다

(1일 이하)

가끔

있었다

(1∼2일)

종종

있었다

(3∼4일)

거의

대부분

그랬다

(5∼7일)
0 ······· 1 ······· 2 ······· 3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
졌다. 0 1 2 3

2 먹고 싶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0 1 2 3

3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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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0 1 2 3

18 슬픔을 느꼈다.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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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I-X-2)3)

각 문장을 잘 읽으시고 네 개의 항목 중에서 귀하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에 해당하는 숫자를 선택해주십시오.

3) 상태-특성 불안 척도 중 특성 불안 하위 척도에 해당되는 문항들이다.

1 나는 기분이 좋다. 1 2 3 4
2 나는 쉽게 피로해진다. 1 2 3 4
3 나는 울고 싶은 심정이다. 1 2 3 4
4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했으면
한다. 1 2 3 4

5 나는 마음을 빨리 정하지 못해서
실패한다. 1 2 3 4

6 나는 마음이 놓인다. 1 2 3 4
7 나는 차분하고 침착하다. 1 2 3 4
8 나는 너무 많은 여러 문제가 밀어
닥쳐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 1 2 3 4

9 나는 하찮은 일에 너무 걱정을 한
다. 1 2 3 4

10 나는 행복하다. 1 2 3 4
11 나는 무슨일이건 힘들게 생각한다. 1 2 3 4
12 나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1 2 3 4
13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1 2 3 4
14 나는 위기나 어려움을 피하려고 애
쓴다. 1 2 3 4

15 나는 울적하다. 1 2 3 4
16 나는 만족스럽다. 1 2 3 4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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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소한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 1 2 3 4
18 나는 실망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받
아들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지워
버릴 수가 없다.

1 2 3 4

19 나는 착실한 사람이다. 1 2 3 4
20 나는 요즈음의 걱정거리나 관심거
리를 생각하면 긴장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른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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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정서 강도 척도(AIM)4)

다음 문항들은 전형적인 일상사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을 기술하고 있습

니다. 귀하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해당하는 숫자를 선택해주

십시오. 응답 시, 남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사

람들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반응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

는지에 근거해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정서 강도 척도 중 긍정 정서성, 부정적 정서 강도, 부정적 반응성 하위 척도

에 해당되는 문항들이다.

1 뭔가 어려운 일을 성취했을 때 기쁘거나
의기양양해진다. 1 2 3 4 5 6

2 행복을 느낄 때 그것은 아주 강한 환희와
같다. 1 2 3 4 5 6

3 나는 남들과 같이 있는 것을 아주 좋아한
다. 1 2 3 4 5 6

4 거짓말을 할 때면 아주 기분이 나쁘다. 1 2 3 4 5 6
5 작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했을 때도 기분
이 아주 좋다. 1 2 3 4 5 6

6 내 감정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렬한 경향이 있다. 1 2 3 4 5 6

7 내 행복한 기분은 너무 강렬해서 마치 천
국에 있는 기분과 같다. 1 2 3 4 5 6

8 너무 열정적이 되곤 한다. 1 2 3 4 5 6
9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마쳤을 때 나는 희
열을 느낀다. 1 2 3 4 5 6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때때로

그렇다

보통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 2 ··· 3 ··· 4 ··· 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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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무언가 흥분되는 일을 기대할 때 내 심장
은 마구 뛴다. 1 2 3 4 5 6

11 슬픈 영화에 굉장히 감동하곤 한다. 1 2 3 4 5 6
12 사람들 앞에서 처음 이야기를 할 때, 내 음
성은 떨리고 심장은 마구 뛴다. 1 2 3 4 5 6

13 좋은 일이 생기면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뻐한다. 1 2 3 4 5 6

14 내 친구들은 내가 무척 감정적이라고 말할
것이다. 1 2 3 4 5 6

15 누군가 아주 심하게 다친 광경을 보면 난
크게 영향을 받는다. 1 2 3 4 5 6

16 내가 기분이 좋을 때면 단순히 좋은 기분
에서 아주 행복한 기분으로 옮겨가는 것은
쉽다.

1 2 3 4 5 6

17 “조용하고 침착하다”로 나를 쉽게 표현할
수 있다. 1 2 3 4 5 6

18 내가 행복할 때 나는 기쁨으로 벅차오름을
느낀다. 1 2 3 4 5 6

19 끔찍한 교통사고의 사진을 신문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1 2 3 4 5 6

20 행복할 때 나는 활기가 넘쳐흐르는 것처럼
느낀다. 1 2 3 4 5 6

21 상을 받으면 너무 기뻐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6
22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나는 아주 강한 부
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낀다. 1 2 3 4 5 6

23 나는 아주 힘든 시기에도 침착할 수 있다. 1 2 3 4 5 6
24 매사가 순조로울 때 나는 “세상 꼭대기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1 2 3 4 5 6

25 화가 났을 때도 나는 여전히 이성적이고
과민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1 2 3 4 5 6

26 내가 불안하다고 느낄 때 그 기분은 보통
굉장히 강하다. 1 2 3 4 5 6

27 나는 나쁜 기분을 그리 강하게 느끼지 않
는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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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내가 어떤 것에 관해 흥분할 정도로 기분
이 좋을 때 나는 그 기분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한다.

1 2 3 4 5 6

29 내 친구들은 아마도 나를 항상 긴장해 있
는 사람이라 말할 것 같다. 1 2 3 4 5 6

30 행복을 느낄 때, 나는 힘이 솟아오르는 것
을 느낄 수 있다. 1 2 3 4 5 6

31 죄책감을 느낄 때, 그 감정은 아주 강렬하
다. 1 2 3 4 5 6

32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나는 너무 행복해서
“터져” 버릴 것 같다. 1 2 3 4 5 6

33 불안할 때면 온몸이 떨린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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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한국판 반추적 반응 척도(K-RRS)5)

사람들은 우울할 때, 여러 가지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래의 문항

들을 읽고, 슬프거나 침울하거나 우울할 때 귀하가 이러한 생각이나 행

동들을 어느 정도 하는지를 평가하여 해당하는 숫자를 선택해주십시오.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보통 어떻게 하는지

를 답해주시면 됩니다.

5) 한국판 반추적 반응 척도 중 부정 반추 하위 척도에 해당되는 문항들이다.

1 “내가 무엇을 잘못하여 그 대가로 이렇게 됐을
까” 생각한다. 1 2 3 4

2 “나는 왜 항상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까”라고
생각한다. 1 2 3 4

3 최근의 상황에 대해 “더 잘 되었더라면”라는
생각을 한다. 1 2 3 4

4 “다른 사람들은 없는 문제를 왜 나만 가지고
있을까”하고 생각한다. 1 2 3 4

5 “나는 왜 일을 더 잘 처리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한다. 1 2 3 4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그렇다
1 ······· 2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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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한국판 긍정 정서 반응 척도(K-RPA)6)

사람들은 행복하다 느낄 때, 여러 가지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래

의 문항들을 읽고, 기쁘거나 흥분되고 신날 때 귀하가 이러한 생각이나

행동들을 어느 정도 하는지를 평가하여 해당하는 숫자를 선택해주십시

오.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보통 어떻게 하는

지를 답해주시면 됩니다.

6) 한국판 긍정 정서 반응 척도 중 긍정 반추 하위 척도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다.

귀하는 기분이 좋을 때, 얼마나 자주…

1 에너지가 얼마나 넘치는지를 알아차린다. 1 2 3 4

2 이 순간을 만끽한다. 1 2 3 4

3 “내가 모든 것을 다 해 내고 있어”라고 생각
한다. 1 2 3 4

4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얼마
나 드는지 생각한다 1 2 3 4

5 “내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살고 있구
나”라고 생각한다. 1 2 3 4

6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생각한다. 1 2 3 4

7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있어”라고 생각한
다. 1 2 3 4

8 내 스스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생각한다. 1 2 3 4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그렇다
1 ······· 2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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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성별에 따른 순차적 매개모형 검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95% CI F  LL UL F df1 df2

정서변화
신념

부정
정서강도

-.44 .13 -.43 -3.31** -.70 -.17 10.99 1 48 .19

부정
반추

부정
정서강도

.15 .07 .33 2.26* .02 .28
4.83** 2 47 .17

정서변화
신념

-.06 .07 -.14 -.95 -.19 .07

우울

부정
정서강도

-.02 .13 -.01 -.15 -.28 .24

29.85*** 3 46 .66
정서변화
신념

-.71 .12 -.56 -5.83*** -.96 -.47

부정
반추

1.33 .27 .46 4.90*** .78 1.88

표 20. 남성 집단의 부정 정서 강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변화 신념과

부정 반추의 순차적 매개분석

*p < .05. **p < .01. ***p < .001.

B SE β
95% CI

LL UL
간접 효과 .54 .11 .42 .20 .64

부정 정서 강도
→ 정서변화 신념 → 우울

.31 .09 .24 .06 .42

부정 정서 강도
→ 부정 반추 → 우울

.20 .08 .15 -.00 .32

부정 정서 강도
→ 정서변화 신념

→ 부정 반추 → 우울
.04 .03 .03 -.03 .10

표 21. 남성 집단의 부정 정서 강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변화 신념과

부정 반추의 순차적 매개효과: 부트스트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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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정서 강도 우울

부정 반추정서변화 신념

β = -.43** β = .46***

β = -.14

β = -.56***β = .33**

β = -.01

그림 6. 남성 집단의 부정 정서 강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변화 신념과 부정 반추의 순차적 매개모형
**p < .01. ***p < .001.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95% CI F  LL UL F df1 df2

정서변화
신념

부정
정서강도

-.30 .10 -.31 -3.02** -.50 -.10 9.15** 1 87 .10

부정
반추

부정
정서강도

.12 .04 .26 2.68** .03 .20

16.50*** 2 86 .28
정서변화
신념

-.18 .04 -.39 -4.01*** -.26 -.09

우울

부정
정서강도

-.12 .11 -.09 -1.11 -.34 .10

31.22*** 3 85 .52
정서변화
신념

-.51 .12 -.37 -4.36*** -.75 -.28

부정
반추

1.53 .27 .51 5.75*** 1.00 2.05

표 22. 여성 집단의 부정 정서 강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변화 신념과

부정 반추의 순차적 매개분석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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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β
95% CI

LL UL
간접 효과 .41 .08 .31 .14 .47

부정 정서 강도
→ 정서변화 신념 → 우울

.16 .04 .12 .04 .21

부정 정서 강도
→ 부정 반추 → 우울

.18 .06 .13 .03 .26

부정 정서 강도
→ 정서변화 신념

→ 부정 반추 → 우울
.08 .03 .06 .02 .12

표 23. 여성 집단의 부정 정서 강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변화 신념과

부정 반추의 순차적 매개효과: 부트스트랩 결과

부정 정서 강도 우울

부정 반추정서변화 신념

β = -.31** β = .51***

β = -.39***

β = -.37***β = .26**

β = -.09

그림 7. 여성 집단의 부정 정서 강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변화 신념과 부정 반추의 순차적 매개모형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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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ole of Emotion

Malleability Beliefs and

Rumin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ffect Intensity and

Depression

Seohyun Keum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motion malleability beliefs, which are beliefs about the controllability

of emotion itself, are regarded as the variable influencing on emotion

regulation process and mental health.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the emotion regulation process that contributes to

depression, focusing on the emotion malleability beliefs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study 1, EMS(Emotional Mindset Scale) was translated in

Korean and validated in a sample of 204 undergraduate and grad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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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The scale was composed of one factor, which was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scale. The reliability, converg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scale were adequate. EM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ognitive reappraisal and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and anxiety.

In Study 2,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 malleability beliefs,

negative affect intensity, positive affect intensity, brooding, positive

rumination, and depression was examined in a sample of 139

undergraduate students and graduate students. The results showed

that emotion malleability beliefs and brooding sequen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affect intensity and depression.

However, positive affect intensity and positive rumination did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emotion malleability beliefs and

depression.

The present study translated and validated the scale measuring

emotion malleability beliefs in Korean, and examined the emotion

regulation process regarding emotion malleability beliefs that

contributes to the depression.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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