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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법적 사고
• 축복/저주, 천국/지옥, 성령/마귀, 성공/

실패, 행복/불행, 맞는다/안 맞는다, 좋
은 사람/나쁜 사람, 친구/원수

• 극단적 언어: “항상”, “맨날”, “완전히”

• 합리적 언어: ‘때로는’, ‘대개‘, ‘종종’, ‘흔
히‘, ‘부분적으로’, ‘간혹‘, ‘가끔’, ‘어떤
면에서는‘

• 한국인의 이분법적 사고

• 조건적 생각-이분법적 사고

A. 임의적 추론(arbitrary inference)

1. 결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결론과
배치되는데도 어떤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

2. 예측할 수 없는 것, 예측 안 해도 되는 것, 예측할
필요도 없는 것을 지나치게 상상하고 짐작

3. 자기 혼자 온갖 부정적 상상을 확장해 나가고, 꼬
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으로 마음대로 상상

직장에서 늦게 돌아오는 남편: 아내의 반응

건강 염려증

설교의 부분적 이해: 전체 문맥에서 일부를 발췌해
서 확대하고 전체를 부정적으로 인식

타인에 대한 오해, 독심술, 의심(의부증, 의처증)

문자적 해석: “그 따위로 하려면 나가!“

 4차원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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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의추론적 신앙

a. 특정 성구에 집착

b. 자신의 마음대로 상상하여 만든 하나님: 우상숭배

마25장 달란트 비유: “굳은 사람”

한 달란트: 6000 드라크마, 1 드라크마는 순련공의
하루 일당

24.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
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
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생각)

25. 두려워하여(감정)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행동)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6.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
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27.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
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28.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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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구약: 순종 없는 제사에 집착

이사야 1:11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
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
하지 아니하노라

민수기 13-14장: 정탐꾼의 보고, 메뚜기 컴플렉스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 냈다는 원망

B. 과잉일반화의 사고방식

1. 사람이나 사물 또는 사건에 대하여 사실
이상으로 과장되게 생각하는 사고의 틀 또는
인식의 구조

2. 일부 사실만 보고 부정적으로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는 생각

3. 일반화: 개별적인 것이나 특수한 것을
보편적으로 생각

4. 과잉확대: 침소봉대 (針小棒大), 부정적 과장,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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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의식을 동반: 우울증 유발

6. 사람의 첫 인상에 따라 사람을 판단

7. 사용 용어: “맨날”, “항상”, “다 틀려
먹었어!”, “요즘 애들 다 그래요”

공황장애

 발생 확률이 매우 낮은 사건에 대해서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가능성의
과대평가’

 어떤 사건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스럽고, 참을 수 없고, 큰
재앙을 일으킬 것 같은 사건으로
해석함으로써 불필요한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결과의 재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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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과잉일반화의 3가지 종류

1.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정적
평가를 하는 과잉일반화

a. 하나의 실패로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 
실패했다고 생각

b. 입사시험에 떨어지거나 대학입학에
실패, 연예나 결혼생활에 실패할 때
자신을 실패한 사람으로 규정

c.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지패턴

d.  일반적으로 감정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남

e.  사람 혹은 사건 사이의 유사성만
인지하고 차이는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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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과잉일반화

a. 다른 사람 자체, 전 인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지오류

b. 사람을 항상 부정적으로 과장되게
최악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신념

c. 몇 가지 반복된 행동이 나타나면
그것을 기초로 상대방 전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심리적
성향: 별명

d. 약물에 중독된 연예인, 
운동선수를 바라보는 시각

3. 상대방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
가지는 전반적인 부정적 평가

a. 하나의 작은 문제를 그 사람이
속한 그룹 전체의 문제로 확대

b. 인종차별의 원인

c. “당신 집안은 왜 그래!”
d. 자존심 고양효과(self-esteem 

enhancing effect): 칭찬을 할
때 그가 속한 집단도 함께
칭찬을 할 때 효과적, 긍정적인
내용을 확대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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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과잉일반화의 원인

1. 어떤 피해를 당해 본 사람이 가해자와
‘동종의 사람’을 그와 똑같다고 일반화
시킴으로써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는
현상: 피해의 규모와 과잉일반화의
정도는 비례

2. 자신의 상한 감정과 억울함을
과잉일반화를 통해 비슷한 부류의
사람을 대상으로 분노를 표출

3.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사건과 상황이
‘오해’를 만들어 내고, 선입견과 편견을
생산

4. 하나의 경험, 한 사람의 사례, 한 번의
사건을 통해 전체를 부정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

5. 예) 교회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이 교회
전체에 대한 불신과 증오로 발전: 
개독교라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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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임의추론적 생각과 과잉일반화의 관계: 
사촌관계

1. 임의추론적 생각(착각): 증거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것,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여 짐작

 상대방이 나를 보고 웃지 않았다. 
 나를 싫어하나봐.
2. 과잉일반화

a. 근거, 증거, 단서, 인과관계가 분명

b. 한두 가지 사건을 근거로 과장된 판단

예) 실패를 근거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

E. 과잉일반화의 영적인 의미

1.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불신앙

a.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능성을 부정

b.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보다는
기분의 지배를 받음

 기분 나쁜 일을 과대 해석하여
사표, 절교, 자살을 선택

2. 과잉일반화 극복의 예

 마15:21-28 수로보니게 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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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3.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4.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25.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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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축소일반화: 과소평가, 무시

 어떤 사건의 의미나 중요성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축소해석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일단 무시

 요1:45-46
45.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비리로 구속된 사람들: 나만 재수없어서
들켜서 그렇지 다 똑같다. 내가 백이
없어서 이렇게 걸렸다.

 아내(남편)의 불만을 듣는 남편(아내): 
자신의 배우자의 감정이나 상태를 무시, 
“저 사람은 항상 저래요”

 자녀의 문제를 축소 해석

21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