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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바꾸기를 통한
마음치유 II

부정적 생각
(NEGATIVE THOUGHT)

김용환목사

부정적 생각이란? 

사람이나사물 또는 사건에대하여 긍정적이지

못하고 항상나쁘고 어두운 면만 보려는 생각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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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 시모프와캐럴 클라인(MARCI SHIMOFF & CAROL KLINE)

¡ 이유 없이 행복하라 Happy for No Reason: 7 Steps to Being Happy from the 
Inside out

¡ 사람은 하루에 6만가지가 넘는생각

¡ 95%: 어제아니면 그 전날했던 생각과 똑같은 생각

¡ 그 중 80%인 4만 5천가지가 부정적 생각

쉐드헴스테터(SHAD HELMSTETTER)

¡ 자기대화 Self Talk

¡ 인간이하는 생각의 75%는 부정적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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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과죄성의 증거

¡ 인간은타락해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더 집중

¡ 어린 아이들

“싫어!”, “미워!”, “나빠!”, “안돼!”, “안해!”, “안가!”, “안먹어!”

¡ 상담심리: 부정성(Negativity)

¡ 부정성에 의지적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의 바다로

떠내려 간다. 

부정성 효과 NEGATIVE EFFECT

¡ 어떤 정보에대해서 긍정적인 내용과 동시에 부정적내용의
정보를 접하게 되었을 때 부정적 정보가 더욱 강력하게 작용

¡ 한 번 영향을 받은 부정적내용은 마음에 깊게 뿌리를 내린다.
¡ 부정적 정보를 먼저 접했을 경우 그 이후에 듣게 되는내용은 그
부정적 개념을 바탕으로 이해

¡ 긍정적 내용을 접해도 나중에 부정적 내용을 듣게 되면앞서 들은
부정적 내용을 다 부정해 버리는 성향

¡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습관이 형성되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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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웨그너 (DANIEL WEGNER)

¡ 부정성에대한 실험

¡ A 그룹: “지금부터 ‘흰곰’에관해서는절대로생각을하지마십시오.”

일상생활에서흰곰이라는생각이 떠오르면 손에 쥐고 있는 스위치를 누른다. 

¡ B 그룹: “흰곰을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흰곰이생각나면 손에쥐고 있는 스위치를 누른다

¡ 결과: A 그룹에 속한사람들은하루 종일 흰곰을생각

¡ B 그룹에 속한사람은 처음에만흰곰을 몇 번생각하다가점점 흰곰을
생각하지않게되었다. 

¡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습관은 연습이 필요 없지만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습관은 많은 반복적인 연습이
있어야내면화 된다. 

¡ 잡초 vs 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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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라 프레드릭슨(BARBARA FREDRICKSON)

¡ 긍정심리학자

¡ 긍정의 발견 Positivity

¡ 다른 사람의 단점만을 지적하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깍아내리는 것은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

길슨 (GILSON) 과 프리맨 (FREEMAN)

¡ 우울증 집단과 비우울증 집단

¡ 실험에참여하는 사람들의 양쪽 눈에 각각다른 영상을 보여주는 실험

¡ 결과

비우울증 집단은 부정적, 긍정적인 영상을 골고루 기억

우울증 집단은 부정적 정보만을 집중적이고 편향적으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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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에이멘(DANIEL G. AMEN)

¡ 미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뇌는 다알고 있다Making a Good Brain Great

¡ 자동적-부정적 생각: 부정적 생각을 오랫동안하면 자동으로 부정적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 

¡ 뇌의 효율 저하

¡ 스트레스를 주는 각종 화학물질 분비: 신체적, 심리적 독약

¡ 부정적 생각은 어떤 일을 시도하기 전에 이미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고 미리 불리한 입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보강 전략(BRACING STRATEGY)

¡ 실험: 30명의대학생에게진공청소기의소음을 40초 동안 무방비로 노출

¡ 15명에게이 소음을 다시 듣게될 것이고나머지 15명에게는이 실험은
이것으로 끝난다고 이야기

¡ 같은 소음을 다시 듣게될 것이라고생각한학생들의 실험은 1회만
실시한다고 들었던학생들보다예외 없이짜증 지수의강도가 높았다. 

¡ 불편한경험을다시 겪어야하는 경우, 그 경험의 불쾌정도를과장하여기억

¡ 어려움이반복하여다시닥쳐올 것이예상되는 경우, 이것의강도를
과장되게 부정적으로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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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영향

¡ 부정적 생각, 부정적 편향, 부정적 인격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며
부모의 영향이 결정적

¡ 부모가 자녀에게 기분 나쁜 말, 부정적인 말, 불행하게 하는 말, 
낙심하게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되라”고 예언하는 것과같다. 

¡ 자녀들은 그 말을 진실로 믿고 그렇게살아가게 된다. 

¡ “아이고, 저거 그 때애를 떼어버렸어야 하는 건데… 저걸낳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네.”

¡ “말안 들으면 다리 밑에 버린다.”

¡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 너는 못 났어!

¡ 너는 형편없어!

¡ 너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 너는 가만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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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단어와 부정적 정서

¡ 부정적단어를사용할때 부정적정서가 3-5배 증가
¡ 무섭다고 느낄때 무섭다는말을하지않는 것보다 “어휴
무서워! 무서워!”라고말로 표현할때 무서운감정이 3-
5배 증가

¡ 어떤 것이 싫을때도 싫다고생각하면 그냥 싫은것이지만
말로 “싫어!”라고 표현하면싫은감정이 증가

¡ 심리적인것을 입 밖으로말할때 정서를더자극

긍정적인 표현과 긍정적인 정서

¡ 긍정적인 말을 입 밖에내면 긍정적인 정서가 3배 증가

¡ 감사합니다: 감사의 정서가 증가

¡ 사랑해: 사랑을 입 밖으로 고백하면 없던사랑도 생기고 사랑의
감정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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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 표현하는 것과신앙

¡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하나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11)

¡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10)

마틴셀리그먼 (MARTIN E. SELIGMAN)

¡ 긍정적인 언어습관에서 긍정적인 삶이 결정

¡ 영적-심리적으로 건강한사람의 언어
¡ 할 수 있어!
¡ 훌륭해!
¡ 멋있어!
¡ 좋다!
¡ 잘했어!
¡ 괜찮아!
¡ 하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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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리치필드 (BRUCE LITCHFIELD)

¡ 기독교상담학자

¡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자아개념이 긍정적

스키마 (SCHEMA)

¡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형성된 사고의 틀

¡ 부정적 생각이 쉽게바뀌지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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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을 통한새로운 스키마의 형성

¡ “이걸 언제다하지?”à “열심히해서빨리 끝내야지!”

¡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뭘 마시라고? 물이 왜 이거밖에 없어?” à”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목
축일 물이 있네.”

¡ “봄? 꽃 가루 날려서 너무 싫어. 여름? 너무 더워서짜증나. 가을? 쓸쓸하고 청승맞아서 싫어. 겨울? 
춥고 비가 와서 싫어.“

신앙적인 인지 4제: 하나님, 자신, 세계, 미래

¡ 하나님: 하나님은 내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나에대해서 가지신생각은 저주가아니라
평안이야.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공의와 은혜로 함께하셔. 

¡ 자신: 나는 하나님의 섭리로 지으심을 받은 고귀한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받은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사람이야. 

¡ 세계: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이세상은 도전해 볼만한
세상이야. 

¡ 미래: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수 있을 거야. 내인생은 소망적이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면서 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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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사람들의 인지 4제
¡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싫어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같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분이야. 

¡ 자신: 나는 할 줄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살
가치가 없어. 

¡ 세상: 다 틀려 먹었어. 다나쁜사람이야. 세상에나를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세상은 부조리 천국이야, 살기가너무 힘들어. 
우리 집은 불행해. 남편이 불행의 주범이야. 남편이 말하는 것도 나를
무시하는 것같고, 남편이 웃는 것도 날 비웃는 것 같아. 

¡ 미래: 아이들이 공부를 못 하는 것도 불행이야. 이 모양으로 사는 것도
불행이야. 내 인생 끝났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어. 소망이
없어. 더 살아본들 뭐가 있겠어. 

아론벡 AARON T. BECK

¡ 부정적 인식은대개자기 비하적 생각에서부터 비롯되고 우울증의

첫걸음

¡ 자기자신에대한 부정적 인식을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 사람은 우울해지고, 절망에빠지고, 불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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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커피를 다른 사람의
무릎에 엎질렀을 때

파괴적반응: 
나는 왜 이렇게바보 같지? 내 부주의 때문에
꼴이 엉망이 되었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나는 못할 짓을 했어. 내가
왜 이러지? 

¡ 건설적 반응

¡ 정말 미안해! 내가 실수했네! 내가
닦아내는 것을 도와줄께. 

¡ 충분한 사과와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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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사람과 수명

¡ 미국 예일 대학의 연구: 장수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가? 

¡ 꾸준히 긍정적인 생각을 할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7년 5개월 수명이 길었다. 

부정적상상 VS부정적 의지

¡ 에밀 쿠에 (Emile Coue)

¡ 한 인간의내면에서 상상과 의지가 충돌하면 반드시 상상이 이긴다. 

¡ 자신의 의지로 똑바로 살고 싶지만마음 속에서 계속 부정적 생각과

상상을 하고 있으면 의지가마비되고 부정적인 쪽으로 발전

*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의지가 있지만 부정적 상상을 자주하면, 의지가
약화되고 이성이마비된다. 죄는 부정적 상상에서 비롯된다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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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치료 (IMMANUEL THERAPY)

¡ 문제에 노출되었을 때항상 하나님이자신과함께하신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공포 등의 부정적 정서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그릇된 생각이 틈타지 못하게하는 기법

¡ 영성훈련으로서의 긍정적 상상훈련

윌리암베커스WILLIAM D. BACKUS

¡ 사건에대한생각을 스스로에게 말함으로써 사건에대한색깔을 입하는 것

¡ “인간은자신에게발생한사건을 나름대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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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리치 필드와넬리 리치필드 (BRUCE LITCHFIELD & NELLIE LITCHFIELD)

¡ 자동적 사고: 자기대화 Self Talking

¡ 자기대화는 1분에 500단어로 빠르게 이루어진다.

¡ 자동적 생각은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데 우리 속에 있는핵심믿음

Core Belief 때문에 생긴다. 

¡ 핵심믿음은 인간내면 깊이각인되어 있는 생각의 내용이다. 

핵심믿음과가정

¡ 핵심믿음은 대부분 원가족에서 비롯

¡ 자녀가 어려서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시절부터 긍정적이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

¡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늘 나와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셔서 그것이 핵심믿음으로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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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생각의전이성

¡ 부정적 생각을 하는 사람과 함께살면 옆사람도 감기처럼 부정적생각에

쉽게 노출

¡ 부정적 생각은 가족 간에 서로 교환

노시보 효과 ( NOCEBO EFFECT)

¡ 플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 위약 효과)

¡ 소망을 잃거나나빠질 것이라는 생각만가지고도 실제로 질병이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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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과 부정의 황금비율

¡ 바바라 프레드릭슨 (Barbara Fredrickson): 긍정심리학자

¡ 긍정의 발견 Positivity

¡ 긍정과 부정의 비율 3:1이가장 이상적

논박

¡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부정적 생각을 공격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생각을 공격하고

몰아내 줄 사람이 없다. 

¡ 부정적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평안과행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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