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의 사랑 29강



1

2

사랑에 빠지면

사랑의 밀고 당기기

사랑이 끝나면

Mapping your life 

3

4

흔들리는 20대 (곽금주) 2



1. 사랑에 빠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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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흔들리는 20대 (곽금주) 4

청년의 사랑 29강

1-1. 그 사람만 생각한다

1. 사랑에 빠지면

사랑의 3단계 (Fisher, 2004)

갈망, 열정적 끌림, 애착

지인의 사진을 볼 때보다 애인의 사진을 볼 때 복측피개의 더 넓은 부분이 활성화됨

애인 생각을 한 번 하고 나면 떨쳐내기 쉽지 않음

계속 생각나는 애인 (Aron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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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랑에 빠지면

낮아지는 집중력 (Van Steenbergen et al., 2014)

열정적 사랑을 하는 사람일수록 집중력이 낮았음

애인에게 강한 사랑을 느꼈을 때 vs.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

평균 이상 외모의 이성 사진 본 후 도형 인식 과제 수행

그 결과, 애인에 대해 생각한 집단이 훨씬 빨리 과제 수행

보이지 않는 다른 이성 (Maner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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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가능한 이성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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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판단이 흐려진다

1. 사랑에 빠지면

애인 사진을 보여주면서 뇌 촬영

그 결과, 이성적 판단 담당하는 전두엽 부분 활성화되지 않음

애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이성적 판단 흐려짐

비활성화되는 뇌 (Bartels & Zeki, 2000; Tarlaci, 2012)

사랑 단어 집단 vs. 무의미 단어 집단

사랑 단어 집단: 애인 전반적으로 좋게 평가

의미 없는 단어 집단: 장점과 단점을 고려한 평가

아름다워 보이는 세상 (Forster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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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랑에 빠지면

손등에 열 가열

애인보다 모르는 사람의 사진을 본 사람들이 고통을 더 크게 느낌

느껴지지 않는 고통 (Elsenberger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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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랑의 밀고 당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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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확실할 때 끌리는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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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밀당의 심리

2. 사랑의 밀고 당기기

감정을 표시한 상대(마음에 든다, 보통이다, 잘 모르겠다)에 대한 호감도 비교

상대의 마음이 불확실할 때 더 생각남

Mr. 애매모호 (Whitchurch et al., 2011)

보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도파민이 증가됨

확실한 상황 vs. 불확실한 상황(Zald et al., 2004)

도파민과 동기부여 (Bardgett et al., 2009)

도파민은 애매한 상황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동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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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질 수 없을 때 끌리는 심리

흔들리는 20대 (곽금주) 10

2. 사랑의 밀고 당기기

어떤 대상에 대해 통제력이 제한되면 이전보다 더 원하게 되는 것

(Brehm, 1966)

심리적 저항이론(psychological reactance theory)

식당의 마감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여성 손님을 훨씬 더 매력적으로 평가

통제와 소유 (Johnco et al., 2010)

밀당의 타이밍 (Dai et al., 2014)

상대가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할 때 밀당 효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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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호하는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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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남녀 차이

2. 사랑의 밀고 당기기

여자들은 다른 여자가 무표정으로 본 남자보다

웃으면서 본 남자에게 더 높은 호감을 보임

인기 많은 남자 (Jones et al., 2007)

종 보편적인 현상 (Galef et al., 2008)

암컷 생쥐는 다른 암컷과의 관계가 많았던 수컷 생쥐를 선호함

남자들은 이성과 있는 여자보다 홀로 있거나 동성과 있는 여자를 더 매력적으로 평가함

나만 보는 여자 (Hill & Bus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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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랑의 밀고 당기기

남자: 웃어주는 여자 선호

여자: 웃겨주는 남자 선호

웃어주는 여자, 웃겨주는 남자 (Bressler & Balshine, 2006)

남자: 단기적 만남의 경우 신체를, 장기적 만남의 경우 얼굴을 궁금해 함

여자: 단기적 만남, 장기적 만남에 차이 없음

단기적 vs. 장기적 만남 (Confer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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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랑이 끝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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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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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별 후 아픔

3. 사랑이 끝나면 청년의 사랑 29강

흔들리는 20대 (곽금주)

사랑을 시작할 때 분비된 코르티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은

이별을 할 때에도 분비됨



2) 고통스러운 이별 (Kross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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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별 후 아픔

3. 사랑이 끝나면

실연 경험을 떠올릴 때 육체적 고통 받을 때와 같은 뇌 영역이 활성화됨

자신과 이별 (Slotter et al., 2010)

흔들리는 20대 (곽금주)

인지적으로 나와 상대방을 구분하지 않는 것 (Agnew et al., 1998)

인지적 상호 의존 이론
(cognitive interdependence theory)

실연당한 사람의 자기개념이 상대적으로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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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랑이 끝나면

계속 생각나는 전 애인 (Wegner et al., 2004)

특정 사고를 억제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이 떠오르는 역설적인 효과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ironic effects of thought suppression)

효과적인 초점 전환 (Wegner et al., 1987)

생각 억제 집단 vs. 초점 전환 집단

사고를 억제한 집단보다 특정 생각이 떠오를 경우 초점 전환한 집단이

그 생각을 덜 한 것으로 나타남

청년의 사랑 29강



1) 슬픔 받아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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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별 후 성장

3. 사랑이 끝나면

슬픔 음악 들었을 때 슬픔보다 향수, 평온함을 더 느낌

슬픈 음악 통해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게 함

슬픈 음악 (Taruffi & Koelsch, 2014)

이별에 대한 글을 쓰게 함

쓴 글의 주제: 긍정적인 생각 vs. 부정적인 생각 vs. 상관없는 생각

긍정적인 글 쓰게 된 경우 편안함, 자신감, 에너지 등의 긍정적 정서를 느낌

글쓰기 (Lewandowski, 2009) 

흔들리는 20대 (곽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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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랑이 끝나면

실제 이별 후에는 예상한 것보다 덜 힘듦

시간 가지기 (Eastwick et al., 2008)

미래 감정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것 (Eastwick et al., 2008)

정서적 예측 오류(affective forecasting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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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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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별 후 성장

3. 사랑이 끝나면

커플을 대상으로 연구 진행

한 사람에게는 애인의 단점을, 다른 한 사람에게는 방에 있는 물건 쓰도록 함

한 사람은 상대가 자신의 단점을 빠르게 작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됨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상대와의 친밀한 정도가 낮아졌다고 보고

자존감 (Murray et al., 2002)

이별 후 – 자신감, 독립감,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 향상

변화 (Tashiro & Frazier, 2003)

흔들리는 20대 (곽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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