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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미래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시간적 거리 판단과 시간표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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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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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본 연구는 현재와 미래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특정 미래 시점까지 시간적 거리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시

간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실험 1에서는 현재와 미래를 긍정적이거나 부정

적인 상황으로 조작하고 참가자들에게 미래 시점까지의 시간적 거리감을 판단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결과, 

현재와 미래가 모두 긍정적인 경우이거나 현재는 긍정적이지만 미래가 부정적인 경우에 미래 시점까지의 

시간적 거리를 가깝게 추정하였다. 반면에, 현재와 미래가 모두 부정적이거나 현재는 부정적이지만 미래가 

긍정적인 경우에는 미래 시점까지의 시간적 거리를 먼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시간적 거리 판단은 미

래의 상황보다 현재의 상황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2에서는 실험 1과 동일

한 상황을 참가자들에게 제시하여 주관적 시간에 대한 느낌을 표현해볼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관적 시간표현을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실험 2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특정 미래 

시점을 빠르거나 가깝게 느끼는 주관적 시간을 ‘가용의 시간’이라는 용어로, 특정 미래 시점을 느리거나 멀

게 느끼는 주관적 시간을 ‘감내의 시간’이라는 용어로 명명하였다.

주제어 : 주  시간, 시간  거리, 시간표 , 가용의 시간, 감내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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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대한 이해 관념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이 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며 대부분의 언어구조도 이 구분을 기반으로 한다(Davies, 2013; Fraisse, 

1982; Zimbardo & Boyd, 2008). 현재는 지금의 순간과 관련된 것이고, 지나가버린 과거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예상하며, 예측하고 상상하는 

방법으로 인지한다(Fraisse, 1984). 인간이 가진 시간에 대한 인식 중에서도 특히 ‘미래’의 개념은 

매우 특별하다(Dahlen, 2013; Hammond, 2012). 아직 도달하지 않은 미래 시점을 상상할 때 어떤 

미래 사건은 순식간에 다가오는 것처럼 느끼고 또 어떤 미래 사건은 더디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낀다. 가령 일주일 뒤에 있을 월급날과 카드대금 결제일은 객관적으로 동일한 시간임에도 불

구하고 다르게 체감하기 십상이다. 즉, 월급날을 앞둔 일주일은 길고 더딘 반면, 카드대금 결제

를 앞둔 일주일은 순식간에 오는 것처럼 느낀다. 인간의 미래에 대한 시간인식은 객관적 시간

(objective time)이 아닌 주관적 시간(subjective time)에 해당한다. 인간은 시계가 가리키는 객관적 시

간에 의존하며 살지만, 실상 경험하고 체감하는 시간은 주관적 시간인 것이다.

Libeman과 Trope(1998)은 미래의 시점을 객관적 시간과 다르게 인식하는 것을 시간적 거리감

(temporal distance)에 따른 차이로 설명한다. 동일한 사건일지라도 시간적 거리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한다고 본 것이다. 사람들은 미래 시점을 가까운 미래로 인식할 때에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시간상 먼 미래로 인식할 때에는 추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으로 설명한다(Liberman & Trope, 1998; Trope & Liberman, 2003; 

Trope & Liberman, 2010). 해석수준이론은 시간적 거리감이 미래 사건의 표상 방식을 변화시켜 선

호도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한다(Liberman & Förster, 2009; Liberman & Trope, 1998; Trope 

& Liberman, 2003; Trope & Liberman, 2010). 이 이론의 기본가정은 주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고 느끼는 사건일수록 그 사건은 상위수준에서 추상적으로 표상되고 주관적으로 멀지 않다고 

느끼는 사건일수록 하위수준에서 구체적으로 표상된다. 해석수준이론을 Pham과 Taylor(1999)는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설명한

다. 따라서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은 사건의 목표와 같은 추상적인 측면을 생각하게 되고, 사건

이 발생할 시점이 비교적 가까워져야 비로소 사건의 세부특성이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 시간이 동일한 미래 역시 결과에 따라 심리적 거리감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주일 뒤’라는 동일한 미래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카드대금 결제

일은 가깝게 느끼지만 월급날은 먼 것처럼 느낀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시간은 빠를 것처럼 인식하고, 월급날까지 시간은 더딜 것처럼 인식한다. 이는, 원하는 미래는 

멀리 있거나 느리게 다가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원하지 않는 미래는 별로 멀지 않거나 빠르게 

다가오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Zakay, 2015; Zakay & Diamant, 2011). 바꾸어 말하면, 미래 시

점에 있을 일이 원치 않는 다소 부정적인 것이면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고, 원하는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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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일 경우에는 막연히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것으로 느낀다.

인간이 미래를 인식하는 방법은 상상과 예측이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시간적 거리감은 상

상하는 미래 상황에만 의존하여 예측할 수밖에 없어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 관한 예측은 반드시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Davies, 2013). 예컨대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는 희

망하는 미래는 현재의 상황과 비교하여 긍정적인 미래일 것이고, 빠르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미래는 현재의 상황과 비교하여 부정적인 미래에 해당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상상은 현재의 상

황이 어떠한가에 영향을 받으며 현재의 상황과 미래 상황은 그 미래 시점까지 시간적 거리 판

단에 영향을 미친다(이고은, 신현정, 2018). 미래 시점까지의 시간적 거리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고은과 신현정(2018)은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손실과 이득의 상황으

로 조작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손실을 경험하는 상황에서의 추정시간은 이득 상황에서의 추정

시간에 비해 유의하게 짧았다(이고은, 신현정, 2018). 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과는 달리 

더 열악하거나 혹은 더 좋은 환경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할 때 사람들이 열악한 환

경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뿐더러 미래 시점을 더 가깝게 느낀다는 Bilgin과 

LeBoeuf(2010)의 제안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결국 손실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은 일반적으로 

이득과 같은 긍정적인 상황에 비해 더 크고 현저하게 체감하는데, 이는 손실이 이득보다 더 가

까이 있거나 더 근접해 보이는 효과를 발휘한다(Tversky & Kahneman, 1991).

주관적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적 거리감은 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표현에서 모두 드러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월급을 받는 날이 너무 멀리 있다’거나 ‘월급날이 오지 않는다’는 

월급을 받는 미래 시간보다 현재가 곤혹스럽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시간

에 대한 주관적 표현은 사람들이 주관적 시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혹은 어떤 정서를 느끼는지

를 정확히 반영한다. 시간에 대한 표현은 실체가 없는 시간의 존재를 공간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하거나 경험하게 되는 정서를 표출하는 것이다(Zakay, 1993). 따라서 시간에 대한 인식은 인

간의 언어를 통하여 고찰할 수 있다. 인간이 체감하는 주관적 시간은 시계가 가리키는 숫자, 달

력이 지칭하는 숫자의 상징과는 다르게 가용한 어휘로 표출할 수밖에 없겠지만 ‘빠르다’거나 

‘가깝다’, ‘멀다’와 같은 간단한 묘사만으로도 주관적 시간에 미치는 정서나 인지적인 영향을 충

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고은과 신현정(2018)의 연구에서는 손실과 이익에 따른 시간적 거

리감의 차이를 측정하였으나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를 보인다. 인간이 경험

하는 주관적 시간은 다양한 영향의 결과이기 때문에 영향의 요인을 들어 주관적 시간을 설명하

려면 장황해지기 십상이고 이해하기 또한 힘들어진다. 특정 미래 시점까지 주관적 시간을 나타

내는 직관적이고도 적절한 용어를 명명할 수 있었다면 각각의 다른 상황을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고은과 신현정(2018)의 연구를 확장하여 특

정 미래 시점까지 시간을 예측하거나 상상할 때에 드는 느낌을 서술하게 하여 주관적 시간에 

대한 시간표현을 조사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전제는 미래의 시간적 거리감 추정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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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이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는 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이며, 시간표현 

연구를 통하여 시간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와 미래의 긍정성과 부정성은 물론, 시간지각의 

기저를 이루는 인지적인 요소와 정서적인 요소를 살펴보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라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이고은과 신현정(2018)의 연구에서 밝히는 시간적 거리감을 멀고 가깝게 추정하는 조

건은 본 연구에서 확장한 연구를 통해 각각의 조건에 해당하는 주관적 시간을 적절한 용어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실험 1: 재와 미래의 정성과 부정성이

시간  거리 단에 미치는 향

실험 1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특정 미래 시점까지 시간적 거리를 추정하는

데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에 따라 주관적 시간 판

단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와 미래를 긍정적인 상황이나 부정적인 상

황으로 조작하고 그 미래 시점까지 주관적 거리감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이고은과 신현정(2018)

의 연구에서 제작한 시나리오를 활용하였다.

방  법

실험참가자

부산지역 P대학교에서 심리학 교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286명(여성 180명, 남성 106명)이 실

험에 참가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5세(표준편차 1.99)이었다. 참가자들을 현재 상황(긍정적 

대 부정적)과 미래 상황(긍정적 대 부정적)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2 × 2 요인설계의 네 조건(긍정

-긍정, 긍정-부정, 부정-긍정, 부정-부정)에 무선할당하였다(표 1 참조).

실험처치  차

다음과 같이 기숙사를 옮겨야 하는 상황으로 시나리오를 제작하였다. 재학 중인 학교의 두 기

숙사 건물이 편의 조건에서 동일한 비용임을 제외한 나머지의 조건들은 크게 차이가 나도록 구

성하였으며, 기숙사 배정은 지금부터 한 달을 살아야하는 임시 배정과 한 달 뒤에 1년간 고정적

으로 살게 되는 상황으로 현재와 미래를 설정하였다. 두 건물의 차이가 곧 부정적인 현재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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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현재, 부정적인 미래이거나 긍정적인 미래 상황으로 비교할 수 있게끔 각각의 질문지

를 제작하였다. 예컨대, 표 1의 ‘조건 1(긍정적 현재-긍정적 미래)’에 해당하는 시나리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는 기숙사 건물이 A동과 B동 두 군데가 있다. 두 기숙사 건

물은 차이가 있다. A동은 1인실에 무선인터넷 사용이 자유롭고 새로 지은 건물이다. 반면에 

B동은 4인실인데다 무선인터넷 사용이 제한적이며 꽤 오래된 건물이다. 현재 두 기숙사 건

물 일부에 보수공사가 필요한 관계로 학생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기숙사 생활을 지원

한 모든 학생들은 한 달 간은 임시로 배정받은 기숙사에서 생활해야하고, 한 달 뒤에는 비

로소 1년간 지내게 될 기숙사로 옮긴다. 당신이 1년간 고정적으로 생활하게 될 기숙사 건물

은 제비뽑기로 A동이 당첨되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달간 지내야하는 임시 기숙사 건물

도 A동이다. 임시로 지내야하는 기숙사는 무작위로 배정받았다. 당신은 이제 지금부터 한 

달간 A동 기숙사에서, 한 달 뒤부터 1년간도 A동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조건은 현재와 미래가 각각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상황이다. 

현재가 긍정적인 상황은 한 달 동안 생활하는 임시 배정 기숙사가 좋은 건물인 상황(조건 1, 

조건 2)이며, 부정적인 상황은 임시 배정 기숙사가 좋지 않은 건물인 상황(조건 3, 조건 4)이다. 

미래가 긍정적인 상황은 한 달 뒤부터 살게 될 고정 기숙사가 좋은 건물인 상황(조건 1, 조건 

3)이며, 미래가 부정적인 상황은 한 달 뒤부터 살게 될 고정 기숙사가 좋지 않은 건물인 상황

(조건 2, 조건 4)이다. 각 조건 별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지금부터 한 달의 기

간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리커트 7점 척도(1점: 매우 짧다, 4점: 1개월, 7점: 매우 길다)로 평가

하였다. 한 달의 기간을 짧게 느낀다는 것은 특정 미래 시점이 가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으며, 한 달을 길게 느낀다는 것은 특정 미래 시점이 멀리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과 같다.

미래 상황

긍정적 부정적

현재 상황

긍정적
조건 1

71명(남성 34)

조건 2

72명(남성 26)

부정적
조건 3

71명(남성 26)

조건 4

72명(남성 20)

<표 1> 재와 미래 상황의 정성과 부정성 조건에 따른 구성  참가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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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재와 미래 상황에 따른 주  시간의 평가

미래상황

긍정적 부정적

현재 상황
긍정적 3.13(1.18) 1.94(0.69)

부정적 5.83(0.91) 5.68(0.96)

주. 리커트 7점 척도(1점: 매우 가깝다, 7점: 매우 멀다)의 평균점수임. (괄호 안은 표준편차)

<표 2> 재와 미래 상황의 정성과 부정성에 따른 평균 시간  거리 평가

결과 및 논의

특정 미래 시점까지 거리를 길거나 짧게, 혹은 느리거나 빠르게 다가오는 것으로 느끼는 정도

를 분석한 결과, 현재가 긍정적이고 미래가 부정적인 조건의 참가자들이 가장 가까운 것으로 평

가하였으며 현재는 부정적이지만 미래가 긍정적인 조건의 참가자들이 가장 멀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그림 1 참조).

우선, 현재와 미래 상황의 긍정성과 부정성에 따른 각 조건(조건 1, 조건 2, 조건 3, 조건 4)을 

검정값 4(참조점, 1 개월)에 해당하는 단일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재가 긍정적이

고 미래가 부정적인 조건 2[t(71) = -25.29, p < .001, d = .95]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긍정적인 

조건 1[t(70) = -6.22, p < .001, d = .59]은 기준점에 해당하는 한 달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가깝다고 추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현재와 미래 모두 부정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조

건 4[t(72) = 14.83, p < .001, d = .86]과 현재는 부정적이나 미래는 긍정적인 상황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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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72) = 14.93, p < .001, d = .86]은 기준점 한 달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멀다고 추정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황(긍정적 대 부정적)과 미래 상황(긍정적 대 부정적)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이원변량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현재 상황[F(1, 282) = 819.04, p < .001,  = .74]과 미래 상

황의 주효과[F(1, 282) = 35.07, p < .001,  = .1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현재 상황에 따라 미래 시점까지 시간적 거리가 달라질 수 있고, 미래 상황에 따라서도 

시간적 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한편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도 나타났다[F(1, 

282) = 21.03, p < .001,  = .07]. 상호작용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 상황

과 미래 상황으로 기준을 나누어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현재 상황에 따라 미래 상황의 

차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조건 1(긍정-긍정)과 조건 2(긍정-부정), 그리고 

조건 3(부정-긍정)과 조건 4(부정-부정)에서의 시간적 거리 평가 결과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조건 1(긍정-긍정)과 조건 2(긍정-부정)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t(141) = 7.32, p < .001, d 

= .52]했지만, 조건 3(부정-긍정)과 조건 4(부정-부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5]. 조건 1(긍정-긍정)과 조건 2(긍정-부정)는 현재가 긍정적 상황이라는 점이 동일

하고, 조건 3(부정-긍정)과 조건 4(부정-부정)는 현재가 부정적 상황이라는 점이 동일하다.

현재 상황이 부정적이면 다가올 미래의 상황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미

래가 기준 시점에 비해 멀리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조건 3(부정-긍정)과 조건 4(부정-부

정)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에 대한 시간적 거리 평가는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

래 상황이 어떠한지에 좌우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연구 결과는 현재가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면 미래 상황의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반면에 조건 1(긍정-긍정)과 

조건 2(긍정-부정)는 현재가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긍정적인 미래는 막연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평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과는 다르게 현재가 긍정적인 상황에 처

해있으면 미래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가까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조건 1: 긍정-긍

정). 또한 현재가 긍정적인 상황이지만 미래의 상황이 부정적이면 다가올 미래는 빠르게 오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평가하였다(조건 2: 긍정-부정). 긍정적인 미래 상황, 즉 우리가 바

라고 희망하는 미래 상황은 항상 멀게만 평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긍정적인 상황에 

처하면 긍정적인 미래 또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미래 상황에 따라 현재 상황의 차이가 시간적 거리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건 1(긍정-긍정)과 조건 3(부정-긍정), 그리고 조건 2(긍정-부정)와 조건 4(부정-부정)에서의 시간

적 거리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조건 1(긍정-긍정)과 조건 3(부정-긍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140) = -15.27, p < .001, d = .79]가 있었으며, 조건 2(긍정-부정)와 조건 4(부정-부정) 간에

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t(142) = -26.79, p < .001, d = .91]. 조건 1(긍정

-긍정)과 조건 3(부정-긍정)은 미래가 긍정적이라는 점이 동일하고, 조건 2(긍정-부정)와 조건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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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는 미래가 부정적이라는 점이 동일하다.

부정적인 미래는 빠르게 오거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현재 상황도 미래 상황과 마찬

가지로 부정적이면 미래 시점을 멀리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조건 2(긍정-부정)와 조건 4

(부정-부정)의 비교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반면에 바라고 희망하는 긍정적인 미래는 기준이 되는 

미래 시점에 비하여 막연히 멀게만 느끼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현재 상황 역시 미래 상황처럼 

긍정적이면 기준이 되는 미래 시점에 비하여 가까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래 시점에 대한 시간적 거리 평가는 미래 상황(긍정적 대 부정적)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조건 1(긍정-긍정)과 조건 3(부정-긍정) 그리고 조건 2(긍정-부정)와 조건 4(부정-부정)의 비교를 

통하여 현재 상황이 미래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 1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 상황이 미래 시간적 거리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건 간의 시간적 거리 평가 차이는 부정적인 상황, 즉 현재나 미래의 긍정성보다 

현재나 미래의 부정성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또한, 미래 시점까지 시간적 거리 평가는 미

래의 영향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 상황

이 부정적일 경우에는 미래 상황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다가올 미래 시점을 기준이 되는 미래 

시점에 비하여 길게 느낀다.

실험 2: 시간  거리 단에 따른 주  시간표

실험 1에서는 특정 미래 시점까지 시간적 거리를 현재와 미래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상황에 

따라 주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지를 경험적으로 접근하여 살펴보았다. 실험 2에서는 

주관적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며 상황에 따라 표현방식은 어떻게 다른지를 인지와 정서의 차원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객관적 시간은 시계가 가리키는 상징화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반면에, 주관적 시간은 정서

와 인지적 경험을 반영하는 수식어들을 통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시간 흐름

에 대한 언어 표현은 사람들이 주관적 시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반영한다. Droit-Volet과 

Gil(2009), Droit-Volet과 Meck(2007), 그리고 Taylor(2007)는 심리적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사람들은 시간 흐름에 대한 느낌을 은유적

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빠르다’와 ‘느리다’ 혹은 ‘길다’와 ‘짧다’ 같은 상태를 나타내

는 형용사를 사용한 인지적 표현이 가능하며, ‘아쉽다’와 ‘기쁘다’ 혹은 ‘지루하다’와 ‘막막하다’ 

같이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사용한 정서적 표현도 가능하다.

실험 2에서는 Droit-Volet과 Gil(2009), Droit-Volet과 Meck(2007), 그리고 Taylor(2007)의 설명에 근

거하여 인지와 정서의 두 측면을 기준으로 미래 시간에 대한 표현들을 분류해보고자 하였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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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긍정성과 부정성에 따라 미래 시간에 대한 느낌을 나타내는 언어 표현

들을 살펴봄으로써 미래 시간적 거리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Droit-Volet과 Gil(2009), Droit-Volet과 Meck(2007), 그리고 Taylor(2007)는 심리적 시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를 시간지각에 따른 인지적 측면과 정서지각에 따른 정서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시간

을 빠르거나 느리게 혹은 짧거나 길게 판단하는 경우를 인지적 측면이라 하고, 시간의 경험이 

유쾌하거나 불쾌한 경우를 정서적 측면으로 분류한 것이다. 실험 2에서는 주관적 시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형용사를 분류하기 위하여 방영심(2011)의 연구에서 제안하는 분류체계를 인용하였

다. 방영심(2011)의 분류에 따르면, 시간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형상 형용사(크기, 위치, 속도, 빈

도)와 평가 형용사(정서적 평가)로 분류될 수 있다. ‘빠르다’, ‘느리다’, ‘멀다’, ‘가깝다’ 등과 같

은 주관적 시간에 대한 표현은 형상 형용사에 해당하고, 이러한 형상 형용사는 주관적 시간의 

인지적 표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즐겁다’, ‘지루하다’ 등과 같은 주관적 시간표현은 평가 

형용사에 해당하고, 평가 형용사는 주관적 시간의 정서적 표현으로 분류할 수 있다.

Droit-Volet과 Gil(2009), Droit-Volet과 Meck(2007), 그리고 Taylor(2007)의 심리적 시간에 대한 정

서, 인지적 측면과 방영심(2011)의 형용사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한 ‘형상 형용사’와 ‘평가 형용

사’를 중심으로 주관적 시간표현을 정리한 것이 (그림 2)이다. 실험 1의 결과에 따르면, 미래 시

점까지 거리가 멀거나 천천히 다가오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는 현재와 미래 상황이 모두 부정적

이거나 현재는 부정적이지만 미래가 긍정적인 경우에 해당하였다. 반면에 미래가 가깝거나 빠르

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는 현재와 미래 상황이 모두 긍정적이거나 현재는 긍정적이지

만 미래가 부정적인 경우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시간을 표현하는 인지와 정서 측면은 시간적 거

리 판단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며, 주관적 시간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을 통하여 주관적 

시간이 갖는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주  시간에 한 표  분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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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실험참가자

부산지역 교사대상 직무연수 강의를 수강하는 성인 남녀 40명(남 13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7.7세(표준편차 3.2)이었다. 참가자들을 실험 1과 동일한 네 조건(긍정-긍정, 

긍정-부정, 부정-긍정, 부정-부정) 각각에 10명씩 무선할당하였다.

실험처치  차

실험 1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 조건(긍정-긍정, 긍정-부정, 부정-긍정, 부정-부정)을 동일하게 사

용하였다. 다만 실험 2에서는 시간적 거리를 리커트 7점 척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조건

에 해당하는 시간을 경험할 때 어떠한 느낌을 받는지, 경험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

는지를 다섯 문장 내외로 서술해 볼 것을 요구하였다. 수집된 문장의 내용에서 이질적인 특징은 

발견되지 않았다. 질문지를 받고 서술하는 시간은 대략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결과 및 논의

40명의 참가자들이 시간에 대한 느낌을 서술한 표현은 총 198개였고, 이 표현들 중 비문은 없

었다. 각 조건별로 수집된 표현은 조건 1(긍정-긍정) 48개, 조건 2(긍정-부정) 51개, 조건 3(부정-

긍정) 50개, 그리고 조건 4(부정-부정) 49개이었다. 네 조건의 주관적 시간표현을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관적 시간표현을 Droit-Volet과 Gil(2009), Droit-Volet과 Meck(2007), 

그리고 Taylor(2007)의 인지와 정서적 분류와 방영심의 형용사 체계를 바탕으로 분류하였다. 현재

가 긍정적인 두 조건(조건 1, 조건 2)에서는 ‘가깝다’. ‘빠르다’, ‘잘 간다’와 같은 표현이 있는 반

면에 현재가 부정적인 두 조건(조건 3, 조건 4)에서는 ‘멀다’, ‘느리다’와 같은 표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적 거리추정에 따라 인지적 측면의 표현, 즉 시간에 대한 표현은 대조적

이다. 또한 주관적 시간의 정서적 표현은 시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나 부정적인 평가를 내포하

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가 시간 판단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에 앞서 네 가지 조건의 정서적 측면(평가)에 해당하는 156개의 표현(조건 1–48개, 

조건 2–51개, 조건 3–50개, 조건 4–49개)이 긍정적 정서 평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정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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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의 시간 감내의 시간

<조건 1>

긍정적 현재-

긍정적 미래

총 48개

<조건 2>

긍정적 현재-

부정적 미래

총 51개

<조건 3>

부정적 현재-

긍정적 미래

총 50개

<조건 4>

부정적 현재-

부정적 미래

총 49개

인지

측면
형상

빠르다(4) 

잘 간다(3) 

가깝게 느껴진다(1)

잘 갈 것이다(1)

짧다(4) 

무척 가깝다(3)

짧은 꿈같다(1)

빠르다(4)

너무 잘 간다(1)

시간이 안 간다(4)

가다가 멈췄다(1)

길다(4)

멀다(2)

느리다(1)

길다(4)

멀다(1)

느리다(2)

빠르지 않다(1)

9개 13개 12개 8개

정서

측면
평가

좋다(14)

기쁘다(3)

활용한다(2)

마음대로 한다(2)

안심한다(2)

기대된다(2)

편하다(2)

만끽한다(1)

자유롭다(1)

많은 것들을 한다(1)

다행이다(1)

설렌다(1)

아쉽다(1)

여유롭다(1)

활기차다(1)

새롭다(1)

흥미롭다(1)

감사하다(1)

좋은 티를 안 낸다(1)

활용한다(5)

즐긴다(5)

혜택을 누린다(4)

아쉽다(4)

노력한다(3)

만끽한다(2)

늦추고 싶다(2)

좋다가 말았다(2)

아깝다(2)

위로한다(2)

마음을 비운다(2)

즐겁다(1)

안타깝다(1)

찝찝하다(1)

걱정된다(1)

빨라서 싫다(1)

기대한다(4)

답답하다(3)

싫다(3)

참기 어렵다(2)

극복한다(2)

노력한다(2)

지루하다(2)

짜증스럽다(2)

막막하다(2)

불편하다(2)

걱정된다(2)

참아야한다(2)

다행이다(2)

단련한다(1)

견딜만하다(1)

지겹다(1)

끔찍하다(1)

견뎌야한다(1)

버텨야한다(1)

미래를 좋게 

해석한다(1)

운이 없다(1)

지겹다(5)

노력한다(4)

억울하다(4)

불만스럽다(3)

짜증난다(3)

애쓴다(2)

손해 본다(2)

기분 나쁘다(2)

부당하다(2)

참기 어렵다(2)

희망이 없다(2)

마음을 비운다(2)

실망스럽다(1)

힘들다(1)

가혹하다(1)

막막하다(1)

힘겹다(1)

운이 나쁘다(1)

안타깝다(1)

조심한다(1)

39개 38개 38개 41개

주. 표현의 수는 198문장이지만, 동일한 표현은 한번만 제시하고 ‘빠르다’ 나 ‘엄청 빠르다’ 같은 표현은 동일한 표현으

로 묶어 제시하였으며 또한 긴 표현은 짧고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표 3> 주  시간표 의 인지․정서 체계와 시간  거리 단에 따른 표  분류

( 호 안은 표 의 개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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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측면
전체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조건 1> 긍정적 현재 - 긍정적 미래

<조건 2> 긍정적 현재 - 부정적 미래

62(39.5)

79.5%

16(38.5)

20.5%
78

<조건 3> 부정적 현재 - 긍정적 미래

<조건 4> 부정적 현재 - 부정적 미래

17(39.5)

21.8%

61(38.5)

78.2%
78

전체 79 77 156(100%)

주. 괄호 안은 기대빈도임.

<표 4> 주  시간의 정서 측면 평가와 조건에 따른 찰빈도(기 빈도)

서 평가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다섯 명의 심리학 박사수료생이 사전 분류 평정 작업

에 참여하였다. 다섯 명의 평정자 중 4명(80%) 이상이 일치하는 구분(긍정 또는 부정)에 따라 정

서 측면(평가)에 해당하는 표현을 정리하였다. 예컨대, ‘시간을 활용하다’, ‘누리다’, ‘만끽하다’, 

‘견딜만하다’ 등은 긍정적인 평가에 해당하였고, 표현은 총 79개였다. 반면에 ‘지루하다’, ‘아쉽

다’, ‘버티다’ 등은 부정적인 평가에 해당하였으며 총 77개였다. 주관적 시간의 정서 측면의 평

가와 관찰빈도(기대빈도) 유관표를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빈도분석의 결과, 시간적 거리 추정에 따른 조건과 정서 측면(평가)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나

타났다[  (1) = 51.93, p < .001, φ = .58]. 현재가 긍정적인 두 조건에서는 시간에 대하여 ‘빠

르다’, ‘짧다’, ‘가깝다’와 같은 인지적 측면의 형상 표현뿐 아니라, ‘활용하다’, ‘즐기다’, ‘만끽하

다’, ‘기쁘다’와 같은 긍정적인 정서 측면과 관련된 어휘를 활용해 시간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활용하다’와 같은 표현은 주관적 시간에 대한 표현으로는 드문 표현이며 인상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시간에 대한 단순한 주관적 판단을 넘어서 능동적인 태도와 미래지향적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이다. 반면에 현재가 부정적인 두 조건에 대해서는 ‘멀다’, ‘길다’, 

‘느리다’와 같은 인지적 측면의 형상 표현뿐만 아니라 ‘견디다’, ‘버티다’, ‘지루하다’, ‘짜증나다’

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 측면과 관련된 어휘를 활용해 주관적 시간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견디다’와 ‘버티다’와 같은 표현은 현재가 긍정적인 조건의 시간에 나타난 ‘활용하다’만큼이나 

드문 표현이다. 주관적 시간에 대해 단순히 부정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정 정서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과 같은 능동적인 태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 상황이 긍정적인 경우에는 그 시점까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으로 느끼며 지루하고 

견디기 힘든 경험을 하는 반면에 미래 상황이 부정적인 경우에는 시간이 아주 빠르게 흐른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시점까지 시간이 빠르게 흐르지 않기를 바라거나 비교적 효율적으로 시간

을 활용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실험 2에서 ‘버티다’ ‘견디다’로 시간에 따른 마음을 표현

했던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주관적 시간을 ‘감내의 시간(time of perseverance)’으로 명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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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아울러 ‘활용하다’ ‘만끽하다’로 표현해낸 주관적 시간은 ‘가용의 시간

(time of availability)’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가용의 시간은 미래가 빠르게 다가오는 

것으로 느끼는 시간이다. 반면에 감내의 시간은 다가오는 미래가 더디 오는 것처럼 느낄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시간에 해당한다. 실험 1과 실험 2의 결과를 통합하면, 현재

의 상황이 긍정적인 경우에는 미래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우 모두 ‘가용의 시간’에 해당한

다. 반면에 현재가 부정적인 상황이면 미래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우 모두 ‘감내의 시간’에 

해당한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현재와 미래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특정 미래 시점까지 시간적 거리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해보려는 것이었다. 실험 1에서는 긍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을 가

정한 현재와 미래 상황의 경험이 미래 시점까지 시간적 거리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험 1에서는 현재와 미래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상황으로 조작하여 주관적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현재와 미래의 긍정적 상황과 부정적 상황에 따라 시간의 판단이 어떻게 달

라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와 미래 시점을 긍정적 상황이나 부정적 상황으로 조작하

고 그 미래 시점까지 주관적 거리감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현재가 긍정적이

지만 미래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미래를 기준이 되는 시점에 비해 가깝게 판단하였다. 그러나 현

재와 미래가 동일하게 부정적일 때에는 미래를 기준이 되는 시점에 비하여 느리게 오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에 현재가 부정적이지만 미래가 긍정적인 경우에는 미래 시점을 느리게 오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게 긍정적인 경우에는 미래를 기준이 되는 시점에 

비해 빠르게 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현재와 미래 상황이 동일한 경우에서의 주관적 판단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특정 미래 시점에 대한 시간적 거리 평가는 미래 상황보다 현재 상황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관적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상황보다 부정적인 상

황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험 1의 결과를 정리하면, 미래보다 현

재가 더 긍정적이거나 현재와 미래가 모두 긍정적일 때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판단한다. 

반면에 미래가 현재의 상황보다 더 긍정적이거나 현재와 미래가 모두 부정적일 때, 시간이 느리

게 흐르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이다.

실험 2에서는 주관적 시간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정서적 측면을 주관적 시간에 대

한 표현을 통해서 밝혀보고자 하였다. 실험 1의 결과에서처럼 미래에 비해 현재의 상황이 부정

적일 경우에는 시간이 ‘느리다’와 ‘멀다’와 같은 인지적 측면의 표현과 ‘지겹다’, ‘힘겹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측면의 표현이 많았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견디며 노력해야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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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감내의 시간’이라고 명명할 수 있었다. 반면에 미래에 비하여 현재가 긍

정적인 경우에는 ‘빠르다’, ‘금방이다’, ‘짧다’와 같은 인지적 측면의 표현과 ‘즐겁다’, ‘기쁘다’, 

‘설레다’ 같은 긍정적인 정서 측면의 표현이 많았다.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의미에

서 이러한 주관적 시간을 ‘가용의 시간’이라 명명할 수 있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할 수 

있는 일을 해 본다’, ‘누리다’, ‘만끽하다’ 등의 표현을 통하여 현재에 비해 부정적이라고 예측되

는 미래 시점까지 시간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무료하고 

지루하여 참고 견뎌야 하는 때를 겪는 소위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끼는 경험을 ‘감내의 

시간’이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할 수 있다. 반면에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낼 때, 마치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는 경험을 ‘가용의 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명명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대하는 미래가 멀리 있고, 기피하는 미래는 가깝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미래 시간의 지각과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

에서 보면, 미래 상황보다 현재 상황의 상태가 미래 시간의 추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과거 기억을 바탕으로 한 상상이라고 한 Davies(2013)의 제안에 더

하여 인간에게 미래는 과거 기억과 학습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미래는 항상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Dahlen(2013)과 Hammond(2012)의 

제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 상황은 미래에 대한 예측과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경험하는 주관적 시간은 설명하려는 방식에 따라 상이한 내용을 내포할 수도 있

고, 지정한 시간 단위나 맥락에 따라서도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주관적 시간에 관한 많은 

설명은 연구에서 제안하는 ‘감내의 시간’ 혹은 ‘가용의 시간’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겠으나 제한점은 많다. 추후 시간지각에 관한 연구에 있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용어들이 

활용된다면 상당부분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나 미래의 긍정

성과 부정성이 다가오는 특정 미래 시간을 추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렇지만 시

간의 지각과 판단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수행해야하는 과제의 유

무에 따라 시간을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고 특정 미래 시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

는가에 따라서도 시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측정 미래 시점이 물리적으로 얼마

나 가까운 시점인가 혹은 먼 시점인가에 따라서도 시간 지각과 판단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알아본 시간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외의 가능한 요건들을 추후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면 인간이 지각하는 미래 시간에 관한 이해와 한계에 더 깊게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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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Positivity and Negativity of Present and Future on

Temporal distance judgment and Time expression

GoEun Lee                    HyunJung Shi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present and future situation on the temporal distance estimation to 

the future. The effect of present and future situation on time expression was verified. In Experiment 1,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ositivity/negativity situation of the present and the 

future on the judgment of subjective the distance to a certain future time. The results are as follows. 

When the present is positive and the future is negative, the future looks closer than the objective 

temporal distance and comes faster, When the present is negative and the future is positive, the future 

looks farther and comes slower. On the other hand, when the present and the future are both negative, 

the future looks coming slower. And when the present and the future are both positive, the future is 

expected to come faster. In Experiment 2, the cognitive and emotional aspects of subjective time through 

time expressions. It can be said to be ‘the time of perseverance’ in the sense of time for effort. On the 

other hand, when the present is positive compared to the future, the time seems go fast and we generally 

prefer to use cognitive expressions such as ‘fast’ and emotional expressions such as ‘near’ and ‘pleasant’ 

and ‘flutter’. It is ‘the time of availability’, which means the time to enjoy and utilize.

Key words : subjective time, temporal distance, time expression, time of availability, time of persever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