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pplementary Table 1. Mental state terms of the Korean-translated version of the RMET (English)

Item Option 1 Option 2 Option 3 Option 4
1 장난끼 가득한 (playful) 위로하는 (comforting) 신경질이 난 (irritated) 지루해 하는 (bored)
2 겁에 질린 (terrified) 속상한 (upset) 오만한 (arrogant) 짜증이 난 (annoyed)
3 농담을 하는 (joking) 안절부절못하는 (flustered) 욕망 (desire) 확신에 찬 (convinced)
4 농담을 하는 (joking) 주장하는 (insisting) 재미있어진 (amused) 느긋한 (relaxed)
5 신경질이 난 (irritated) 비꼬는 (sarcastic) 걱정하는 (worried) 친절한 (friendly)
6 기겁을 한 (aghast) 환상에 잠긴 (fantasizing) 안달하는 (impatient) 위협을 느낀 (alarmed)
7 죄송스러워 하는 (apologetic) 친절한 (friendly) 마음이 불편한 (uneasy) 의기 소침한 (dispirited)
8 실의에 빠진 (despondent) 안도한 (relieved) 수줍어 하는 (shy) 흥분한 (excited)
9 짜증이 난 (annoyed) 적대적인 (hostile) 질겁한 (horrified) 골몰하는 (preoccupied)

10 조심하는 (cautious) 주장하는 (insisting) 지루해 하는 (bored) 기겁을 한 (aghast)
11 겁에 질린 (terrified) 재미있어진 (amused) 후회하는 (regretful) 추파를 던지는 (flirtatious)
12 무관심한 (indifferent) 창피해 하는 (embarrassed) 회의적인 (skeptical) 의기 소침한 (dispirited)
13 단호한 (decisive) 기대하는 (anticipating) 위협하는 (threatening) 수줍어 하는 (shy)
14 신경질이 난 (irritated) 실망한 (disappointed) 우울한 (depressed) 책망하는 (accusing)
15 생각에 잠긴 (contemplative) 안절부절못하는 (flustered) 격려하는 (encouraging) 재미있어진 (amused)
16 신경질이 난 (irritated) 생각에 빠진 (thoughtful) 격려하는 (encouraging) 동정 어린 (sympathetic)
17 의심스러워 하는 (doubtful) 애정이 넘치는 (affectionate) 장난끼 가득한 (playful) 기겁을 한 (aghast)
18 단호한 (decisive) 재미있어진 (amused) 기겁을 한 (aghast) 지루해 하는 (bored)
19 오만한 (arrogant) 감사해 하는 (grateful) 비꼬는 (sarcastic) 머뭇거리는 (tentative)
20 지배적인 (dominant) 친절한 (friendly) 죄책감을 느끼는 (guilty) 질겁한 (horrified)
21 창피해 하는 (embarrassed) 환상에 잠긴 (fantasizing) 혼란스러워하는 (confused) 공황상태에 빠진 (panicked)
22 골몰하는 (preoccupied) 감사해 하는 (grateful) 주장하는 (insisting) 애원하는 (imploring)
23 흡족한 (contented) 죄송스러워 하는 (apologetic) 저항적인 (defiant) 호기심에 찬 (curious)
24 수심에 잠긴 (pensive) 신경질이 난 (irritated) 흥분한 (excited) 적대적인 (hostile)
25 공황상태에 빠진 (panicked) 믿으려 하지 않는 (incredulous) 실의에 빠진 (despondent) 관심 있어 하는 (interested)
26 위협을 느낀 (alarmed) 수줍어 하는 (shy) 적대적인 (hostile) 불안해하는 (anxious)
27 농담을 하는 (joking) 조심하는 (cautious) 오만한 (arrogant) 안심시키는 (reassuring)
28 관심 있어 하는 (interested) 농담을 하는 (joking) 애정이 넘치는 (affectionate) 흡족한 (contented)
29 안달하는 (impatient) 기겁을 한 (aghast) 신경질이 난 (irritated) 사색적인 (reflective)
30 감사해 하는 (grateful) 추파를 던지는 (flirtatious) 적대적인 (hostile) 실망한 (disappointed)
31 수치스러워 하는 (ashamed) 자신 있는 (confident) 농담을 하는 (joking) 의기 소침한 (dispirited)
32 진지한 (serious) 수치스러워 하는 (ashamed) 얼떨떨한 (bewildered) 위협을 느낀 (alarmed)
33 창피해 하는 (embarrassed) 죄책감을 느끼는 (guilty) 환상에 잠긴 (fantasizing) 걱정스러워 하는 (concerned)
34 기겁을 한 (aghast) 당혹스러워 하는 (baffled) 미심쩍어 하는 (distrustful) 겁에 질린 (terrified)
35 어리둥절한 (puzzled) 긴장한 (nervous) 주장하는 (insisting) 생각에 잠긴 (contemplative)
36 수치스러워 하는 (ashamed) 긴장한 (nervous) 수상쩍어 하는 (suspicious) 우유부단한 (indecisive)

The correct answers are shown in bo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