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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자의 성격구조기능과 삶의 자세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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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교류분석이론을 중심으로 치료과정에 있는 입원한 알코올 중독자 93명의 성격구조기능과
삶의 자세를 분석하였으며 또한 성격구조기능과 삶의 자세 상호간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조사대상자의 성격구조기능과 삶의 자세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격구조기능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이고그램,
그리고 삶의 자세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오케이그램을 실시하였고, 성격구조기능과 삶의 자세 상호간의 관
련성은 이고그램과 오케이그램을 함께 분석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성격구조기능을 보면, CP가 낮고
AC가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자기부정-타인긍정의 삶의 자세를 나타냈다. 또한 성격구조기능과 삶의 자
세와의 관련성을 이고그램과 오케이그램을 합하여 분석한 결과, 자기부정 점수가 높아 내적인 자신감이
부족하며 자신에게 엄격하지 못한 면이 강하며 동시에 AC 점수가 FC보다 높아 타인의 감정에 맞추어 행
동과 자신의 감정을 늘 억누르는 경향으로 우울하거나 반항적인 감정 상태로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이
다. 또한 타인긍정이 높고 자기긍정이 낮으므로 타인에 대해 항상 자기는 부족하고 열등감을 느끼기 쉽
다. 아울러 NP점수보다 CP점수가 낮으므로 남에게 기준 없이 잘해주려 하고 체면 때문에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면과 책임 있는 행동과 공사를 잘 구분하여 행동하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나 알코올중독자의 취약한 성격구조기능과 삶의 자세의 특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조사대상자
를 네 가지 삶의 자세별로 분류하여 성격구조기능과의 관련성을 보았다. 네 가지 삶의 자세 분류와 관련
하여 성격구조기능면에서 공통적인 것은 조사대상자들 모두 다른 자아 상태에 비하여 CP가 낮음을 알 수
있었으며, 4가지 유형의 삶의 자세와 성격구조기능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입원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
적 개입은 이들의 알코올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부정-타인긍정의 삶의 자세를 자기긍정-타인긍정의
삶의 자세로 전환시키는데 맞추어져야 한다. 동시에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구조기능 중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CP 즉 엄격한 어버이자아를 높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아울러 삶의 자세와 성격구조기능을
통합하여 사정한 결과에 치료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주요어 : 교류분석, 알코올 중독자, 성격구조기능, 삶의 자세, 이고그램, 오케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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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는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록 하며 치료에 순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위하여 술이 이용되어져 왔으며 이를 통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매우 필요

여 심적인 교감을 형성하여 왔다. 그러나

한 실정이다.

이런 술에 대한 관대함 때문에 알코올로 인

알코올 중독은 단일한 증상을 보이기보다

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은 것도 사실이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다. 한국사인요약분류조사에 의하면 정신질

개인별로 중독에 따른 차이를 보이기 때문

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에서 알코올 사용으

에 한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다각

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진단을 받은 자가

적인 정보수집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 따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알코올로

라서 환자의 기능수행의 여러 영역을 다루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반영한다 할 것이

는 진단도구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알코올

다(통계청, 2004).

에 대한 편향과 일단 음주가 시작되면 알코

알코올 중독이 단순한 개인문제가 아닌

올 소비에 대한 조절 능력의 상실로 보통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중독 상태가 되어야 끝이 나고 만성적이고

는 전국적으로 알코올상담센터를 지정하여

진행성이며 치명적인 질환이기 때문이다.

체계적으로 알코올 중독문제에 개입하게 되

그러나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었다. 즉 알코올문제는 정신의학영역의 문

중독에 대한 연구는 알코올 중독자와 비중

제일 뿐 아니라 사회경제 문제로 인식되고

독자간의 비교연구와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복지학적 문제로 파

치중할 뿐만 아니라(정왕용, 1994; 김영호,

급되고 있다(김성용, 2002).

1997) 교류분석적 접근에서도 프로그램의

입원 알코올 중독자들은 잦은 입원으로 인

효과성에만 치중되었을 뿐(홍명자, 2001; 전

해 자존감 저하와 대인관계의 친밀감이 결여

지은, 2003) 실제로 결과를 야기한 알코올

되어 있으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나

중독자들 간의 성격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

강박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수용 받지

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정혜선, 2002). 또한

알코올 중독자의 음주문제의 표면적 이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게 될 때에는 병

에는 심리적 문제와 성격문제가 깔려 있으

의 특성 및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일반인들

며 이에 대한 이해와 심리·치료적 접근에서

의 인식으로 인해 비자발적인 경우가 많고,

교류분석이 유용하다. 성격유형의 이해에서

그로 인해 입원 초기에는 강한 저항감을 보

성격적응이라는 개념적 준거 틀을 정립하는

이며 치료에 순응하지 못하고 변화에 대한

과제는 치료자가 내담자와 치료적 접촉을

동기가 낮은 것이 대부분이다(송수진, 2003).

시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자긍심 저하와 저항감, 낮은 변화

할 것이다(이영호, 2005). 즉, 인간의 행동은

동기 등으로 인하여 환자의 치료과정에 있

순간적인 외부의 자극뿐 아니라 그의 고정

어서 그들이 변화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

된 특성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볼 수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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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려면 이

호간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하

러한 특성 내지 성향을 밝혀야 한다.

여 조사대상자의 성격구조기능과 삶의 자세

알코올 중독은 일정기간 치료를 하더라도

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격구조기능을 그래프

재발을 잘 하여 2주 이상 입원 치료 후 퇴

로 나타내는 이고그램, 그리고 삶의 자세를

원한 전체 환자의 80.3%에서 퇴원 후 6개월

그래프로 나타내는 오케이그램을 실시하였

이내에 다시 술을 마셨으며, 3개월 간의 체

고 성격구조기능과 삶의 자세 상호간의 관

계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에서도 그들

련성은 이고그램과 오케이그램을 함께 분석

중에 30%만이 퇴원 후 1년 이상 단주를 하

하였다.

였고 단지 그들 중 12.4%만이 퇴원 후 2년
이상 단주를 하였다. 이와 같이 높은 재발

문헌 및 선행연구의 고찰

율을 보이는 특징이 알코올 중독의 치료와
재활에 있어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신
정호 외, 1999; 박선희, 2004). 알코올 중독

알코올중독자의 특성

자의 입원치료는 증상의 완화, 문제의 파악
및 해결방법 모색,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알코올중독의 정의

준비가 목표이며, 알코올 중독의 치료는 퇴

알코올 중독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

원 후에도 계속되어져야 하는 장기적 과정

며, 의료적, 경제적, 심리사회적인 측면뿐만

이다(천덕희, 2002; 최원석, 2004).

아니라 육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궁극적

는 질병으로 정의 되어진다. 즉 알코올 중

목표는 단주유지를 하는 재발예방이다. 이

독은 단일한 질환이 아닌 복합적인 결과로

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의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산업

유형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

사회의 발전정도에 따라 알코올 중독에 대

는 알코올 중독 개인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한 진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마디

바탕으로 알코올 중독이라는 삶의 태도를

로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다(최은미, 2001).

함께 통합하여 분석할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세계보건기구(WHO, 1955)에 의하면 알코

있겠다. 특히 개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올 중독이란 “전통적 음주 습관의 영역을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이러한 개입은 적

넘거나 혹은 그 사회에서 인정하는 범위보

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입원기간에 더욱

다 지나치게 많이 음주하고 사회와 가정에

필요하다.

지장이 있고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류분석이론을 중

다.”고 하였다.

심으로 치료과정에 있는 입원한 알코올 중

1968년에 미국의사협회가 제안하여 아직

독자의 성격구조기능과 삶의 자세를 분석하

도 널리 사용되어지는 정의에 의하면, “알

였으며 또한 성격구조기능과 삶의 자세 상

코올 중독은 알코올에 대한 편향과 일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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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시작되면 알코올 소비에 대한 조절 능

불가능하고 자신의 음주에 대한 통제력의

력의 상실로 보통 중독 상태가 되어야 끝이

상실을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나고 만성, 진행성, 그리고 재발 경향성을

Lindstorm(1992)은 알코올의 지속적 사용의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그것은 지속되며

결과로 생겨난 질병으로 만성적이고 진행성

과도한 알코올 사용의 직접적 결과로 야기

이며 치명적 질병으로 정의하였다(김기태외,

되는 전형적인 신체적 무능력과 정서적·직

2005. 재인용). 즉 알코올 중독이 되기까지

업적·사회적 적응의 손상과 연관된 특징을

서서히 진행되어가며 재발을 잘 한다는 것

갖는다”(AMA, 1968).

을 의미한다. 또한 음주와 관련된 문제가
초기에는 그다지 심하지 않았는데 음주기간

알코올 중독의 질병적 특성

이 길어질수록 중독 상태가 악화되어 간다.

알코올 중독의 질병적 특성으로 이영실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중독

(1996)은 임상경과별 혹은 증상별로 정의하

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되며, 치료하지 않으

였으며 생리학적 기준과 임상적 기준, 그리

면 죽음이나 정신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고 행동심리학적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첫

다.

째, 생리학적 기준에 의한 증상은 생리학적
의존증상으로 금단시 떨림, 환각, 경련발작,

알코올 중독의 성격적 특성

섬망 상태의 각종 금단 증상이 발생하고 내

알코올 중독은 복잡 다양하므로 정확한

성형성으로 음주량이 증가하고 그 기간이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으며 성격 특성을 밝

연장되므로 상당한 알코올 혈중 농도에서도

히는데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즉

알코올 중독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때로는

알코올 중독자 집단은 비알코올 중독자 집

기억상실을 일으킬 때도 있다. 둘째, 임상적

단보다 의미심장하게 더 많은 우울증, 망상

기준에 의한 증상은 신체 및 심리적 의존과

적 사고 경향, 공격적 감정과 행동, 더욱 낮

만성적 의존이 결합된 각종 신체질환(간장,

은 자부심, 책임성, 자기통제를 드러낸다고

소화기 계통, 중추신경계, 혈액질환, 영양실

한다(김기태외, 2005).

조, 비타민결핍 및 신진대사장애, 감각기 계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적 특성에 대해 살

통의 질환)의 증상과 관련된다. 셋째, 행동

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첫째,

적, 심리학적 기준으로 상습적 음주의 결과

때로 초월한 듯 한 모습을 보인다. 즉, 마치

가정과 직업,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

모든 것이 끝났다는 태도로서 하루하루를

래하는 증상으로 건강상 이유로 내려진 엄

보내며 어떤 것도 무의미하며 술을 제외한

격한 단주 권고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지속

다른 것들의 가치를 부정한다(정원철, 2000).

하며 직업상실, 가정생활의 파탄, 배우자나

둘째, 심각한 자기방어 상태에 있다. 알코올

자녀의 학대, 경제적 궁핍, 위법행위 등으로

중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어는 부정, 합

상당한 사회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단주가

리화, 주지화, 축소, 투사 등이다. 이러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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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함

며 성격 이론”이다. 이것은 국제교류분석협

으로써 자신의 음주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

회(ITAA)에서 제시한 교류분석의 정의이다.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셋째, 자기혐오이다.

교류분석은 성격 이론으로서 사람들이 심리

흔히 알코올 중독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학적으로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우리

않을까 염려하고 불안해지기 쉬운데, 그들

들에게 하나의 그림으로서 보여주는데, 이

이 밖으로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것은 자신

를 위해 자아 상태 모델이라고 알려진 3가

의 내부에 자기혐오의 감정이 강하게 자리

지 모델을 이용한다. 자아상태 모델은 사람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 밖으로 일을 저

들이 어떻게 기능 하는지, 즉 행위의 측면

지르고 나면 자기혐오의 감정은 더 심해져

에서 보아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을 어떻게

서 이것이 알코올 중독의 행동을 악순환에

표현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빠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넷째, 음주문
제를 부정한다. 자신이 마시는 이유와 다른

성격구조기능

사람이 마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합리화
할 궁리를 계속 세우고 본인이 알코올 중독

에릭 번은 환자에게 언어나 행동, 소리들

자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한

이 자극으로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행동의

재강, 1998).

변화를 관찰하였는데, 이 변화는 특별한 경

종합하여 볼 때 알코올 중독의 공통된 성

험으로 말의 억양이나 구조, 몸동작, 안면경

향은 부정적인 심리적 기제에 있다고 생각

련, 태도 등을 포함한다. 그것은 마치 한 개

된다. 즉 피해의식과 무력감, 고립감을 가지

인 안에 여러 모양으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고 있으며, 또한 우울적인 성향과 자기혐오

것 같이 보이고 때로는 내부에 있는 사람

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반항적인

중에서 하나 혹은 다중 성격이 그 환자의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성격을 통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이
론으로 전개하였다. 즉, 지금 여기에서(here

교류분석이론

and now) 본인 자신이 확실히 구체적으로
그것이라고 의식할 수 있는 것, 혹은 본인

교류분석의 태동은 1950년대 에릭 번이
전쟁 중에 군사들에게 집단치료의 한 방법

이 자각할 수 있는 생각, 느낌, 행동의 방식
을 가리키는 것이다(우재현, 1995).

으로 사용하면서부터이며 이후 에릭 번의

Dusay(1977)는 자아 상태를 더욱 세분화하

후계자에 의해 계승 발전되어왔다. 외부로

여 다섯 가지 자아 상태로 이고그램을 개발

부터 관찰 가능한 행동을 연구의 출발점으

하여 개인의 자아상태의 에너지에 관하여

로 하고 있는 왓슨 등의 행동주의를 기초로

연구하였으며, 사람에게는 개인마다의 특유

하고 있다. “교류분석은 개인의 성장과 개

한 성격이 있으며 그 특성이 나타남을 관찰

인의 변화를 위한 체계적인 심리 치료법이

하였다. 즉 성격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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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를 교류분

면이 많지만 사회질서의 유지 능력이나 이

석에서 성격의 구조기능이라 한다.

상추구 등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러한 CP

교류분석에서는 우선 개인의 성격을 구성

가 강한 사람은 이마를 찌푸리며, 명령조로

하고 있는 자아상태를 인식시키는데서 시작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경향이 있고, 자세나

된다. 이것은 TA의 기초라 할 수 있으며 일

태도도 거만하고, 상대를 무시하는 편이며,

반적으로 구조분석이라 불려지고 있으며, 인

턱이나 손가락으로 지시하고 보수적이기도

간의 자아상태를 「어버이」(Parent), 「어른」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해진 일을 정확히 지

(Adult), 「어린이」(child)의 세 가지로 구분하

키고 일도 완전히 수행하는 등 믿음직스러

고 이해한다. 약해서 Ⓟ，Ⓐ，Ⓒ라 한다.

운 존재이기도 하다. 즉, CP가 낮을 때는 관

구조분석에 의한 자아상태를 보다 기능적

용적이고, 높을 때는 지배적이며, 지나치게

으로 세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기능분석이라

높으면 비판적인 경향을 보이게 된다(이병

고 한다. Ⓟ는 CP(비판적 어버이: 부성적인

래, 1996).

Ⓟ)와 NP(양육적인 어버이: 모성적인 Ⓟ)로
양육적인 어버이(Nurturing Parent: NP,

양분하고 Ⓒ를 FC(자유스런 어린이)와 AC
(순응한 어린이)로 나누며 Ⓐ는 더 이상 나

이하 NP라 함)

누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NP는 친절, 동정, 관용적인 태도를 나타

5개의 기능분석의 목적은 자신을 객관시

내는 부분으로 타인을 격려하고 용서하고

하여 자신의 성격의 부조화를 발견해 가는

칭찬을 하며, 보호하고 돌보는 작용을 한다.

데 있다. 따라서 이고그램이라는 에너지의

NP는 공감, 동정, 보호, 수용 등 어린이의

양적파악을 도입, 수치화하여 객관적인 모

성장을 촉진하는 어머니와 같은 부분이다.

습을 파악할 수 있다.

타인에 대해서 수용적이어서 대화에 경청도
하고, 남을 돌보며, 친절하기 때문에 상대방

엄격한 어버이(Critical Parent: CP, 이하
CP라 함)

에게 신뢰감을 주기도 한다. 또한 동정적이
고 애정이 깊어서 상대에게 행복감과 만족

CP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은 항상 옳
다고 여기고 양보하지 않으려는 부분으로,

감을 안겨주고, 긍정적 스트로크를 주기도
한다.

자신의 양심과 깊이 관련되어 있어서 주로
인간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

성인(Adult: A, 이하 A라 함)

지 규칙들을 가르치며, 동시에 비판이나 비

추리하고 자극을 평가하고 정보를 수집해

난을 한다.

서 미래를 위한 처방을 내는 컴퓨터와 같은

CP는 이상, 양심, 책임, 비판 등의 가치판

역할을 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내지 컴

단이나 윤리관 등 엄격한 부분을 주장한다.

퓨터화 한다. A는 P나 C와 같이 과거의 영

한편 창조성을 억압하고 징벌적인 엄격한

향을 받지 않고, 성장한 사람으로서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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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원하여 “지금 현재(here & now)”의 상

와 때도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실없는 행동

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한

만 해도 곤란하지만 FC가 풍부한 편이 건강

다. 즉 A상태에서는 사실 또는 현실에 입각

하다고 할 수 있다(이영호, 2005).

하여 지식 및 정보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입

FC가 높은 사람은 싫은 것이 명확하며 자

장에서 사고 및 추리를 하여 행동으로 옮긴

유분방함에 있어서는 건강하지만, FC가 지

다. 이러한 A는 12세가 되어야 충분히 발달

나치게 강하면 자기중심적이거나 제멋대로

되기 시작하며, 전적으로 자율적 자아 상태

행동하게 되어 주위와의 협조가 어려워 갈

라기보다는 다른 자아상태로부터 에너지를

등을 초래하기 쉽다. 즉 FC가 낮을 경우에

얻어서 그것과 관련하여 기능을 발휘하는

는 폐쇄적이고, 높으면 개방적이며, 지나치

일종의 자료처리 컴퓨터라고 할 수 있다.

게 높으면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타인과의 교류라고 하는 면에서 본다면,

보이게 된다(이병래, 1996).

A는 성인으로서 주위와의 주고받음(give and
순응하는 어린이(Adapted Child: AC, 이

take)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이다. 그
러나 A도 과잉하게 되면 평론가라든지 머

하 AC라 함)

리만 유난히 큰 사람(지식만 풍부하고 행동

AC는 자신의 본래의 기분을 죽여 부모나

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말만

선생님의 기대에 따르려고 노력하는 부분으

많고 불성실한 형, 혹은 정열이 부족한 기

로 주로 양친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진다.

계적 인간과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이

FC에 여러 가지 수정이 가해진 것이며 구체

영호, 2005).

적으로 싫은 것을 싫다고 말 못하고 간단하
게 타협해 버리며, 자연스러운 감정을 보이

자유로운 어린이(Free Child: FC, 이하
FC라 함)

지 않으며, 자발성이 결여되고, 타인에게 의
존적인 성향을 갖는다. 보통은 말이 없고

FC는 인격 중에서 가장 선천적인 부분이

얌전하고 좋은 아이인 것 같이 보이는 행동

다. 이상적으로 말한다면, 자유로워서 어떤

패턴이다. AC의 감정은 일반적으로 부자연

것에도 구속되지 않는 자발적인 부분이며,

스러우며 음울한 모습이다. 가령 우울, 원

창조성의 원천이다. FC가 활동하는 사람은

한, 죄악감, 슬픔, 자기혐오 등이다. 교류분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는 등

석에서는 AC가 과도한 경우를 주목해야 한

자연적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가능

다. 이는 자유로운 나를 극도로 억압하여

하다. 아이들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어 놀기

마치 어른인 것처럼 행동하여 주위를 놀라

도 하고, 노래하고 기발한 공상에 열중하기

게 하기도 한다(이영호, 2005).

도 한다. FC는 일반적으로 밝고 유머가 풍

AC는 주체성이 결여된 채 주위에 영합하

부하다. 더욱이 선천적으로 갖추어진 예술

므로 본래의 자신을 살리지 못한다. 따라서

적인 소질이나 직관력 등도 특징이다. 장소

원치 않게 욕구불만이 생기고 열등감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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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현실을 회피하며, 주위의 동정을 기대

삶의 자세로 사용하기로 한다.

하고, 의존적 이며, 자기비하의 경향을 갖게

삶의 자세 이론은 Eric Berne(1964)이 개발

된다. AC가 지나치면 비굴하거나 굴절되어

한 성격이론이며 Harris에 의해 보완되었다

서 응석을 부리거나, 때로는 폭발적인 공격

고 할 수 있다. Berne은 인간행동의 동기로

적 태도로 변모하기도 한다.

서 음식, 물, 공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생리
적 욕구와 자극의 욕구, 구조의 욕구, 그리

삶의 자세

고 삶의 자세의 욕구와 같은 심리적 욕구들
을 가정하였다. 이 중 삶의 자세 욕구는 한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
에 대해서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

개인이 전 생애를 통해서 어떤 확고한 삶의
자세를 갖게 하는 욕구이다.

어서 특수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 교류분석

교류분석이론에서 뛰어난 점의 하나는 현

에서는 빈도와 가능성이 높은 인생태도(삶

실적인 삶의 자세 개념이며 이를 통해 알코

의 자세)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올 중독자의 성향을 분석할 수 있다. Elson

제 1자세는 자기부정․타인긍정(I'm not

(1979)과 Harris(1969)는 자율적인 사람은 자

OK, You're OK)이고, 제 2자세는 자기부

기긍정-타인긍정 삶의 자세의 주도하에 있

정․타인부정(I'm not OK, You're not OK)이

다고 하면서 자기긍정-타인긍정 삶의 자세

며, 제 3자세는 자기긍정․타인부정(I'm OK,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Harris(1969)에 의하면

You're not OK)이며, 마지막 제 4자세는 자

삶의 자세는 정신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을

기긍정․타인긍정(I'm OK, You're OK)이다.

가진다고 하면서 자기부정-타인긍정의 삶의

이 같은 삶의 자세는 유아기에 그 기초가

자세를 가진 사람은 우울증적이고 비경쟁적

형성되며, 그 이후에 수정되지 않는 한 일

이며 타인들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으며, 극

생동안 이 같은 태도로 살아가게 된다.

단의 경우 포기나 자살을 하며, 자기부정-타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태도인 자기긍정․

인부정의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극단의

타인긍정 태도로 관점수정․행동수정하기

경우 범죄인이 된다고 하였다(정성란, 2000).

위한 자각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긍정-타인부정의 자

또한 교류분석에서는 삶의 자세를 측정하

세를 지닌다고 한다. Leikin(1986)과 Thomas

기 위해 오케이그램을 도입하여 체크리스트

와 Paul(1987)에 의하면 알코올 중독자는 알

에 의해 수치화 한다.

코올 중독이 자기의 행동형태 즉 습관, 버릇

삶의 자세에 대한 용어 정의는 영어의 Life

등의 통제 부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며 자

Position을 우리말로 해석할 때 생활자세(이

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파

형득·이성태, 1971), 생활태도(우재현, 1989;

괴한다고 밝히고 있다(홍명자, 2001). Thamm

김규수·류태보, 1993) 또는 인생태도(우재현,

(1972)과 Allen(1973)도 자기긍정-타인부정의

1989)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자세 특징은 보다 이지적이고 자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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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며, 결손가정의 출신자녀가 많은 경향

면서 고정된 결단이 곧 삶의 자세라 할 수

을 보였으며 부적응 행동과 관련을 보였다.

있다. 어린 시절에 고정된 기본적인 정서적

자기부정-타인긍정의 태도는 우울, 불안, 도

입장은 일종의 자기 방어기제가 된다. 이러

피 및 자살경향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한 방어기제는 일생동안 계속되면서 자동적

(정성란, 2000).

으로 동일한 입장에서 매사를 해결하려고

자기부정-타인부정의 태도는 가장 나쁜
건강상태이며 결손가정 출신이 많은 경향을

하게 된다(소현숙, 1992; 이재승, 2004. 재인
용). OK와 Not OK의 비교는 표 1과 같다.

보였고, 부모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

사람은 유아기 또는 소아기(5·6세가량)에

는 감정과 내부지향적이기도 하고 외부 지

특히 모친과의 교류를 비롯하여 양친 혹은

향적이기도 한 양면에서의 분노, 그리고 죄

양친을 대신하는 사람, 형제자매 등과의 교

책감, 불신감, 대인공포, 원한과 자기 자신

류와 기타 환경의 영향 때문에 어린이 자아

및 타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들을 특징으로

가 받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스트로크에 반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이성태, 1991).

응하는 심리적 태도가 반복 강화됨으로써

자기긍정-타인긍정의 태도는 가장 건강한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형성된다.

자세로 기쁨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 및 자

사람은 때와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언제

신과 타인에 대한 높은 수용성을 특징으로

나 동일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그

하고 있으며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은 우울과

러나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

불안을 적게 보고한다고 했다(정성란, 2000).

람에 대해서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러한 삶의 자세는 스트로크(Stroke)-일종

있어서 특수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 교류분

의 인정자극으로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의

석에서는 빈도와 가능성이 높은 삶의 자세

사소통의 수단들에 의해 주어지는 존재 인

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으며 설명하

정의 한 단위-에 의해 결정된다. 즉 나 자신

면 다음과 같다.

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느냐 하
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어린 시

자기부정·타인긍정(제 1자세)

절의 육체적 욕구와 심리적 차이를 경험하

어렸을 때 모든 어린이는 “자신은 OK가

<표 1> OK와 Not OK의 비교
안심할 수 있다. 사랑받고 있다. 좋은 인간이다. 살아있는 가치가 있다.
OK

올바르다. 강하다. 즐겁다. 아름답다. 할 수 있다. 도움이 된다.
뛰어나다. 하면 잘 된다. 자기실현을 하고 있다. 등
안심할 수 없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보기 싫다. 약하다. 어린아이 같다.

Not OK

무지하다. 짓궂다. 안된다. 바보다. 동작이 느리고 머리가 둔하다.
실패한다. 무엇을 해도 안 된다. 뒤떨어진다. 자기실현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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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양친에 대해서 “그들

모든 것을 단념하고 있으며 희망이 없다고

은 OK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자

생각한다(Harris, 1969).

기 자신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

또한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타인

대해 이해하고자 할 때 맨 처음 느끼는 것

이 주려고 하는 애정이나 관심을 거부하며

이다. 이 견해는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 영

자기의 껍질 속에 들어가 타인과 교류하는

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론이다. 이것은 영구

것을 그만두어 버리게 된다. 심한 경우 공

히 기억되고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결론

허감에 사로잡혀 생활에 대한 관심을 잃고

은 새로운 견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바꾸

정신분열적인 행동을 나타내며 때로는 자살

어지지 않는다(Harris, 1969).

이나 타살의 행위로 달음질치는 수가 있다.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긍

발달적으로 보면 인생 초기에 부모와 자식

정적 스트로크를 얻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사이에 형성되어야 할 기본적 신뢰감이 어

품고 있으며 또한 이 태도를 우울증적 자세

떤 형태(예를 들면 거절, 방치, 처벌, 부상

라 하며 열등감, 부적절감과 함께 죄의식

등)로 심신에 커다란 고통을 주게 되어 긍

나아가서는 타인에 대한 불신감을 발달시키

정적 스트로크가 끊어짐으로써 커다란 결함

게 된다(이형득 외, 2003; 이재승, 2004. 재

이 생기게 된다(이영호, 2005).

인용). 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성장해서 사
회인이 되면 항상 자기는 부족하고, 무가치

자기긍정 타인부정(제 3자세)

하고, 무력하다는 감정태도를 강화시킨다.

처음에는 OK라고 생각하였던 양친으로부

항상 이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가

터 오랫동안 지독한 학대를 받은 어린이는

면서 ‘희생자’의 역할을 연출한다. 이 자세

“나는 OK이고, 당신은 OK가 아니다”로 변

는 우울, 불안, 도피 및 자살경향과 관련되

한다. 즉, 조금 전에 받았던 고통과는 대조

어 있다(이재승, 2004).

적인 혼자 있을 때의 안식을 스스로 경험하
여 혼자일 때의 안도감이 “나는 OK이다”라

자기부정·타인부정(제 2자세)

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서운 양친이

어린이에게 있어서 쾌활하였던 인생의 최

나타나면 또 야단맞을 것이 아닌가 하는 공

초의 1년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생활은 아

포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고통을 준다. 즉

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다. 애무

“당신은 OK가 아니다.”의 입장을 성립시키

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곤란한 상태가 두

는 것이다(Harris, 1969).

살 동안 아무 도움 없이 계속되게 되면 어

이 태도는 지배적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

린이는 “나는 OK가 아니고 당신도 OK가

이 취하는 태도이다. 이 특색은 자기 성미

아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 입장에 머물

에 맞지 않는 것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러 있을 때는 성인 자아의 성장은 멈춘다.

다. 오랫동안 지내온 친구나 자기에게 어버

성인이 되어도 이 태도에 처해 있는 사람은

이처럼 어떤 일이라도 다해주던 부하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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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자기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이

치료하는 알코올 병동이 있고 자료수집이

면 예사로 차버리는 냉정한 데가 있다. 그

허락된 경남지역 3곳과 전남지역 1곳에 입

것은 어린이나 친구나 부하들은 모두 자기

원한 알코올 중독자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 하는 전능

의해 실시하였다.

자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본 연구 설문지에 자발적 참여를
동의하고 둘째,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중이

자기긍정·타인긍정(제 4자세)

면서 셋째, 본 설문지를 이해하는데 인지장

“나도 OK이고 당신도 OK이다.”라는 이상

애가 없는 환자 중에서 실시하였다.

적인 삶의 자세로 사는 사람은 인간 동지로

알코올 병동 사회사업가에게 연구와 설문

서의 공감을 지닌 피가 통하는 교류를 할

지에 관한 기본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어 실

수 있다. 자기의 가치와 타인의 가치를 인

시하고 회수하였다. 150부의 설문지를 배부

정하고 존중하며 친밀하게 직접적으로 서로

하여 133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88.67%이

상대방에 대해 순수한 배려를 하는 관계라

며, 그 중에서 응답내용이 불충분하고 응답

고 말할 수 있다.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을 일부 하지 않은 설문지 40부를 제외하고

지배한다든가 이용하기 위해 상대방을 조작

모든 문항에 응답한 93부만을 연구에 이용

하는 그런 인간관계는 아니다. 또 남에게

하였다.

보이기 위한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
너지를 쓰지 않는다(이영호, 2005).

조사도구

또한 이 자세는 앞의 세 자세처럼 인간의
의식에서 생성되지 않으며 사고, 신념, 모험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

적 행동에 의한다. 자세를 바꾸는 것은 경

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설문 9문항,

험의 전환과 같은 것으로 설명되며 인생 초

자아상태 검사지 50문항, 삶의 자세 설문지

기에 원래의 자세를 결정하게 된 정보보다

48문항으로 총 10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면 제 4자세로 전환

아상태 검사지는 사단법인 한국교류분석협

할 수 있다고 한다(Harris, 1969).

회의 이고그램을 사용하였다. 한국 표준화
이고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교
류분석협회가 1991년 1월부터 1993년 12월말

연구방법

까지 샘풀 14000여개 중 지역별, 연령별, 성
별, 직업별 분포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0

연구대상

개를 집계하였는데, 이 조사의 신뢰성 ALPHA
는 0.73575였으며 내용 타당성은 .84342, 기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6년 2월 20일부터

준타당성은 .86543, 개념타당성은 .83674였다.

3월 28일까지 정신병원 중 알코올 중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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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 특성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검토를 통해 인구사회
학적 특성으로 연령, 학력, 결혼상태, 입원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신뢰성
이 검정된 것을 사용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전 직업, 단주기간, 입원횟수, 동거가족 여
부를 살펴보았다.

삶의 자세, 그리고 성격구조기능을 알아보
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자아상태 검사지
성격구조기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상

연구결과 및 분석

태 검사지를 이용하였다. 자아상태 검사지
는 J. Dusay가 개발한 이고그램을 기초로 우
재현이 제작한 표준화된 한국형 이고그램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섯 가지 기능적 자아 상태 기능별 각각
10문항씩 구성되어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40대가 44.1

있으며 한 문항에 0～3점(4점 척도)까지 점

%(41명), 50대가 31.2%(29명), 30대가 14%(13

수를 기입할 수 있다.

명), 60세 이상이 10.8%(10명) 순으로 나타났
다. 다른 연구에서처럼 본 연구에서 40대가

삶의 자세 설문지

대다수를 차지했으며(정혜은, 2004; 홍성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류분석협회에서 사

1990; 홍명자, 2001) 최소연령은 31세였으며

용하는 한국형 오케이그램을 네 가지를 점

최대연령은 75세였다.

수화 했는데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 및

자기긍정(이하 I+라 함), 자기부정(이하 I-라

졸업이 50.5%(47명), 중학교 중퇴 및 졸업이

함), 타인긍정(이하 U+라 함), 타인부정(이하

21.5%(20명), 대학교 중퇴 및 졸업이 18.3%

U-라 함)별로 각각 12문항씩으로 구성되어

(17명), 초등학교 중퇴 및 졸업이 8.6%(8명)

있다. 한 문항에 0～2점(3점 척도)까지 점수

순으로 나타났다.

를 기입할 수 있어서 각각의 기능적 자아

결혼 상태는 미혼이 43.0%(40명), 결혼후

상태별로 0～24점까지의 점수로 이루어져

동거가 18.3%(17명), 이혼이 18.3%(17명), 사

있다.

별이 7.5%(7명), 동거가 3.2%(3명) 순으로 나
타났다. 이혼율이 높은 것은 알코올 중독으
로 인한 가정의 분열을 쉽게 추측해볼 수

자료분석

있으며, 또한 가정을 구성하기 쉽지 않아
본 연구의 주제인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

미혼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구조와 삶의 자세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입원 전 직업은 생산직이 41.9%(39명), 농

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어민 15.1%(14명), 무직이 11.8%(11명),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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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직이 10.8%(10명) 순으로 나타났다.

다.” 16.1%(15명) 순이었다. 즉, 알코올 중독

최대단주기간의 경우는 1년 이상이 26.9%
(25명),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20.4%(19

입원 환자의 경우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았
다.

명), 단주기간이 없음이 15.1%(14명),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14%(13명) 순으로 나타

성격구조기능과 삶의 자세와의 관계

났다. 즉, 대다수의 입원 알코올 중독자들은
1년 미만의 단주기간을 가졌음을 알 수 있
다.

입원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구조기능과 삶

조사대상자의 입원횟수의 경우 3～5회 입

의 자세 각각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

원이 32.3%(30명), 첫 입원이 29%(27명), 2번

으며 교류분석에서는 또한 성격구조기능과

째 입원이 22.6%(21명), 6～9회 10.8%(10명),

삶의 자세를 같이 그래프로 그려서 분석할

10회 이상 5.4%(5명) 순으로 나타났다. 6회

수 있다. 즉 이고그램과 오케이그램을 같은

이상이 15명(16.2%)인 것으로 보아 알코올

점수로 환산하여 분석하면 입원 알코올 중

중독자들이 퇴원 후에도 쉽게 재발하여 병

독자의 성향을 분석하기 용이하다.

원에 자주 입․퇴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입원 알코올 중독자 93명의 이고그램과

가족형태에서 “혼자 살고 있다”가 47.3%

오케이그램을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성

(44명)으로 압도적이었고, “부모와 살고 있

격구조기능과 삶의 자세와의 관련성을 이고

다.” 25.8%(24명), “배우자와 자녀와 살고 있

그램과 오케이그램을 합하여 분석한 결과,

그림1.조사대상자의 이고그램과 오케이그램
30

25

20

15

10

5

0

CP : U-

NP: U+

A

FC: I+

이고그램

15.32

18.67

17.32

16.27

AC: I16.9

오케이그램

13.16

20.54

17.32

16.58

17.36

<그림 1> 조사대상자의 이고그램과 오케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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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정 점수가 높아 내적인 자신감이 부

과 일치하였으나 자기부정-타인긍정과 자기

족하며 자신에게 엄격하지 못한 면이 강하

부정-타인부정은 전형적인 형태와는 차이가

며 동시에 AC 점수가 FC보다 높아 타인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감정에 맞추어 행동과 자신의 감정을 늘 억

CP를 타인부정, NP를 타인긍정, FC를 자

누르는 경향으로 우울하거나 반항적인 감정

기긍정, AC를 자기부정으로 놓았을 때 자기

상태로 쉽게 빠질 수 있다. 또한 타인긍정이

와 타인에 대해 높은 것을 취했을 때의 결

높고 자기긍정이 낮으므로 타인에 대해 항

과를 의미한다. 또한 입원 알코올 중독자의

상 자기는 부족하고 열등감을 느끼기 쉽다.

네 가지 삶의 자세에서 CP가 NP보다 높게

아울러 NP점수보다 CP점수가 낮으므로 남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입원

에게 기준 없이 잘해주려 하고 체면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의 자신에 대한 엄격성이 부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면과 책임 있는 행동

족하여 발생하는 약한 의지력과 규칙에 잘

과 공사를 잘 구분하여 행동하지 못하여 어

적응하지 않는 성향을 반영한다.

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긍정-타인긍정 자세와 성격구조기

알코올중독자의 취약한 성격구조기능과 삶

능과의 관계

의 자세의 특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자기긍정-타인긍정의 삶의 자세로 나타난
삶의 자세 구성요인과 성격구조기능과의 관계

입원 알코올 중독자 37명의 성격구조기능과

이고그램을 분석하면 자기긍정-타인긍정

삶의 자세를 같은 점수로 환산하여 나타내

과 자기부정-타인긍정은 전형적인 이고그램

었으며 이고그램(성격구조기능)과 오케이그

그 림 2. 자 기 긍 정 - 타 인 긍 정 이 높 은 조 사 대 상 자 의
이고그램과 오케이그램

30

25

20

15

10

5

0

C P: U -

N P: U +

A

F C : I+

AC : I-

이고그램

1 6 .7 6

19 .5 9

1 8.73

1 7 .3

15 .4 3

오케이그램

1 0 .6 8

22 .3 6

1 8.73

1 9 .6 6

13 .8 5

<그림 2> 자기긍정-타인긍정이 높은 조사대상자의 이고그램과 오케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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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삶의 자세)을 관련지어 해석하였다.

입원 알코올 중독자 9명의 성격구조기능과

그림 2에서 자기긍정-타인긍정 2가지 삶

삶의 자세를 같은 점수로 환산하여 나타내

의 자세에 점수가 높게 나타난 조사대상자

었으며 이고그램과 오케이그램을 관련지어

는 삶의 자세 점수에 비하여 두 가지 삶의

해석하였다.

자세와 관련된 FC와 NP가 낮게 나타났다.

그림 3에서 자기긍정-타인부정 2가지 삶

우선 삶의 자세 면에서는 자기긍정이 높고

의 자세에 점수가 높게 나타난 조사대상자

성격구조기능면에서 FC가 낮다는 것은 인간

는 삶의 자세 점수에 비하여 두 가지 삶의

관계면에서 자신은 있지만 이를 솔직하게

자세와 관련된 FC와 CP가 낮게 나타났다.

나타내지 않고 내면에 숨기거나 억제하는

삶의 자세 면에서는 자기긍정이 높고 성격

경향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타인긍정 자

구조기능면에서 FC가 낮다는 것은 인간관계

세는 높은데 성격구조기능면에서 NP점수가

면에서 자신은 있지만 이를 솔직하게 나타

낮은 것은 인간관계면에서 타인의 좋은 면

내지 않고 내면에 숨기거나 억제하는 경향

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행동

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타인부정 자세는

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

높은데 성격구조기능면에서 CP점수가 낮은

로 해석된다.

것은 인간관계면에서 타인을 부족하거나 못
마땅하게 여기고 비판하는 부정적 자세를

자기긍정-타인부정의 삶의 자세와 성격
구조기능과의 관계

견지하나 이를 속으로 억제하고 있어 직접
적인 행동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을 보

자기긍정-타인부정의 삶의 자세로 나타난

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림3. 자기긍정- 타인부정이 높은 조 사대상자의
이고그램과 오 케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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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U -

NP: U +

A

FC : I+

AC : I-

이 고그램

1 5.33

1 8.11

1 6.78

1 4.33

15 .5 6

오 케이그램

1 6.52

1 4.86

1 6.78

1 8.61

11 .3 9

<그림 3> 자기긍정-타인부정이 높은 조사대상자의 이고그램과 오케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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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정-타인긍정의 삶의 자세와 성격
구조기능과의 관계

면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행
동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

자기부정-타인긍정의 삶의 자세로 나타난

으로 해석된다

입원 알코올 중독자 38명의 성격구조기능과
자기부정-타인부정의 삶의 자세와 성격

삶의 자세를 같은 점수로 환산하여 나타내

구조기능과의 관계

었으며 이고그램과 오케이그램을 관련지어
해석하였다.

자기부정-타인부정의 삶의 자세로 나타난

그림 4에서 자기부정-타인긍정 2가지 삶

입원 알코올 중독자 9명의 성격구조기능과

의 자세에 점수가 높게 나타난 조사대상자

삶의 자세를 같이 그래프로 그려서 분석하

는 삶의 자세 점수에 비하여 두 가지 삶의

였으며 이고그램과 오케이그램은 같은 점수

자세와 관련된 AC와 NP가 낮게 나타났다.

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삶의 자세 면에서는 자기부정이 높고 성격

그림 5에서 자기부정-타인부정 2가지 삶의

구조기능면에서 AC가 낮다는 것은 인간관

자세에 점수가 높게 나타난 조사대상자는

계면에서 열등감이 많으나 이것이 왜곡되게

삶의 자세 점수에 비하여 두 가지 삶의 자

나타나 매우 고집스럽게 행동하는 경향이

세와 관련된 AC와 CP가 낮게 나타났다. 삶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타인긍정

의 자세 면에서는 자기부정이 높고 성격구

자세는 높은데 성격구조기능면에서 NP점수

조기능면에서 AC가 낮다는 것은 인간관계

가 낮은 것은 인간관계면에서 타인의 좋은

면에서 열등감이 많으나 이것이 왜곡되게

그림 4. 자기 부 정-타 인 긍정 이 높은
조사대상자의 이고그램과 오케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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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4 5

1 6 .6 6

1 4 .1 5

2 0 .6 6

<그림 4> 자기부정-타인긍정이 높은 조사대상자의 이고그램과 오케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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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5

20

15

10

5

0
CP: U-

NP: U+

A

FC: I+

AC: I-

이고그램

13.11

15.78

14.89

14.33

19.33

오케이그램

20.84

14.86

14.89

12.09

23.89

<그림 5> 자기부정-타인부정이 높은 조사대상자의 이고그램과 오케이그램

나타나 매우 고집스럽게 행동하는 경향이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입원 알코올 중독자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타인부정

성격구조기능과 삶의 자세와의 관련성을 고

자세는 높은데 성격구조기능면에서 CP점수

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가 낮은 것은 인간관계면에서 타인을 부족

1) 전체 조사대상자의 성격구조기능과 삶

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판하는 부정적

의 자세, 그리고 성격구조기능과 삶의 자세

자세를 견지하나 이를 속으로 억제하고 있

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어 직접적인 행동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경
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첫째, 성격구조기능을 보면 NP와 A가 가
장 높으므로 보호적, 양육적인 면이 강하고
현실에 입각한 냉정한 면이 있으나 CP가 낮
으므로 무절제한 성향이 있음을 나타내고

결론 및 제언

있다. 따라서 균형 있는 성격구조기능을 형
성하기 위해서는 CP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본 연구에서는 입원 알코올 중독자의 성

것이다.

격구조기능과 삶의 자세를 분석하였고 아울

둘째, 삶의 자세를 보면 자기부정-타인긍

러 입원 알코올 중독자를 자타긍정과 부정

정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자기부정-타인

에서 점수가 높은 것을 기준으로 네 가지

긍정의 삶의 자세는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삶의 자세로 분류하였으며, 이들의 이고그

스트로크를 얻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품고

램과 오케이그램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있으며 또한 우울증적 자세를 가지며 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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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부적절감과 함께 죄의식 더 나아가서는

타인긍정은 전형적인 이고그램과 일치하였

타인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는 성향이 있다.

으나 자기부정-타인긍정과 자기부정-타인부

즉, 항상 자기는 부족하고 무가치하고, 무력

정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네

하다는 감정태도를 강화시킨다. 이런 성향

가지 삶의 자세에서 CP가 NP보다 낮게 나

은 살아가면서 ‘희생자’의 역할을 연출하며

타났다. 이는 입원 알코올 중독자의 자신에

우울, 불안을 느낄 수도 있다.

대한 엄격성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약한 의

셋째, 성격구조기능과 삶의 자세와의 관
계를 알기 위하여 이고그램과 오케이그램으

지력과 규칙에 잘 적응하지 않는 성향을 반
영한다.

로 분석하여 그 성향을 파악하였다. 성격구

둘째, 네 가지 삶의 자세별로 분류된 조

조기능과 삶의 자세와의 관련성을 이고그램

사대상자의 성격구조기능과 삶의 자세와의

과 오케이그램을 합하여 분석한 결과, 자기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고그램과 오케

부정 점수가 높아 내적인 자신감이 부족하

이그램을 관련지어 성향을 분석하였다.

며 자신에게 엄격하지 못한 면이 강하며 동

(1) 자기긍정-타인긍정 2가지 삶의 자세에

시에 AC 점수가 FC보다 높아 타인의 감정

점수가 높게 나타난 조사대상자는 삶의 자

에 맞추어 행동과 자신의 감정을 늘 억누르

세 점수에 비하여 두 가지 삶의 자세와 관

는 경향으로 우울하거나 반항적인 감정 상

련된 FC와 NP가 낮게 나타났다. 우선 삶의

태로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타

자세 면에서는 자기긍정이 높고 성격구조기

인긍정이 높고 자기긍정이 낮으므로 타인에

능면에서 FC가 낮다는 것은 인간관계면에서

대해 항상 자기는 부족하고 열등감을 느끼

자신은 있지만 이를 솔직하게 나타내지 않

기 쉽다. 아울러 NP점수보다 CP점수가 낮

고 내면에 숨기거나 억제하는 경향으로 볼

으므로 남에게 기준 없이 잘해주려 하고 체

수 있다. 동시에 타인긍정 자세는 높은데

면 때문에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면과 책임

성격구조기능면에서 NP점수가 낮은 것은

있는 행동과 공사를 잘 구분하여 행동하지

인간관계면에서 타인의 좋은 면은 인정하고

못하여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

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잘 나타

로 나타나 알코올중독자의 취약한 성격구조

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능과 삶의 자세의 특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2) 자기긍정-타인부정 2가지 삶의 자세에
점수가 높게 나타난 조사대상자는 삶의 자

2) 조사대상자를 자타 긍정과 부정의 네

세 점수에 비하여 두 가지 삶의 자세와 관

가지 삶의 자세별로 구분하였으며 성격구조

련된 FC와 CP가 낮게 나타났다. 삶의 자세

기능과 삶의 자세, 그리고 성격구조기능과

면에서는 자기긍정이 높고 성격구조기능면

삶의 자세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에서 FC가 낮다는 것은 인간관계면에서 자

첫째, 네 가지 삶의 자세별로 성격구조기

신은 있지만 이를 솔직하게 나타내지 않고

능을 보면 자기긍정-타인긍정과 자기부정-

내면에 숨기거나 억제하는 경향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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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동시에 타인부정 자세는 높은데 성격

지하나 이를 속으로 억제하고 있어 직접적

구조기능면에서 CP점수가 낮은 것은 인간

인 행동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을 보이

관계면에서 타인을 부족하거나 못마땅하게

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고 비판하는 부정적 자세를 견지하나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입원 알코올

이를 속으로 억제하고 있어 직접적인 행동

중독자의 치료적 개입은 이들의 알코올 중

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

독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부정-타인긍정의

로 해석된다.

삶의 자세를 자기긍정-타인긍정의 삶의 자

(3) 자기부정-타인긍정 2가지 삶의 자세에

세로 전환시키는데 맞추어져야 한다. 동시

점수가 높게 나타난 조사대상자는 삶의 자

에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구조기능 중 평균

세 점수에 비하여 두 가지 삶의 자세와 관

적으로 가장 낮은 CP즉 엄격한 어버이자아

련된 AC와 NP가 낮게 나타났다. 삶의 자세

를 높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아울

면에서는 자기부정이 높고 성격구조기능면

러 삶의 자세와 성격구조기능을 통합하여

에서 AC가 낮다는 것은 인간관계면에서 열

사정한 결과에 치료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등감이 많으나 이것이 왜곡되게 나타나 매

있겠다.

우 고집스럽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면 우선

로 볼 수 있다. 동시에 타인긍정 자세는 높

자기긍정-타인긍정의 삶의 자세로 전환은

은데 성격구조기능면에서 NP점수가 낮은

개인 및 집단을 활용한 지지적 상담을 통해

것은 인간관계면에서 타인의 좋은 면은 인

알코올 중독자 자신의 성인자아상태(A)를

정하고 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강화시키는 것이다. 즉 자신에게 의미를 부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

여하고 있는 과거의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석된다.

금지령이나 에누리, 패자각본에서 과감히

(4) 자기부정-타인부정 2가지 삶의 자세에

벗어나 ‘지금-여기’라는 현재에서 합리적 판

점수가 높게 나타난 조사대상자는 삶의 자

단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상

세 점수에 비하여 두 가지 삶의 자세와 관

황분별력과 자긍심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련된 AC와 CP가 낮게 나타났다. 삶의 자세

다. 두 번째로는 낮은 CP 즉 엄격한 어버이

면에서는 자기부정이 높고 성격구조기능면

자아상태 에너지를 높이는 전략으로 알코올

에서 AC가 낮다는 것은 인간관계면에서 열

중독자가 자신에게 엄격함이 알코올중독으

등감이 많으나 이것이 왜곡되게 나타나 매

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 고집스럽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

명확히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며 이러한 것

로 볼 수 있다. 동시에 타인부정 자세는 높

이 타인에게 적절히 건설적으로 전달될 수

은데 성격구조기능면에서 CP점수가 낮은 것

있도록 자기주장훈련과 같은 음주거절훈련,

은 인간관계면에서 타인을 부족하거나 못마

속마음 제대로 표현하는 훈련 등을 충분히

땅하게 여기고 비판하는 부정적 자세를 견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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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자의 삶의 자세 유형별로 특성을

일 수 있는 성격테스트 243. 후쿠시

고려하여 개인별 치료의 차별화와 프로그램

마 히로시. 2001. 서울: 글담.
이영실. (1996). 정신의료방법론2. 서울: 신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정균. (1990). 정신의학사전. 서울: 일조각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20대의 연령층과 여자
알코올 중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현수. (2001). 성격과 행동. 서울: 학지사.
이형득․이성태). 인간관계의 개선과 치료.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요즘 증가하고 있는 20대 연령층과 여자 알
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필요할

우재현. (1989). 심성개발을 위한 교류분석

것으로 본다.

(TA)프로그램. 대구: 정암서원.

둘째, 입원 알코올 중독자 가족 특히 부

우재현. (1995). 임상교류분석(TA)프로그램.

인과의 성격구조기능과 삶의 자세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내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

대구: 정암서원.
우재현. (1997). 이고그램 243 패턴. 대구:
정암서원.

할 것으로 본다. 알코올중독자의 재발에 부
인과의 관계와 상호교류방식이 영향을 미친

우재현. (2000). 교류분석(TA) 개인상담. 대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조사 연구
는 개별화된 개입 전략 마련에 매우 의미

구: 정암서원.
이인재․이선우․류진석. (1997). 사회복지
통계분석. 서울: 나남출판.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남운․박현주. (2000). 알코올 중독.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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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Relation between Life Position and Functional
Ego State of Alcoholics
Seo Han Soo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his study analyzed the functional ego state and life position of alcoholics who were hospitalized
in treatment course focusing on transactional analysis theory and tried to examine the mutual
relevance between life position and functional ego state. To examine the life position and functional
ego state of the study subjects, ego-gram was prepared that showed functional ego state by graphs;
OK-gram was prepared that showed life attitude by graphs. Relevance of functional ego state and
life position was analyzed together with ego-gram and OK-gram. For study process, this process
investigated through questionnaire on alcoholics hospitalized in 4 mental hospitals that allowed
collection of data and had alcohol ward for treatment of alcohol addiction among mental hospitals.
SPSS(10.0) For Windows program was used for analysis and treatment of collected materials. With
regard to functional ego state of all subjects, CP was low and AC was high, showing life position
of I'm Not OK-You're OK.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evance between functional
ego state and life position through ego-gram and OK-gram, I'm Not OK score was low showing
the trend of suppressing emotion and behavior in connection with emotion of others since AC score
is higher than FC while internal self-esteem is lack and not strict on himself with low score of I'm
Not OK, and easily falling into the gloomy and hostile emotion state. In addition, it is high likely
to feel the sense of inferiority and that one is insufficient against others since You're OK was high
and I'm OK was low. In addition, they were found to be in trouble easily as they tried to do
good to others without standard and failed to deny for face-saving and failed to separate responsible
behavior, public and private matters since CP score is lower than NP score, showing the feature of
life position and weak functional ego state of alcoholics.
Key words : transactional analysis theory, alcoholics, functional ego state, life position, ego-gram, OK-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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