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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과 시간구조화의 관계

김

미

†

례

전남대학교

본 연구는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과 시간구조화의 관계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
해 남녀 중학생 409명을 무선 표집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생활양식변인과 시간구조화 변인간의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활양식, 시간구조화 하위 변인들 간에 대체로 유의미한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의 생활양식은 대인간 교류에 있어서 하루의 시
간을 건강하게 구조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잘지내기와 조심하기 생활양식은 대인간 교류
에 있어서 하루의 시간을 불건강하게 구조화하는 것과 관련이 높았다. 둘째, 생활양식과 시간구조화
변인들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식, 활동, 친밀에 있어서는 인정받
기, 게임에 있어서는 잘지내기, 폐쇄에 있어서는 조심하기, 잡담에 있어서는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
생활양식이 가장 높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들의
함의와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들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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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개인차를 밝히고자 하는 최근의 연구들

강한 대인간 교류를 조력해 주기위한 효율적인

은 심리적․사회적․발달적 측면에서 문제의 제

상담개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시간구조화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조력

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 예측변인에 대한 탐색

하고자 하는 긍정적 측면의 연구들에 대한 관심

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증가되고 있다(김미례, 2008; Lopeze & McK

특히 Sweeney(1998)는 대인간 교류 방식인 사

night, 2002). 무엇보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회적 상호작용이 지금까지 Berne의 교류분석과

없는 존재이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

Freud의 정신분석의 원초아, 자아, 초자아 개념 간

고 발달해 가는 존재이다. 이에 대인간 교류에 있

의 피상적 비교차원에서만 논의되었다고 보았다.

어서 상호 협력적인 행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와 반면에 그는 대인간 교류가 사회적 삶과 심

반면에 가정이나 사회 등 환경적 요인과 개인 내

리적 성숙을 드러내는 Adler의 생활양식 이론에

적 요인들에 의해 갈등 및 불안과 수동적 문제해

근거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비교 탐색은

결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최혜숙, 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Adler의 개인심리학은 인간

현림, 2003; Duffy & Wong, 1996). 특히 대인간 교

행동에는 반드시 각 행동목표가 있으며, 이 행동

류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는 상담 장면에서 가

목표에 따라 삶을 선택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목

장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

표 자체가 행동의 이유가 된다고 보았다(노안영,

다. 또한 그 외의 문제로 상담실을 내방한 경우도

2005). 특히 각 개인이 목표추구를 위해 자신의

내담자의 주 호소 문제의 유발 배경에는 대인간

문제를 어떠한 행동방식을 선택하여 어떻게 해결

의 어려움이 내재되 있는 경우가 많다.

하는지의 생활양식(life style)은 생의 초기에 일단

상담심리의 제 이론 중 Eric Berne의 교류분석

형성이 되면 보통 변화되지 않는 체 지속되는 경

(TA)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최대의 동기

향이 있다(Dinkmeyer & Sperry, 2000; Sharf, 2000;

를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가능한 높은 만족

Sweeney, 1998).

이나 이익을 얻는데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심신

생활양식은 전 생애를 통하여 개인의 활동수

의학적 견지에서 보면 가장 바람직한 심신의 조

준을 촉진시키는 독특하고 무의식적인 인지적

화와 깊이 관련 된다고 동기를 특히 한 개인의

지도이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생각, 한 개인의

대인간 교류는 긴장의 해소, 스트레스 상황의 회

가치, 신념, 태도, 목표, 관심, 현실적 지각 등이

피, 인정자아의 획득, 획득된 항상성을 유지시키

반영 되어 있다(노안영, 강만철, 오익수, 김광운,

는 이점을 제공한다고 보았다(우재현, 2006). 화와

송현종, 2001; 정민, 노안영, 2008; Ansbacher &

깊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대인간 교류방화와

Ansbacher, 1956; Sweeney, 1998). 또한 생활양식은

방어적이기 보다는 자발적이며, 심리적 인정욕구

개인마다 고유한 방식으로 발달하기에 모든 개인

인 스트로크를 획득하기 위한 교류방화을 의미하

은 각기 다른 생활양식을 갖게 되며, 한 개인의

는 시간구조화에 그대로 반영되어 한난다(성환재,

성격적인 특질 및 행동의 근원으로 작용하게 된

2006; 한국교류분석협회, 박의순, 이진선, 2008). 무

다(Sweeney, 1998; 오익수, 2006). 특히 정상적 개

엇보다 한 개인의 시간구조화에 내재된 대인간

인의 생활양식 내에서도 대인간 교류에 있어서

교류방화들은 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적응

사회적 관심(social interest)과 활동수준(degree of

등의 행동양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에 건

activity)의 고저에 따라 유용한 행동을 추구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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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있는 생활양식 유형과 유해한 행동을 추

직한 생활양식 유형을 가진 경우 낙천적이고 책

구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양식 유형이 동시에 존

임의식이 높으며, 타인과의 친밀한, 허용적, 협조

재한다(Lundin, 1989).

적 관계를 형성하는 등 긍정적인 대인관계성향을

개인심리학은 인간의 본성을 사회적 맥락에서

드러냈다(김미영, 2006). 반면에 사회적 관심과 활

찾기에 사회적 관심 수준이 높은 사람을 성숙하

동수준이 낮은 불건강한 생활양식을 가진 경우

고 긍정적이며 건강한 사람의 표본인 사회적으로

사회적 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옥영,

유용한 형으로 본다(오익수, 2006). 특히 사회적

2005). 이에 한 개인의 사회적 관심 및 활동수준

관심은 정신건강 척도로서 공동체 의식 및 공감

이 반영된 생활양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탐색

을 포괄한다(Hjelle & Ziegler, 1981, Peterson et al.,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985). 무엇보다 가족관계 및 아동기 경험들은

내담자의 생활양식을 탐색할 수 있는 주요원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달하기에 사회적 관심은

천으로는 크게 가족구도, 초기기억, 관찰을 들

대인간 교류와도 깊이 관련 되어 있다(김미영,

수 있다(Sweeney, 1998). 무엇보다 초기기억(early

2006). 이에 사회적 관심이 높은 경우 사회에 기

recollection)은 내담자 스스로 목적에 일치하는 기

여하고 대인간 교류를 잘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억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며, 저항이 거의 없는 상

결여된 경우 인생의 실패자로서 자기중심적이거

태에서 회상이 가능하고 투사적 특성이 있어서

나 쉽게 절망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불만,

생활양식 탐색에 매우 유용하다(Rule & Bishop,

심리적 장애, 범죄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2006). Adler는 초기기억이 개인의 생활양식을 발

높다(Dreikurs, 1950; Manaster, Cemalcilar & Knis,

견하는 분명한 단서를 제공하며, 불유쾌한 초기기

2003). 또한 사회적 관심이 높을수록 자신과 타인

억의 회상은 부정적인 생활양식을 반영해주며 행

을 동등하게 생각하고 창의적, 독립적 행동을 하

복한 초기기억의 회상은 유쾌하고 낙천적인 생활

며(Sweeney, 1998), 직업만족도(Amerikaner, Elliot &

양식을 반영한다고 보았다(Lundin, 1989). 또한 초

Swank, 1988; Gentry, Winer, Sigelman & Phillips,

기기억은 현재 마음상태의 영향을 받으며(Mosak

1980; Newlon & Mansager, 1986), 자원봉사의 지속

& Pietro, 2006), 타인과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현

및 참여도(조휘일, 1990), 자아효능감(Dinter, 2000)

재 자신이 선택한 행동이 가장 자신에게 적합하

과 학교생활적응(박경순, 1996; 신창환, 2002; 정

다고 여기는 사적논리(Sweeney, 1998) 및 기대와

민, 2001, Kern, Wheeler, & Curlette, 1997) 수준이

목적 등이 반영된다(오익수, 2006). 대체로 아들러

높았다.

의 개인심리학 이론에 기초한 아동기 대인간 문

이와 더불어 활동 수준은 인생 과제를 다루는

제해결에 기여하는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

각 개인의 에너지의 양으로(Sharf, 2000), 활동수준

유형은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BSI), 잘지내기(GA),

에 따라 정신건강, 생활만족도 등 삶의 질적인 측

책임맡기(TC), 인정받기(WR), 조심하기(BC)로 구성

면들이 달라진다(윤영호, 1995; Mahoney & Cairns,

되어 있다(Wheeler, Kern & Curlette, 1993).

1997; Cooper et al., 1999; Tinsley, 1984), 또한 활동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은 지지적․대인지향적․

수준이 건설적인지 또는 파괴적인지의 여부는 사

협력적 특성을, 잘지내기는 적절한 행동․규칙준

회적 관심과 결합될 때 나타난다(노안영, 2005).

수․협조적 특성을, 책임맡기는 리더쉽․책임감․

대체로 사회적 관심이 높고 활동력이 있는 바람

지시적․주장적․과제지향적 특성을, 인정받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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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인정 갈망․성공 지향적․성취 중심적․인

바람직한 시간의 재구성 속에서 유의미한 삶을

정 추구적 특성을, 조심하기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사는 것이 하나의 목표이다(우재현, 2005). 또한

때 편안함을 느끼는 특성을 지닌 생활양식 유형

인간은 대인간 교류를 통해 충분한 스트로크 교

이다.

환이 이루어질 때 건전한 정서와 지성을 갖추는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과 관련한 선행연

등 삶의 의미 찾기가 가능하기에 스트로크 획득

구들을 살펴보면, 어린 시절 가족에 대한 초기 기

방식인 시간구조화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활동으

억이 긍정적인 경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유용한

로 작용한다(우재현, 2006; Baumeister & Leary,

생활양식이 나타났다(Chandler & Willingham, 1986).

1995; Thomas, 1978). 대체로 시간구조화는 삶의

이와 달리 비행청소년들의 초기기억에는 심각한

필수적인 에너지원인 접촉, 칭찬, 지지, 승인, 사

규칙파괴 및 개인적인 상해와 신뢰, 자기충족감과

랑 등을 의미하는 스트로크의 교환 밀도에 따라

통제력 등의 부족이 드러났다(Bruhn과 Davidow,

폐쇄(withdrawal), 의식(rituals), 활동(activity), 잡담

1983). 또한 유아동 및 청소년들의 적응, 품행장

(pastimes), 게임(game), 친밀(intimacy)의 순으로 구성

애, 불안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신경증적 성격

되어 있다(Berne, 1964).

장애 등 제 문제와 초기기억이 관계가 있는 것으

폐쇄는 초기 어린시절 대인간 교류를 위험한

로 보고되었다(Clark, 2002; 오익수, 2006). 특히 초

것으로 결단하여 신체나 심리적으로 타인과 거리

등학생들은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과 인정받기 생

를 유지한 체 공상이나 백일몽 속에서 시간을 보

활양식이 높은 경우 학교적응을 전반적으로 잘하

내며, 의식은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 정형화된 안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오익수, 2006). 이외 대학생

전한 교류 속에 현리 속태를 긍정적으로 유지하

의 경우6)우울과 생활양식 간에는 조심하기 생활

기에 대인간 윤활유적 역할을, 활동은 지금-여기

양식과 우울이 정적상관을, 소속하기/ 사회적 관

에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의 성취정도에 따라

심과 우울이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긍․부정의 스트로크를 주고받으며, 잡담은 단순

(Morton-Paged & wheeler, 전반적으). 이와 같이 몇

한 일에 대해 재미있게 상보적 교류를 하나 무의

몇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

식중 상대의 속마음을 탐색하는 등 심리적 게임

활양식 유형들이 심리적인 특성이나 적응과 관련

을 준비하며, 게임은 초기 어린시절 긍정적 스트

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초기기억에 나타

로크를 얻지 못함에 기초하며 일련의 교류 후 상

난 생활양식과 관련하여 TA의 시간구조화 변인에

호간 불쾌감정을 느끼는 이면교류를, 친밀은 I'm

대한 탐색이 함께 규명된다면 보다 질적인 삶을

OK, You're OK의 인쇝태도를 바탕으로 지금-여기

전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에서 순수한 배려를 하는 긍정적 스트로크 교환

시간구조화(Time Structuring)란 Berne의 정의에

이 이루어지는 가장 이상적인 대인간 교류방식이

의하면 사회적 상호작용의 하나인 인사 후 무

다. 이와 더불어 우재현(2006)은 시간구조화 양상

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실존적인 문제를 위

을 대인간 심리적 건강정도에 따라 불건강한 폐

한 목적적 용어로 표현되어 있다(이영호, 문영주,

쇄, 게임, 잡담과 건강한 의식, 활동, 친밀 유형으

2006). 특히 TA는 한 개인이 인정욕구인 스트로크

로 분류하였다.

획득을 위해 대인간 교류에 있어서 시간을 어떻

무엇보다 대인간 교류에서 부정적 스트로크나

게 사용하는가를 알고 이를 의식화함으로써 보다

무 스트로크를 획득하는 경우 부정적인 생활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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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성격장애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의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

후반기에도 부정적 스트로크를 획득하게 된다(임

로 사회적 삶과 심리적 성숙 및 사회적 상호작용

현정, 2005; Hansen, Stevie, & Warner, 1977; Stewart

의 건강성을 드러내는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

& Joines, 1987). 특히 대인간 불건강한 이면교류를

식과 시간구조화가 삶의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는 게임은 비난, 불평, 벌 등의 부정적 스트로

한 개인의 대인간 교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

크가 획득되기에 대체로 폭력, 흡연, 음주 등의

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심리학이 인

부 게 행동문제를 수반하게 된다(우재현, 2006; 전

간행동 이해 수단으로 강조한 초기기억에 나타난

영철,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존재 자체

생활양식과 그에 따른 대인간 교류행동양상이 드

는 인정해 주기에 고립, 회피 등의 무 스트로크

러나는 TA의 시간구조화의 관련 정도를 파악하고

(N0-stroke)보다는 낫다(김규수, 류태보, 2003). 대체

자 하는 선행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

로 대인간 교류에 있어서 상호간에 사랑, 돌봄,

정이기에 본 연구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사회적 지지 등의 긍정적 스트로크를 교환하게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기기억에 나

되면, 행복감이 높아지고 지적인 능력을 발휘할

타난 생활양식이 대인간 교류를 반영하는 시간구

뿐만 아니라 칭찬이나 승인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조화를 예언하는 중요한 개인 내적인 변인으로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는 등 건강한 심리적 발달

보고 시간구조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

과 적응이 가능하다(김미례, 2008; 우재현, 2006;

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영철, 2001).

대인간 교류를 조력해 주기 위한 효율적인 TA 시

그러나 대인간 교류의 행동양상이 반영된 시간

간구조화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안 및 개인상담

구조화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현재 거의 없는

개입방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에서 이

실정이다. 이에 대인간 교류와 관련이 있는 유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보면, Sullivan(1953)은 청소
년기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는 이후 대인관계

같다.
가설 1. 생활양식 요인이 게임을 유의미하게

에 있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와 행동을 촉
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대인관계의 불

예측할 것이다.
가설 2. 생활양식 요인이 폐쇄를 유의미하게

안이나 공포를 경험하여 대인관계를 회피하거나
억압한다고 보았다. Schultz(1958)는 모든 인간은

예측할 것이다.
가설 3. 생활양식 요인이 잡담을 유의미하게

대인간 교류를 통해 소속, 지배, 애정의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며, 한 개인이 나타내는 대인간

예측할 것이다.
가설 4. 생활양식 요인이 의식을 유의미하게

행동의 연속성은 어린 시절 대인관계를 최초로
맺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습득한 경험들이 생

예측할 것이다.
가설 5. 생활양식 요인이 활동을 유의미하게

활양식으로 발달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Horowitz
(1996)는 부적응적인 대인간 교류패턴이 종종 고

예측할 것이다.
가설 6. 생활양식 요인이 친밀을 유의미하게

통스럽지만 불안을 피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
하기 위안 방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패

예측할 것이다.

턴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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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잘지내기(GA)는 ‘내 뜻과 다르더라도 순종함’,

방 법

‘벌을 받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따름’ 등
이, 책임맡기(TC)는 ‘다른 사람들을 지시하는 것

연구대상 및 절차

을 좋아했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꼈
본 연구는 전라북도 소재의 중학교에 재학중인

음’ 등이, 인정받기(WR)는 ‘주의를 끌기 위해 예

409명(남: 200명, 여: 209명)을 무선표집하여 실시

절 바르게 행동했음’, ‘부모님을 즐겁게 해주었을

하였다. 또한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자기 보

때 기쁨을 느꼈음’ 등이, 조심하기(BC)는 ‘가정에

고형 지필식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

잘 적응하지 못했음’, ‘부모님은 내가 구제불능이

한 후 통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설문조사는 본 연

라고 생각했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구자가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밝히

산출된 신뢰도(Cronbach ɑ)는 전체 신뢰도 ɑ는 .87,

고 그 취지에 동의한 담임교사들이 자율학습 시

하위척도별로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 .82, 잘지내

간에 학급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비밀

기 .77, 책임맡기 .89, 인정받기 .86, 조심하기 .86

보장과 응답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응답 후 그

으로 나타났다.

설문지를 반드시 개인용 봉투함에 바로 봉하도록
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490부 중 456부가 회수되

시간구조화 척도

었으나 불성실 응답자료 47부를 제외하고 총 409

시간구조화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교류분석협회
의 우재현(1995)에 의해서 표준화한 시간구조화

명의 자료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검표 총 48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
간 교류를 위해 하루의 시간을 여섯 가지 범주로

측정도구

구조화 시킨다는 신념에 기초하여 한 개인이 시
생활양식 척도

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알아보는 척도이다. 각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Wheeler, Kern과 Curlette(1993)가 아들러의 개인심

2=‘약간 그렇지 않다’, 3=‘그저 그렇다’, 4=‘약간

리학 이론에 기초하여 개발한 BASIS-A(Basis Adlerian

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

Scales for Interpersonal Success)에 대해 오익수(2006)

범위는 8-가를점이다. 여섯 가지 하위요인 별로

가 사용한 총 44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

게임문항은 ‘남의 말을 신뢰하지 못함’, ‘말조심을

다. 이 척도는 초기 아동기 경험에 대한 지각과

하지 않으면 남들로부터 비난 받을지도 모른다고

신념에 기초하여 개인의 생활양식이 대인간 문제

자닼.눠낌’ 등이, 폐쇄는 ‘긴장을 풀기 위해 공상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알아보는 척도이다.

을 즐김’, ‘휴일에 가족이기초친구들과 어울리기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

보다 혼자 있기를 좋아함’ 등이, 잡담은 ‘유머기

다’, 2 = ‘그렇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그

초재치 있는 말걜 문위기를 살림’, ‘날씨, 물가,

렇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범위는

의상 등에 대해 곧잘 이야기 함’ 등이, 의식은

8-55점이다. 다섯 가지 하위요인 별로 소속하기/

‘가훈이기초관습 등을 잘 지킴’, ‘부모기초선배의

사회적 관심(BSI)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

말을 잘 따름’ 등이, 활동은 ‘공부벌레라는 소리

을 즐겼음’, ‘여러 분야에서 자신감을 가졌음’ 등

를 자닼.들음’, ‘개인의 인격 보다 그 사람이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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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을 더 구요시함’ 등이, 친밀은 ‘남의 의견을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시간구조화 요인을 기준

존중하며 대화함 ’, ‘친한 사람을 초대하거기초그

변인으로 하고 생활양식 요인을 예언변인으로 한

사람의 초대에 응하는 일이 많음’ 등이 포함되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Cronbach ɑ)는

였다.

전체 신뢰도 ɑ는 .84, 하위척도별로 게임 .77, 폐
쇄 .64, 잡담 .70, 의식 .71, 활동 .78, 친밀 .74로

결 과

나타났다.
측정변인 간 상관

분석 방법

생활양식, 시간구조화 측정변인들 간 상관계수

본 연구는 SPSS 12.0을 통해 초기 기억에 나타
난 생활양식과 시간구조화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를 산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한 것으로 분석 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양식과 시간구조

양식 변인과 시간구조화 변인에 대해 Pearson 적

화 하위 변인들 간에 대체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

률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 간 단순상관의 유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생활양식 하위변인 중

도를 검증하였다. 둘째, 생활양식과 시간구조화의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은 잡담, 의식, 활동, 친밀

표 1. 생활양식, 시간구조화 변인 간 상관
생활양식
변인

소속하기/
사회적관심

소속하기/
사회적관심

시간구조화

잘지내기 책임맡기 인정받기 조심하기 게임

폐쇄

잡담

의식

활동

친밀

1.00

잘지내기

.13**

1.00

책임맡기

.28***

.48***

1.00

인정받기

.38***

.02

.23***

1.00

조심하기

-.18***

.36***

.15**

-.24***

1.00

게임

-.06

.33***

.18***

.15**

.21***

1.00

폐쇄

-.04

.22***

.19***

.07

.23***

.39***

잡담

.26***

.19***

.22***

.18***

.02

의식

.21***

-.08

.11*

.38***

-.20***

-.03

활동

.23***

.06

.16**

.34***

-.03

-.02

친밀

.34***

-.06

.12*

.39***

-.21***

-.0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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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간구조화 하위변인들 간 정적 상관을 보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으나 게임 및 폐쇄와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잘지내기는 폐쇄, 잡담의 시간구조화 하위변인들

생활양식과 게임

간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의식, 활동, 친밀과는

Durbin-Watson 값이 1.984로 잔차의 독립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책임맡기는 모든 시간구

확인되었고, 공차가 1에 근접하고 VIF<10이므로

조화 하위변인들 간 정적상관을 보였다. 넷째, 인

중다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다회

정받기는 폐쇄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구조화 하위

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가정이 충족되었다. 이에

변인들 간 정적상관을 보였다. 조심하기는 게임

게임을 기준변인으로 생활양식을 예언변인으로

및 폐쇄와는 정적상관을 의식 및 친밀과는 부적

설정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상관을 보였으나 잡단 및 활동과는 유의하지 않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생활양식

았다. 이는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 생활양식이 긍

요인이 게임을 설명하는 전체 설명력은 17%를

정적 스트로크를 획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잡담,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식, 활동, 친밀의 대인간 교류와 관련이 높다는

나타났다(R2=.170, F=20.755, p<.001). 생활양식 하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타인과 대립을 피하기 위

위요인들이 게임에 어느 정도 관계를 갖는지 탐

해 적절한 행동을 하고 규칙 준수와 비언적 메시

색하기 위하여 각 하위요인의 표준화 회귀계수를

지를 능숙하게 읽어내는 잘지내기 및 조심하기

비교해 보면, 잘지내기( β=.30, ∆R2=.108, t=6.07,

생활양식은 부정적 스트로크를 획득하는데 영향

p<.001)가 가장 높은 예측을 하는 변인으로 나타

을 미치는 게임과 폐쇄의 대인간 교류와 관련이

났으며, 다음으로 인정받기( β=.24, ∆R =.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t=느 정도, p<.001), ∆R2=.적으로, t( β=-.17, ∆

2

2

R =.적윳로, t=-3.38, p<.01), 조심하기( β=.12, ∆
2

R =.적12, t=2.38, p<.05)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잘

생활양식과 시간구조화의 관계

지내기, 인정받기, 조심하기의 생활양식을 발달시
생활양식과 시간구조화 하위변인들과의 관계를

킬수록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면교류인 심리적인

알아보기 위해 시간구조화 하위변인들인 게임, 폐

게임을 자주.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에

쇄, 잡담. 의식, 활동. 친밀을 기준변인으로, 생활

∆R2=.적으로, t의 생활양식을 발달시킬수록 심리

양식을 예언변인으로 설정하여 단계적 중다회귀

적인 게임을 적용하는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표 2. 게임에 대한 생활양식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수

B

SE

β

△R2

t

p

잘지내기

.30

.05

.30

.108

6.07

.000

인정받기

.24

.05

.24

.020

4.74

.000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

-.18

.05

-.17

.030

-3.38

.001

조심하기

.11

.05

.12

.012

2.38

.018

2

R = .170, MSres = .374, F(4,405) = 20.75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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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을 의미한다. 특히 잘지내기의 표준화 회귀계

p<.001)가 가장 높은 예측을 하는 변인으로 나타

수 값이 가장 높아 게임에는 잘지내기가 가장 큰

났으며, 다음으로 책임맡기( β=.16, ∆R =.026,

영향을 주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t=3.40, p<.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심하기,

생활양식 요인이 게임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

책임맡기 생활양식을 발달시킬수록 대인간 교류

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에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증진에 시간을 보내기보

2

다는 스스로 폐쇄적인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될 수
생활양식과 폐쇄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조심하기의 표준화 회귀계

Durbin-Watson 값이 1.891로 잔차의 독립성이

수 값이 가장 높아 폐쇄에는 조심하기가 가장 큰

확인되었고, 공차가 1에 근접하고 VIF<10 이므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다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다회

생활양식 요인이 폐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

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가정이 충족되었다. 이에

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지지되었다.

폐쇄를 기준변인으로 생활양식을 예언변인으로
설정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생활양식과 잡담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생활양식

Durbin-Watson 값이 1.823으로 잔차의 독립성이

요인이 폐쇄를 설명하는 전체 설명력은 8%를 보

확인되었고, 공차가 1에 근접하고 VIF<10이므로

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중다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다회

2

타났다(R =.078, F=17.165, p<.001). 생활양식 하위

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가정이 충족되었다. 이에

요인들이 폐쇄에 어느 정도 관계를 갖는지 탐색

잡담을 기준변인으로 생활양식을 예언변인으로

하기 위하여 각 하위요인의 표준화 회귀계수를

설정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2

비교해 보면, 조심하기( β=.20, ∆R =.052, t=4.23,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생활양식

표 3. 폐쇄에 대한 생활양식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수

B

SE

β

△R2

t

p

조심하기

.17

.04

.20

.052

4.23

.000

책임맡기

.12

.04

.16

.026

3.40

.001

2

R = .078, MSres = .339, F(2,407) = 17.165, p<.001

표 4. 잡담에 대한 생활양식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수

B

SE

β

△R2

t

p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

.20

.05

.21

.066

4.33

.000

잘지내기

.10

.05

.11

.025

2.06

.040

책임맡기

.08

.04

.11

.009

2.04

.042

2

R = .101, MSres = .321, F(3,406) = 15.17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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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잡담을 설명하는 전체 설명력은 10%를

확인되었고, 공차가 1에 근접하고 VIF<10이므로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중다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다회

2

나타났다(R =.101, F=15.170, p<.001). 생활양식 하

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가정이 충족되었다. 이에

위요인들이 잡담에 어느 정도 관계를 갖는지 탐

의식을 기준변인으로 생활양식을 예언변인으로

색하기 위하여 각 하위요인의 표준화 회귀계수를

설정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비교해 보면,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 β=.21, ∆

표 5와 같다.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렬 설정하

2

R =.066, t=4.33, p<.001)이 가장 높은 예측을 하

여 요인이 의식을 설명하는 전체 설명력은 16%

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잘지내기( β

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

2

2

=.11, ∆R =.025, t=2.06, p<.05), 책임맡기( β=.11,

로 나타났다(R =.157, F=37.855, p<.001)것으설정

∆R2=.009, t=2.04, p<.05)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여 하위요인들이 의식에 어느 정도 관계를 갖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 잘지내기, 책임맡기 생활

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각 하위요인의 표준화 회

양식을 발달시킬수록 대인간 상보적 교류인 잡담

귀계수를

비교해

보면,

인정받기( β=.35,

∆

2

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

R =.144, t=7.47, p<.001)가 가장 높은 예측을 하

다. 특히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의 표준화 회귀계

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조심하기( β

수 값이 가장 높아 잡담에는 소속하기/ 사회적 관

=-.12, ∆R =.014, t=-2.56, p<.01)로 나타났다. 이

심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

는 인정받기 생활양식을 발달시킬수록타났인간

다. 이와 같이 생활양식 요인이 잡담을 유의미하

교류에 있어 시간을 의식적 부분에 많이 사용하

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지지되었다.

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어린 시절 예측 불가

2

능한 환경에서 생활하여 조심하기 생활양식을 발
생활양식과 의식

달시킬수록타시간을 의식에 사용하는 정도가 줄

Durbin-Watson 값이 1.911로 잔차의 독립성이

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인정받기 표준화

표 5. 의식에 대한 생활양식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수

B

SE

β

△R2

t

p

인정받기

.33

.04

.35

.144

7.47

.000

조심하기

-.10

.04

-.12

.014

-2.56

.011

2

R = .157, MSres = .315, F(2,406) = 37.855, p<.001.

표 6. 활동에 대한 생활양식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수

B

SE

β

△R2

t

p

인정받기

.30

.05

.30

.116

5.94

.000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

.12

.05

.11

.011

2.27

.024

2

R = .127, MSres = .374, F(2,408) = 29.63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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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계수 값이 가장 높아 의식에는 인정받기가

주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활양식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

요인이 활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

와 같이 생활양식 요인이 의식을 유의미하게 예

나 가설 5는 지지되었다.

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지지되었다.
생활양식과 친밀
생활양식과 활동

Durbin-Watson 값이 1.901로 잔차의 독립성이

Durbin-Watson 값이 1.808로 잔차의 독립성이

확인되었고, 공차가 1에 근접하고 VIF<10이므로

확인되었고, 공차가 1에 근접하고 VIF<10이므로

중다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다회

중다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가정이 충족되었다. 이에

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가정이 충족되었다. 이에

친밀을 기준변인으로 생활양식을 예언변인으로

활동을 기준변인으로 생활양식을 예언변인으로

설정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설정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생활양식

표 6과 같다.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생활양식

요인이 친밀을 설명하는 전체 설명력은 20%를

요인이 활동을 설명하는 전체 설명력은 13%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202, F=34.329, p<.001). 생활양식의

나타났다(R2=.127, F=29.638, p<.001). 생활양식 하

하위요인들이 친밀에 어느 정도 관계를 갖는지

위요인들이 활동에 어느 정도 관계를 갖는지 탐

탐색하기 위하여 각 하위요인의 표준화 회귀계

색하기 위하여 각 하위요인의 표준화 회귀계수를

수를 비교해 보면, 인정받기( β=.30, ∆R =.148,

비교해 보면, 인정받기( β=.30, ∆R2=.116, t=5.94,

t=6.20, p<.001)가 가장 높은 예측을 하는 변인으

p<.001)가 가장 높은 예측을 하는 변인으로 나타

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

났으며, 다음으로 소속하기/사회적 관심( β=.11,

( β=.24, ∆R =.043, t=4.95, p<.001), 잘지내기( β

∆R2=.011, t=2.27, p<.05)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10, ∆R2=.010, t=-2.31, p<.05) 순으로 나타났

인정받기와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의 생활양식을

다. 이는 인정받기와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의 생

발달시킬수록 대인간 교류에 있어서 대부분의 시

활양식을 발달시킬수록 타인과 친밀한 시간을 많

간을 활동적인 부분에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

이 갖는 반면에 잘지내기 생활양식을 발달시킨 경

미한다. 특히 인정받기의 표준화 회귀계수 값이

우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이

가장 높아 활동에는 인정받기가 가장 큰 영향을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인정받기의 표

2

2

2

표 7. 친밀에 대한 생활양식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수

B

SE

β

△R2

t

p

인정받기

.28

.05

.30

.148

6.20

.000

소속하기/사회적 관심

.23

.05

.24

.043

4.95

.000

잘지내기

-.09

.04

-.10

.010

-2.31

.021

2

R = .202, MSres = .308, F(3,407) = 34.32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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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 회귀계수 값이 가장 높아 친밀에는 인정받기

련이 높았다. 반면에 타인과 대립을 피하기 위해

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적절한 행동을 하고 규칙 준수와 비언적 메시지

이와 같이 생활양식 요인이 친밀을 유의미하게 예

를 능숙하게 읽어내는 잘지내기 및 조심하기 생

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6은 지지되었다.

활양식은 부정적 스트로크를 획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임과 폐쇄의 대인간 교류와 관련이 높
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대학

논 의

생의 조심하기 생활양식과 우울이 정적상관을 보
이고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과 우울이 부적상관이

본 연구는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과 시간

있다는 연구결과(Morton-Paged & wheeler, 1997), 유

구조화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

아동 및 청소년들의 품행장애, 불안장애, 반사회

은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중학교 재학생 중 409명

적 성격장애, 신경증적 성격장애 등 제 문제와 초

이 임의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변수

기기억이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Clark, 2002)들

간 단순상관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생활양식

과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 시간구조화 변인에 대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

다음으로,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과 시간

을 실시하였으며, 생활양식과 시간구조화의 관계

구조화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

를 탐색하기 위하여 시간구조화 요인을 기준변인

을 실시한 결과 첫째, 생활양식 요인이 게임을 유

으로 하고 생활양식 요인을 예언변인으로 한 중

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

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

으로 살펴보면, 생활양식 하위요인 중 잘지내기,

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살펴보

인정받기, 조심하기의 생활양식을 발달시킬수록

면 다음과 같다.

대인간 이면교류인 심리적 게임을 할 가능성이

먼저,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과 시간구조

높아지는 반면에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의 생활양

화 간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활양식,

식이 발달될수록 심리적 게임이 낮아질 것으로

시간구조화 하위 변인들 간에 대체로 유의미한

예측되었다. 특히 잘지내기 생활양식 점수가 높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

수록 타인과의 긍정적 교류에 초점을 두기 보다

으로 살펴보면,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은 잡담, 의

는 대립을 피할 수 있는 적절한 행동 및 규칙과

식, 활동, 친밀의 시간구조화 하위변인들 간 정적

상대에게 동의하는 협조적인 경향이 있기에 대인

상관을 보였으며, 잘지내기는 게임, 폐쇄, 잡담의

간 교류 후 불쾌한 감정을 경험하는 심리적 게임

시간구조화 하위변인들 간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론된다. 둘째, 생

책임맡기는 모든 시간구조화 하위변인들 간 정적

활양식 요인이 폐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

상관을, 인정받기는 폐쇄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구

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양

조화 하위변인들 간 정적상관을, 조심하기는 게임

식 하위요인 중 조심하기, 책임맡기 생활양식을

및 폐쇄와는 정적상관을 의식 및 친밀과는 부적

발달시킬수록 대인간 교류 증진에 시간을 보내기

상관을 보였다. 특히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 생활

보다는 타인과 관계단절 등 폐쇄적인 경향이 높

양식이 긍정적 스트로크를 획득하는데 영향을 미

아질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특히 조심하기 생활양

치는 잡담, 의식, 활동, 친밀의 대인간 교류와 관

식 점수가 높을수록 주로 어린 시절 예측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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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거나 고통스런 좌절을 주는 가족환경에서 살아

관심의 생활양식을 발달시킬수록 대인간 자타긍

왔기에 환경과 타인으로부터의 단서나 비언어적

정의 인격적x중침밀보다교류가 높아진 반면에 잘

메시지에 민감해 짐으로써 폐쇄적 교류를 할 가

지내기 생활양식이 침밀에 부적인 영향을 보여생

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론된다. 셋째, 생활양식 요

활양식 요인고슐 속마 생활숨기고 타인에게 순칑

인이 잡담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이를 구체적

않을버림으로써 침밀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었

으로 살펴보면, 생활양식 하위요인 중 소속하기/

다. 특히 인정받기 생활양식 점수가 높을수록 인

사회적 관심, 잘지내기, 책임맡기 생활양식을 발

정욕구가 성공경험 속에서 충족이 되었기에 대인

달시킬수록 대인간 교류에 있어서 잡담을 잘 할

간 교류를 편안하게 지각하여 상호 신뢰 및 순수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특히 소속하기/ 사회적 관

한 배려를 하는 등 진실한 교류인 친밀이 증대될

심 생활양식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지지적․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와 같은 연구

인지향적․협력적으로 지각하는 특성이 있기에

결과는 초등학생들이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과 인

일상적인 일들을 더 재미있게 단순인 일보적 교

정받기 생활양식이 높은 경우 학교적응을 전반적

류인 잡담을 통해 주고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

으로 잘하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결과(오익수,

로 추론된다. 넷째, 생활양식 요인이 의식을 유의

2006) 및 사회적 관심이 높고 활동력이 있는 바람

미하게 예측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한 생활양식 유형을 가진 아동의 경우 타인과

생활양식 하위요인 중 인정받기 생활양식을 발달

친밀한 관계, 허용적, 협조적, 낙천적, 강한 책임

시킬수록 대인간 교류가 의식적으로 진행될 가능

의식을 갖는 등 긍정적인 대인관계성향을 보이는

성이 높은 반면에 조심하기 생활양식이 의식에

연구결과(김미영, 2006)들과 일치하였다. 이외 사

부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정환경이 예측 불가

회적 관심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으

능하고 불안할수록 의식적x중 인투여가 줄어들

며(박경순, 1996; 신창환, 2002; 정민, 2001, Kern,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인정받기 생활양식을 발달시

Wheeler, & Curlette, 1997), 활동수준에 따라 여

킬수록 전통이나 습관에 따르며 일호 긍정적으로

가활동 적응 (Mahoney & Cairns, 1997; Cooper et

존재를 인정하지만 누구와도 특별히 친하게 지내

al., 1999) 및 정신건강 수준(Tinsley, 1984)이 높고,

미침않는 의식적 교류를 많이 할 것으로 추론된

대인간 교류방식이 어린 시절 최초 부모와의 상

다. 다섯째, 생활양식 요인이 침않을 유의미하게

호작용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들인 생활양식을 통

예측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양식

해 발달할 뿐만 아니라(김경희, 2005), 사회적 관

하위요인 중 인정받기와 소속하기/사회적 관심의

심과 활동수준이 낮은 회피형과 기생형의 불건강

생활양식을 발달시킬수록 침않이 높아질 것으로

한 생활양식 유형이 사회적 부적응 행동과 유의

예측되었으며, 특히 인정받기 생활양식 점수가 높

미한 관련이 있으며(이옥영, 2005), 자신의 이미지

을수록 자신의 성취 및 성õ보내기보다인정욕구가

를 보호하기 위해 고통과 불안을 피할 수 있는

높기에 대인간 생산적이고 창조적이면서 건설적

부적응적인

교류인 침않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론된

(Horowitz, 1996)으로 보고된 연구결과들과도 유사

다. 여섯째, 생활양식 요인이 침밀을 유의미하게

하였다.

대인간

교류방식을

펼치는

것

예측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양식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결론을

하위요인 중 또보다인정받기와 소속하기/사회적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타인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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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내고자 하며 조심하는 생활양식이 발달될수록

자체의 특성이 반영된 것 일 수도 있기에 추후

대인간 교류에 있어서 부정적 스트로크를 추구하

연구에서는 단기 종단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본

는 폐쇄와 게임의 시간구조화 경향이 있다는 점

연구결과를 재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

이다. 이에 대인간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TA

째, 생활양식 변인 뿐 만 아니라 시간구조화에 영

시간구조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구안되어 활용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시키지

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린 시절 주 양육자로부

않았기에 추후연구는 자아상태, 인생각본, 인생태

터 발달된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의 생활양식이

도 및 사회 환경적 요인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심리적 게임을 줄이고 건설적인 교류인 친밀을

있다고 본다.

증진시키는 긍정적 시간구조화에 기여한다는 점
이다. 이에 자녀의 건강한 생활양식 형성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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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Lifestyle in Early
Recollections and Time Structuring

Mi-Rye Ki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style in early recollections and time
structuring. The subject were 409(200 male, 209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from Cheonbuk province.
Lifestyle was measured through BASIS-A inventory(Wheeler, Kern, & Curlette, 1993), which was modified for
middle school students. BASIS-A inventory measures 5 lifestyle: belonging/ social interest(BSI), Going along(GA),
Taking Charge(TC), Wanting recognition(WR) and Being Cautious(BC). Time Structuring was measured through
the schale which were made to assess game, withdrawal, pastimes, rituals, activity and intimacy. The data were
analyzed with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proved that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those variables between lifestyle and time
structuring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rituals, activity and intimacy had greatest influence on WR, game
had greatest influence on GA, withdrawal had greatest influence on BC and pastimes had greatest influence on
BSI. Based on the finding results, discussion and implication for further research were suggested.

Key words : early recollections, lifestyle, time 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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