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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도식, 가족응집성-적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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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Jeffrey E. Young의 심리도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개인의 어린 시절 지각된 가족응집성-적응성과 스트레스 취약성이 심리도식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
로 보았다. 서울, 경기도 및 지방에 거주하는 기혼 성인 270명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여 총 211부를 자료 분
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로는 가족응집성-적응성 척도, Jeffrey E. Young의 심리도식 척도, 스트레스 취약
성 척도, 자살생각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모두 신뢰도 분석을 하였고, 연구문제에 따
라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 시절 지각된 가
족응집성-적응성과 스트레스 취약성, 심리도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한 결과, 스트
레스 취약성에서는 정서적 안녕감이, 심리도식에서는 단절 및 거절요인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과 스트레스 취약성이 심리도식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구조
방정식으로 보았는데, 지각된 초기 가족환경은 심리도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고 스트레스 취약성은 심
리도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에 취약할수록 심리도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도
식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도식이 부정적일수록 자살생각이 많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개인의 인지도식이 자살을 비롯한 다양한 정서증상을 발현된다는 것과 인지
도식을 수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해 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에 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살생각, 심리도식, 초기부적응도식, 가족응집성-적응성, 스트레스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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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990년으로부터 급격

해지면 충동성이 증가하고, 흔히 폭력적인 방

하게 증가하여 현재 OECD 국가 중 1위를 차

법으로 자살 시도를 한다”라고 주장하여(남윤

지하고 있다. 2007년 OECD 회원국 평균 자살

영, 2003) 자살이 우울보다는 충동적인 행동의

률은 2002년에 비해 남자와 여자 모두 감소하

결과라는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스트레스 경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남:17.8%, 여:5.2%), 우리나라는 남자와 여자

연구로 Deman, Leduc과 Eabreche-Gauthier (1993)

모두 증가되었다(2002년 남:28.1%, 여:11.1%→

은 캐나다와 프랑스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2006년 32.0%, 여13.2%). 대부분의 나라에서

관한 조사결과 우울, 부정적 스트레스, 약물

자살률이 높은 것을 불명예로 생각하기 때문

및 알콜 남용, 낮은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에 낮게 추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실제 자살

의 만족, 학교 결석 등이 자살생각과 긍정적

률은 통계치에 나타난 결과 이상이라고 예측

으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Cloe, Protinsky와

해볼 수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Lawrence(1992)는 409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였으나(2002년

남:19.1%,

여:5.6%→

이처럼 자살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져 왔

자살생각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

으며 매스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아 자살이

어 조사한 결과, 자살 위험이 높은 집단의 학

라는 문제는 이미 우리 의식 한켠에 자리 잡

생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빈약한 친구관

고 있는 듯하다. 자살 행위는 치료가 불가능

계, 낮은 자아존중감, 더 많은 생활 스트레스

하고 오로지 예방만이 최선이기 때문에 자살

를

원인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Yutrzenka (1990)는 우울이 임상집단에서 자살

경험했다고

밝혔다.

또한

Meneese와

이전의 여러 연구에서 자살의도를 가진 사

생각의 강력한 예측요인이지만 비임상 집단인

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일반 청소년에게는 우울보다 부정적 스트레스

우울이라고 보고되었다(Rainer, 1984; Weissman,

와 부족한 가족 지지가 더 영향을 미친다는

1974). 송동호, 이홍식, 전여숙, 정유숙(1996)의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연구에서 청소년 자살기도자의 임상적 특성이

어린시절 지각된 가족의 기능이 자살 생각

자살을 기도하지 않은 우울증 환자의 특성과

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로 Wagner(1997)는 어린

유사하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배성구(1998)의

시절 경험되는 역기능적인 가족 경험, 즉 신

연구에서도 우울이 자살생각과 직접적인 상관

체적▪성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나 의사소통의

을 보이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가 나타났

부재, 주양육자의 부재 및 사망과 같은 경험

다(이경진, 2003; 우선유,1999).

이 자살의 위험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Wagner,

또한 우울이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

1997). 또한 Hirsch와 Ellis(1993)는 자살 위험이

친다는 보고 이외에도 육성필(2002)은 자살시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을 촉진시키

도에는 계획단계가 없고 충동적인 경향이 높

는 사회적 요인과 가족지지를 연구하였는데,

다고 언급하였으며(육성필, 2002) Fawcett은 “충

심각한 자살생각자들은 편부모 가정을 가지고

동성이 높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따라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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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사회적 요인과 어린 시절 양육간의 복

에 대한 욕구라고 일컬어지는데, 자기 자신과

잡한 상호작용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정된 시각이 실제로는 부

즉 외로움, 사회적 고립을 포함한 비전통적인

정확하거나 왜곡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정에서의 어린 시절은 적응적이지 못한 대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처기술을 발달시켰고,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

넓은 의미의 정의로 보면, 심리도식은 긍정적

됐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자살생

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으며, 적응적

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홍나미, 1998 재인

일 수도 혹은 부적응적일 수도 있고, 아동기

용). 이러한 자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자살생

에 형성될 수도 있고 생애 후반에 형성될 수

각이 우울 이외에도 어린 시절의 가족 경험,

도 있다. Jeffrey E. Young은 심리도식이란 광범

스트레스 경험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

위하고 만연된 주제나 패턴을 갖고 있으며,

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기억․감정․인지․신체감각으로

구성되고,

하지만 우울이나 어린시절의 가족경험, 스

자기 자신 및 타인과의 대인관계에 대한 평가

트레스에 대한 대처자원이 취약한 개인이 모

로 이루어진다고 정의했다. 또한 아동기나 청

두 자살생각을 갖는 것은 아니다. 외부 자극

소년기에 주로 발달하며, 생애 전반에 걸쳐

이 제시되었을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

정교화 되고, 유의미한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임의 성격이 자살생각을 갖는 여부에 영향을

역기능적인 도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

조성호(2002)는 초기 부적응 도식은 자기와

한 패러다임의 형태로 ‘인지도식’이라는 개념

환경을 이해하고 다루어 나가기 위한 참조의

을 사용하고자 한다.

틀로서 기능하며 아동기 시절의 중요한 타인

인지발달에서 말하는 도식이란 현실이나 경

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험에 부여된 어떤 패턴으로서, 개인이 현실과

또한 연구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이 전반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것을 돕고 지각을 매개하며

정신 병리와 우울, 불안, 적대감 등의 주요 정

반응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도식은 어떤

서 증상이나 편집성, 경계선 등의 주요 장애

사건의 독특한 측면을 추상적으로 표상한 것

적 성격 특질 각각에 대해 기존의 이론적 입

으로, 가장 뚜렷해 보이는 요소들에 대한 일

장과 임상적 경험에 잘 맞다고 보고 있다(조

종의 청사진이다. 인지심리학에서 도식은 정

성호, 2002). 또한 김윤숙(2005)은 초기 부모와

보를 해석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안

의 불안정한 애착은 정서지지 결여, 불신, 결

내하는 추상적인 인지적 계획으로 간주될 수

함, 고립/단절, 상실우려, 충동/분노의 부적응

도 있다. 이러한 도식 중의 대다수는 생애 초

도식을 매개로 하여 경계선 성격 특성에 영향

기에 형성되고, 이후로 지속적으로 정교해지

을 주나,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은 경계선

면서 생애 후기의 경험들에 중첩되며, 심지어

성격특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

더 이상 기존의 도식을 적용할 수 없을 때까

하지 않다고 하였다. 즉, 애착이나 부적응 도

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인지적 일관성’

식이 단순히 각각 경계선 성격 특성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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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는 모형은 부적응 도식이 애착과 경계

모-자녀 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중재 역할

선 성격특성을 매개한다는 모형보다 덜 적합

을 한다고 언급하였다(이지연, 2004). Young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윤숙, 2005).

동료들은 초기 부적응 도식의 기원을 설명하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인간은 객

면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 분위기라는 환

관적 사실 때문에 혼란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적 요소와 선천적으로 타고난 정서적 기질

사실에 대한 자신의 관점 때문에 혼란된다

이라는 개인적 요소가 도식의 형성에 미치는

(Corey, G, 1995)'라는 인지치료의 관점과 같이

영향을 설명한 바 있다(유성진, 2008 재인용).

인지적인 부분이 정서 증상이나 병리적인 양
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난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가족 요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부모의 양

이전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의

육태도 및 지지, 부부관계 등의 요인임을 알

가족 경험이나 스트레스 취약성 등이 자살에

수 있다.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구별한다고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되어 왔다. 본 연

가정했을 때, 위의 요인들은 부모가 능동적인

구에서는 그러한 요인들이 어떠한 심리도식을

giver로써의 입장을, 자녀는 수동적인 receiver로

형성하고, 그 심리도식이 매개되었을 때 자살

써의 입장을 취한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이

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연구하

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부모나 가족 구성원

고자 한다.

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자살생각과 가정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

서로 상호작용하고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지

과 함께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가족 개념

여부와 같은 보다 능동적인 기능성에 초점을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은 개인의 의

맞추고자 하였다. Olsen, Russell과 Sprenkle(1979)

지와 선택에 무관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

은 가족기능을 진단하기 위한 모델들이 사용

는 가장 밀접한 사회집단이다. 인간은 가정에

하는 구성개념 안에서 두 가지 유사한 면이

서 개인 대 개인, 그룹 대 개인으로 상호작용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첫째는 가족에 대한

하며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는 소속감과 개별성, 즉

의 가치관이나 인지도식, 문제 상황에서의 대

응집성이고 둘째는 가족체계의 역할, 규칙, 전

처능력은 어린시절의 가족 경험과 밀접한 관

략과 관련된 변화요구가 발생했을 때 변화할

련이 있다고 보았다.

수 있는 융통성, 즉 적응성이 그것이다(김수연,

선행연구에서 Hamberg(1967)는 가정은 일생

1998). 어린 시절 지각된 가족의 응집성과 적

동안 사회적 지지체제로서, 스트레스 상황에

응성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정서 및 사고를 형

서 발생되는 불안, 우울, 좌절감 등의 부적 정

성하게 되며, 초기 지각된 가족의 응집성과

서를 경감시켜주며 개인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적응성이 낮을수록 불안정한 정서를 형성하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체계라고 강조하였다

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Hamberg, P.A, 1967). 이지연(2004)은 스트레스

지각된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에 의해 발생되

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

는 정서 및 사고를 심리도식, 즉 초기 부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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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의 개념으로 가정하여 측정하려고 한다.

하였다(최미경, 2005 재인용). 다른 선행연구자

이렇듯 가족이라는 환경 요인이 특정 심리

들은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 요인으로 우울증

도식을 형성하기까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

적인 자기도식, 역기능적 태도, 통제의 소재,

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동일한 문제 상황에서

귀인 양식, 및 자기 존중감과 같은 인지적 특

도 부정적인 사고, 즉 부정적인 인지도식을

성과 강인함, 자신감, 느긋함, 완벽주의 등과

형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다른 고통감

같은 개인의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결혼생활

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개인이

적응 등의 대인관계 변인들을 가정하고 이러

지니는 심리적, 사회적 취약성과 상황적인 스

한 요인들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밝히는데

트레스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우울과 같은 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유성은, 1997 재인

적인 정서 증상을 발생시킨다는 스트레스 취

용). 스트레스에 취약할수록 불안이나 우울과

약성 이론과 부합되는 것으로(유성은, 1997 재

같은 부적응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는 선행

인용, Abramson, Alloy, & Metalsky, 1988; Alloy,

연구를 바탕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할수록 문

hartlage, & Abramson, 1988; Hammen, Marks, &

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부정적인 심리 도식

deMayo, 1985),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인 요인

을 형성하게 되며, 자살생각을 할 수 있을 것

으로서의 어린시절 가족 기능에 대한 지각과

이라고 가정하였다.

개인 내적 요인으로서의 스트레스 취약성이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인지

상호작용하여 부정적인 정서 및 인지도식을

도식’ 개념을 도입하여 어린 시절 가족 경험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발

과 스트레스에 취약한 경향이 어떠한 인지 도

생시키는 사건에 대해 개인이 정서적, 인지적

식을 형성하고 여기에서 자살생각으로 발전할

으로 반응하는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

수 있는 가를 연구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리적 취약성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을 이해하

어린 시절 지각된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스트

는 것이 중요하다.
스트레스-취약성 모형은 심리장애에 관심

레스 취약성과 심리도식 각각의 특정요인은

있는 많은 연구자들이 그 타당성을 널리 인정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것이다; 2) 어린 시절

하는 것으로서, 특정 심리장애에 취약한 개인

지각된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스트레스 취약

이 스트레스 자극에 노출될 때 그 심리장애가

성은 심리도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형성

발병하거나 악화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스트

된 심리도식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레스-취약성 모델에 입각한 몇몇 연구자들은

줄 것이다.

어린 시절에 통제 불가능한 사건을 경험함으
로써 형성된 심리적 취약성이 불안장애의 발
달에 어떤 원인으로 작용하며, 통제력의 부족
이 우울뿐 아니라 불안과 공포의 발생에 기여
하는 많은 경로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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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생각 척도

연구대상

Beck, Kovacs와 Weissman(1979)이 만든 SSI를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270명에게 질문지를

신민섭 등(1990)이 변형시켰다. SSI는 원래 임

배포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한 59명을 제외한

상 면접을 통해 임상가가 평정하도록 되어 있

2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녀 비율을 살펴

으나 많은 피험자들을 일일이 면담하는 것이

보면 남성이 64명, 여성이 147명 이었고 집단

불가능하므로 신민섭 등(1990)이 가능한 한 원

의 평균연령은 43.16개월이었다.

래의 문항에 충실하게 변형시킨 것이다. 이것
을 최태산(1997)이 요인분석을 통해 14문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태산이 요인분

측정 도구

석한 14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살생각 척도 14
심리도식 질문지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 적재값이

Jeffrey E. Young이 만든 YSQ척도를 한국어

0.5 미만인 문항 5문항을 제외한 9문항이 분

판의 저작권자인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이동우

석에 사용되었으며 이때의 Cronbach' Alpha 계

승인 하에 사용하였다. 90문항 6점 척도이며

수는 .91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초기 부적응도식을 갖고 있
음을 나타낸다. 크게 단절 및 거절, 손상된 자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 척도

율성 및 손상된 수행, 손상된 한계, 타인-중심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 척도는 Joyce

성, 과잉경계 및 억제 등의 5개 범주로 나뉘

Potner와 Richard Bell에 의해 1978년에 111항목

며 하위 범주 총 18개로 나뉜다. 현재까지 수

으로 최초로 개발된 후 3차례에 걸쳐 수정,

행된 연구는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터키,

보완 및 표준화 되었다. 이 척도는 1985년에

일본, 핀란드, 노르웨이 등에서 번역되어 사용

20문항으로 표준화되었으며, FACESⅢ를 임상

되었다. Schmidt, Joiner, Young과 Telch(1995)는

및 연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Young 심리도식 질문지의 심리 측정적 속성에

FACES Ⅲ는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정도를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연구

평가하고, 동시에 가족 체계의 유형을 분류하

결과, 각 초기 부적응 도식의 알파 상관계수

기 위해 가족 각자가 반응할 수 있도록 개발

는 .83(융합/미발달된 자기)에서 .96(결함/수치

되었으며, 자기보고식 측정 도구로 만 12세

심)의 범위에 속했으며, 비 임상표본에서의 검

이상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응답방식은

사-재검사 신뢰도는 .50에서 .82의 범위에 속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

했다. 주요 하위 척도들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다’(5점)까지의 5점 Likert척도로 전체 점수의

와 내적 일치도는 높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

범위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두 영역 각

에서 심리도식의 Cronbach' Alpha 계수는 .90였

각에서 10점∼50점이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
다.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평가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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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각각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는 습관을 측정하고 ‘금연-금주’는 평소 술과

이는 다시 5개,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담배를 사용하는 습관을 측정한다. ‘운동’은

있다 가족응집성의 하위영역으로는 정서적 결

평상시에 운동 등 신체활동을 얼마나 적절하

속감, 도움과 의논, 가족과 경계, 여가 시간

게 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며 ‘성생활의 충족도’

및 친구의 공유이고, 가족적응성의 하위영역

는 사랑을 주고받는 기회가 충분한지, 성생활

으로는 지도력, 통제, 훈육, 역할과 규칙이다.

이 충분한 만족을 주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집단분류FACES Ⅲ는 총 20문항 중 10개의

‘정서적 안녕감’은 평소에 감정 표현방식이나

홀수 문항이 응집성을 나타내고, 10개의 짝수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얼마나 건

문항이 적응성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문항이

강한가를 측정하고 ‘이완과 오락’은 평상시에

‘우리 가족은 …이렇다’ 의 형태로 작성되어

생활의 여유를 가지고 휴식과 취미활동을 얼

있으므로, 각 문항에 대한 대답이 실제의 가

마나 잘 하고 있는가를 측정한다. ‘가정과 직

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나타낸다기보다 응

장과의 균형’은 평소 직장(혹은 다른 일)에서

답자가 지각하고 있는 가족의 정서적 유대와

의 일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정도를 측정하며

관계의 융통성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

마지막으로 ‘자기이해와 수용’은 자신에 대한

는 것이 타당하다.

신뢰와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의 획득 정도를

Olson(1983)은 2,412명을 대상으로 가족응집

측정한다. 스트레스 취약성 검사의 각 하위척

성 및 가족적응성 요인과 척도 전체에 대한

도의 만점은 18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스트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 α계수가 .77, .62인

레스에 취약함을, 즉 스트레스를 받기 쉬움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적응성에서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신뢰도가 높은 7문항만을 사용했을 때, 초기

‘가정과 직장의 균형’요인을 제외한 Cronbach'

가족응집성-적응성의 Cronbach α계수가 .90, .84

Alpha 계수는 .86이었다.

인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가족응집성-적응성
의 Cronbach α계수는 .89, .80으로 측정문항이

자료분석

신뢰로운 척도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모든 자료분석은 SPSS WIN 12.0
스트레스 취약성 검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하여

Cranwell-Ward(1998)가 제안한 검사로서, 8개

각 변인들 간의 상관을 보았고, 요인들 간의

의 하위척도, 즉 ‘건강식’, ‘금연․금주’, ‘운

관계를 보기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동’, ‘정서적 안녕감’, ‘성생활의 충족도’, ‘이완

다. 또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과 스트레스

과 오락’, ‘가정과 직장의 균형’ 및 ‘자기이해

취약성으로 인하여 형성된 심리도식이 자살생

와 자기수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하위척

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현재 가족응

도는 6개의 문항으로 되어있다.

집성-적응성이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보기 위

‘건강식’은 평상시에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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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력을 좀 더 자세히 규명하도록 하였다.

결 과

분석 결과를 보면, 1단계의 변수들이 자살
지각된 가족응집성- 적응성, 스트레스 취약성

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5.6%인데 반

및 심리도식의 하위요인과 자살생각의 관계

해, 심리도식이 추가되면서 14.5%가 증가한
20.1%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과 스트레스
취약성, 심리도식의 하위요인과 자살생각과의

심리도식이 자살생각에 좀 더 중요한 변수라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1단계에서는 가족환

결과 1단계에서 정서적 안녕감이 자살생각

경과 스트레스 취약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p<.05)

영향을 보고, 2단계에서 심리도식을 차례로

스트레스 취약성에서 정서적 안녕감 요인이

입력하여 위계적 회기분석을 실시해 심리도식

취약할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표 1. 각 척도 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단계1

단계 2

β

B

β

B

상수

1.937

가족응집성

-.119

-.160

-.063

-.085

가족적응성

.037

.050

.013

.018

건강식

-.032

-.025

-.082

-.065

금연-금주

-.145

-.137

-.057

-.054

운동

.016

.016

-.019

-.019

정서적안녕감

.248

.191*

.205

.205*

성생활충족도

-.039

-.035

-.061

-.055

이완과 오락

.007

.006

-.002

-.002

자기이해와 수용

-.120

-.082

.107

.074

단절 및 거절

.392

.491**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012

-.015

타인 중심성

-.020

-.025

손상된 한계

.028

.035

과잉경계 및 억제

-.064

-.075


∆
F

***

.056


.556

.201
.14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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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심리도식이 투입된 2단계 모형에서 심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도식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심리도식의 단절 및 거절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 스트레스 취

요인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약성이 심리도식과 자살생각에 주는 영향

나(p<.01) 단절 및 거절에 관한 심리도식이 많
이 형성될수록( B=.392) 자살생각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 스트레스
취약성, 심리도식, 자살생각간의 관계를 알아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가설 1에서 제기

보기 위해 설정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

된 특정 요인은 ‘정서적 안녕감’과 ‘단절 및

다. 또한 연구모형에 대한 대안 모델로는 지

거절감’으로 나타나 이 두 가지 요인이 다른

각된 초기 가족환경과 스트레스 취약성이 자

요인들에 비하여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각된 초기 가

포함한 모형으로 <그림 2>와 같이 설정하였

족의 응집성-적응성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다.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대안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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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에 대한 측정 모형에 대한 분석 결
과는 <표 2>과 같이 나타났다.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은 심리도식
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 스트레스

며(p>.05) 스트레스 취약성은 심리도식에 유의

취약성, 심리도식, 자살생각간의 연구 모형 분

한 영향을 주어(p<.01) 스트레스에 취약할수록

석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  =-.264) 심리도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

스트레스 취약성은 심리도식에 유의한 영향

났다.

을 주어(p<.01) 스트레스에 취약할수록(  =
-.261) 심리도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

표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며, 심리도식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주

경로계수

는 것으로 나타나(p<.001) 심리도식이 부정적

지각된 초기

일수록(  =.366) 자살생각이 많아지는 것으로

가족응집성-적응성 ⇒ 심리도식

나타났다.

스트레스 취약성 ⇒ 심리도식

연구모형에 대한 대안 모형의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B

심리도식 ⇒ 자살생각
**

p<.05

***

-.056 -.060
-.772 -.261**
.366***

.316

p<.001

표 2. 측정모형
경로계수

**

B



가족응집성

⇒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

1.000

.924

가족적응성

⇒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

.937

.862

건강식

⇒

스트레스 취약성

1.000

.499

금연-금주

⇒

스트레스 취약성

.653

.271

운동

⇒

스트레스 취약성

1.252

.490

정서적안녕감

⇒

스트레스 취약성

1.287

.653

성생활충족도

⇒

스트레스 취약성

1.304

.568

이완과 오락

⇒

스트레스 취약성

1.621

.797

자기이해와 수용

⇒

스트레스 취약성

1.239

.705

단절 및 거절

⇒

심리도식

1.000

.924

손상된자율성

⇒

심리도식

1.002

.888

타인 중심성

⇒

심리도식

.938

.870

손상된 한계

⇒

심리도식

.815

.746

과잉경계및억제

⇒

심리도식

.867

.852

p<.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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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안모형의 경로계수
경로계수

또한 심리도식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B

주는 것으로 나타나(p<.001) 심리도식이 부정



적일수록(  =.385) 자살생각이 많아지는 것으

지각된 초기

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

가족응집성-적응성 ⇒ 심리도식 -.054 -.058
**

-적응성(p>.05)과 스트레스 취약성(p>.05)은 자

스트레스 취약성 ⇒ 심리도식 -.785 -.264

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 ⇒ 자살생각 -.075 -.095

**

스트레스 취약성 ⇒ 자살생각

.311

.121

심리도식 ⇒ 자살생각

.332

.385

p<.05

***

러났다.
대안 모형의 적합도는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

차이가 거의 없으며, 추가된 가족환경이 자살

p<.001

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 취약성이 자
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

그림 3.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과 스트레스 취약성이 심리도식과 자살
생각에 주는 영향(연구모형 분석 결과)
: 유의한 영향 있음,

: 유의한 영향 없음, B(  )

그림 4.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과 스트레스 취약성이 심리도식과 자살
생각에 주는 영향(대안 모형 분석 결과)
: 유의한 영향 있음,

: 유의한 영향 없음,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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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과 스트레스 취약성이 심리도식과 자살생각에 주는 영향 -구조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지수
기본
모형
대안
모형



df

p

GFI

NFI

TLI

CFI

RMR

190.856

87

.000

.893

.886

.920

.934

.031

188.705

85

.000

.894

.888

.919

.934

.031

로 나타나, 연구모형이 최적의 모형인 것으로

RMSEA
(90% CI)
.075
(.061-.090)
.076
(.062-.091)

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타났다. 자살생각을 형성하는 심리도식에

연구 결과를 보다 세분화해서 다시 살펴보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선택한 외적․내적 변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지각된 가족응집

인 중 외적 변인인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

성-적응성은 심리 도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

적응성은 심리도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지 못하고 자살생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결

않은 반면 내적 변인인 스트레스 취약성은 유

과를 나타내고 있다. 성인들이 어린 시절에

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에 대해 지각하고 기억하는 내용은
부적응적인 심리도식을 형성하거나 자살생각
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논 의

는 것이다. 이는 자살생각은 가족의 기능 및
분위기와

관련있다는

Friedrich,

Reams

및

본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 지각된 가족응집

Jacobs(1982)의 연구 결과와 상충되는 결과이다

성-적응성과 스트레스 취약성이 각각 자살생

(Friedrich, Reams & Jacobs, 1982). 가족의 역할

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또

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준다고 봤던 이전 연구

한 어린 시절 지각된 가족응집성-적응성과 스

에서는 대부분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정서적인

트레스 취약성에 따라 형성된 심리도식이 자

공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부에 초점을 맞춰

살생각에 주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왔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가족 간의 정

결과, 지각된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은 심리

서적 결합과 독립, 안정과 변화에 대한 융통

도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

성과 같은 보다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상호작

났으며 스트레스 취약성은 심리도식에 유의한

용에 초점을 맞췄다. 본 연구 결과가 유의미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 취약성이 낮을수록 심

하지 않은 원인이 이러한 이유에서라면, 자살

리도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두

생각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주는 가

변인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심리도식은 자살

족 요인은 가족 구조 내에서 개인이 능동적으

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심리도식이 높을

로 상호작용하는 것과는 연관성이 적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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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다. 이외에도 자살에 대한 연구가 대

으로 나타났다. 어린 시절 경험되어진 가족

부분 아동이나 청소년에게서 이뤄진 것을 고

기능이나 스트레스 취약성이 자살생각에 영향

려할 때, 아동이나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받는

을 준다는 선행 연구는 많았지만, 본 연구에

정서를 지각하는 것과 성인이 과거에 부모에

서처럼 이러한 변인들이 심리도식에 영향을

게 받았던 정서를 지각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

미치고 형성된 심리도식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성인이 과거에 부모에

미치는 구조를 밝히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게 받은 양육과 정서적 지지에 대한 기억은

이 결과는 경험에 대한 지각과 심리적 자원의

과외변인이 무수히 많아 성인이 되기까지 왜

풍부함 또는 취약함이 다양한 인지적 도식을

곡되거나 더욱 극단적, 편파적으로 기억되기

형성할 수 있고, 형성되어진 인지적 도식은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 시절 지각된 부

개인의 의식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자살생각을

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의 표상이 아동 및 청

비롯한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성에 영향을 줄

소년기에 지각되는 것과 성인이 되었을 때 지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정서 장애나 증상

각하는 것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 또한 부모

이 발현되는데 인지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

의 양육에 따라 청소년 및 성인 시기에 나타

한 역할을 하며 인지 도식, 즉 심리도식이 부

나는 정서 증상의 차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정적일 수록 파국적인 증상으로 발현될 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부적응적

둘째, 스트레스 취약성이 초기 부적응 도식

인 증상을 보이고 있는 개인에 대해 개인이

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였다.

가지고 있는 초기 부적응 도식을 파악하고 그

이는 심리도식을 형성하는데 외부적 환경이나

도식을 수정해주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자극보다 외부 자극에 대해 대처하는 자원이

넷째, 심리도식의단절 및 거절감요인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트레스 취약성의정서적 안녕감요인이

결과는 스트레스를 견디는 심리적 자원이 자

다른 요인들에 비하여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살생각이나 초기 부적응 도식을 포함한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안녕

심리 장애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최미경

감’ 요인의 세가지 내용은 첫째, 문제 상황에

(2005)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사람들

서 배우자, 친구, 동료로부터 지지받고 문제를

이 어떠한 환경에 처하느냐 보다는 얼마만큼

상의함으로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는 ‘정서적

의 내적 자원, 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형

지지’이며 둘째,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감

성된 사고체계, 즉 심리도식이 자살생각에 영

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긍정적인 정서를 형성

향을 준다는 것이다.

하게 한다는 ‘감정표현능력’이다. 즉, 부정적인

셋째, 가족 변인이나 스트레스 취약성이 자

감정이 쌓이면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지만 감

살생각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비해, 두

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함으로 행복감이 증가된

변인을 갖고 있는 개인이 형성한 심리도식이

다는 내용이다. 셋째로는, 사람들의 신체건강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유의미한 것

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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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좋아진다는 ‘애정을 주고받는 기회‘가 요인

는 일반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의 세부내용이다(장현갑, 1998) .

심리도식에 따른 자살생각에 대한 결과를 일

심리도식의단절 및 거절감요인과 스트

반화시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

레스 취약성의정서적 안녕감요인에서 공

살자에 대해서는 연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정서적 상호작용의

자살행위가 아닌 자살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유무로 요약할 수 있겠다. 두요인 모두 대인

연구하였다. Beck의 이론에 의하면 자살생각은

관계에서 경험되는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지지,

자살행위를 유의미하게 예언하지만, 자살생각

수용, 분리, 거절, 외로움과 같은 정서와 관련

을 하는 모든 사람이 자살행위를 하는 것은

된 내용들이다. 다시 말해, 이 결과에 의하면

아니기 때문에, 자살생각만으로 자살연구를

다른 요인들보다 대인관계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는 것은 자살에 대한 연구가 갖는 한계점으

부적 정서가 자살생각을 가장 잘 예측한다고

로 보인다. 셋째, 연구 가설에서는 지각된 가

볼 수 있다. 이는 ‘단절’에 대한 심리도식이

족 응집성-적응성과 스트레스 취약성이 심리

우울증상에 영향을 준다는 조성호(2002)의 연

도식의 형성에 선행되어야 하는 초기 경험으

구와 일치하며 부모가 자녀와 친하고, 자녀를

로 제시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스

이해하며 자녀가 부모가 나를 인정한다고 느

트레스 취약성은 초기 경험에 관련되기 보다

낄수록 자녀의 자살충동은 낮아지다는 임명원

는 현재 시점에서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므

(1998)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개인의 주관적인

로 연구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넷

정서적 안녕감과 단절 및 거절감이 자살생각

째, 초기 가족응집성-적응성과 스트레스 취약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살 위기

성외에 심리도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자에 대해 주관적인 정서와 인지에 대한 치료

과외 변인들을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형

및 예방적 접근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성된 심리도식과 자살생각을 설명하는데 제한

본 연구에서 ‘단절 및 거절감’과 ‘정서적 안

적이다. 다섯째, 자기보고식 검사의 문제점을

녕감’ 요인과 같은 애착 및 관계적 측면이 자

들 수 있다.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았거나, 초

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기 가족응집성-적응성에서는 자신의 지각이

달리, 애착이 형성되는 어린 시절 가족 기능

바람직한 방향으로 왜곡되었을 수도 있고, 자

에 대한 요인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기 자신에 대한 반응이 바람직한 것으로 편향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

되어 응답하였을 수 있을 것이다.

서 사용한 가족응집성-적응성 개념이 애착과

본 연구에서는 심리도식을 이용하여 성인의

같은 정서적 상호작용을 측정하기보다는 가족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심리도식은

의 기능적인 측면을 더 강조했을 것이라는 추

심리적 부적응에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한다

측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조성호, 2002). 따라서 다양한 대상에 대해 심

본 연구에서 갖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리도식에 따른 정서 증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

첫째, 자살 위기자가 아닌 정상적으로 기능하

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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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에 맞는 심리도식에 따른 치료들이 활발
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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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uicidal ideation,
schema, family cohesion-adaptability and stress vulnerability

Kim, Hee-Youn

Chae, Paul Kyuman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how the schema concept introduced by Jeffrey E. Young, affects suicidal ideation. It
was hypothesized that the early family environments perceived by the subjects and their stress vulnerability
may influence on their schema on life and in turn, these schema will influence on suicidal ideation. Two
hundred and seventy married adults, residing in Seoul metropolitan areas including Kyunggi province were
recruited and asked to fill out a package of questionnaires. Two hundred and eleven subjects' complete
data were used for analysis. The scales used consist of the family cohesion-adaptability scale, Young
Schema Questionnaire, the Stress Vulnerability Scale and the Scale for Suicidal Ideation. The data were
calculated for reliability regression analysis, and AMOS analysis were also carried out to test the
hypothe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of the data indicated
that the sense of emotional well-being factor in the stress vulnerability scale and the isolation and
rejection factors in the schema were found to influence on suicidal ideation. Second, The

early family

cohesion-adaptability perception variable did not affect the schema i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way, but
stress vulnerability variable did based on AMOS procedure. The schema also affected suicidal ideation.
These results seem to suggest that individual schema would influence suicidal ideation and various
emotional problems and therefore, schema restructuring is necessary to help the people with suicidal intent.
The further discussions and limitations were suggested.
Key words : the suicidal ideation, schema, family cohesion-adaptability, and stress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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