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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부적응적 스키마의 안정성 및 우울 증상과의
관련성 : 2년간의 추적 관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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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ty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Depressive Symptoms : A 2-Year Follow-Up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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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ZZEarly maladaptive schemas (EMS) are assumed to be stable emotional and
cognitive patterns that begin early in our development and are repeated throughout life. The
primary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wo-year stability of EMS using the Young Schema
Questionnaire (YSQ). In addition,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S and depressive
symptoms over time.
MethodsZZSeventy-nine medical students completed the YSQ-short form 3,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and the Symptom Checklist-90-Revised during their first and third years of medical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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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ZZAfter controlling for depression severity, YSQ subscales showed significant test-retest
correlations for all of the subscales (r between 0.49 and 0.77, ps<0.001). Mean scores for all of
the subscale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at retest, with the exception of a significant reduction of
vulnerability to harm/illness (t=3.71, p<0.001). Concerning the relationship with depression,
some YSQ subscales showed association with the severity of depressive symptoms at each time
point, as well as changes between two time points. In particular, the schemas of Defectiveness/
Shame and Dependence/Incompetence showed a strong association with changes of depressive
symptoms.
ConclusionZZThese findings demonstrated that EMS measured using the YSQ may show considerable temporal stability over time, but, in part, may be affected by an individual’s state, such
as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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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정하였다. 따라서 스키마 치료는 치료자와 환자와의 치료관
계와 현재, 과거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인지적, 행동적, 체험

스키마 치료(schema therapy)는 만성적인 대인관계 문제
의 해결이나 복합적인 인격장애의 치료를 위해 Jeffrey E.
Young이 기존의 인지치료, 행동치료, 대상관계이론, 애착이

적 기법을 통해 변화를 이루어 부적응적 스키마가 더 이상
개인의 삶을 통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3)
이러한 EMS를 평가하기 위해 Young 등2)은 Young 스키마

론, 게슈탈트 치료 등의 요소를 통합시켜 발전시킨 치료법이

질문지(Young Schema Questionnaire, 이하 YSQ)를 개발하

다.1,2) 스키마(schema)란 생애 초기에 형성되어, 이후로 지속

였고 임상군 및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수 차례에 걸친 타당

적으로 정교해지면서 생애 전반에 걸쳐 개인의 감정과 행동

성 연구를 통해 개정을 거듭하여 현재의 형태가 완성되었

을 지배하는 정서적 및 인지적 패턴을 말한다. 이러한 스키

다.4-7) 현재 YSQ에서의 EMS는 총 18개로 구성되며 이는 5

마는 긍정적인 스키마와 부정적인 스키마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의 범주로 묶인다. 1) 단절 및 거절(disconnectedness and

Young 등 은 유해한 아동기 경험으로 인해 발달한 초기 부

rejection) 범주에 버림받음/불안정(abandonment/instabili-

적응적 스키마들(early maladaptive schemas, 이하 EMS)이

ty), 불신/학대(mistrust/abuse), 정서적 결핍(emotional depriv-

성격장애, 만성적인 정신의학적 질환의 핵심일 수 있다고 가

ation), 결함/수치심(defectiveness/shame), 사회적 고립/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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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social isolation/alienation), 2)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im-

정, 자기희생의 스키마를 제외한 나머지 스키마가 안정적인

paired autonomy and performance) 범주에 의존/무능감(de-

것으로 평가되었다. Riso 등11)은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pendence/incompetence), 위험 혹은 질병에 대한 취약성

2.5~5년에 걸친 추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0.55에서

(vulnerability to harm or illness), 융합/미발달된 자기(en-

0.85 정도의 상대 안정성을 보였으며, 우울증 정도를 보정하

meshment/undeveloped self), 실패(failure), 3) 손상된 한계

였을 때도 0.47에서 0.80의 상대 안정성을 유지하였다. 절대

(impaired limits) 범주에 특권의식/과대성(entitlement/gr-

안정성의 경우 불신/학대, 실패, 의존/무능감, 자기 희생의 항

andiosity), 부족한 자기 통제/자기훈련(insufficient self con-

목이 시점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 다른 스키마에 비해

trol/self discipline), 4) 타인 중심성(other-directedness) 범

이들 스키마가 상태 변화에 더 민감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주에 복종(subjugation), 자기희생(self sacrifice), 승인 추구/

한편, YSQ로 측정된 EMS는 다양한 정신의학적 증상과의

인정 추구(approval seeking/recognition seeking), 5) 과잉경

관련성, 특히 우울 증상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어 왔는데, 이

계 및 억제(overvigilance and inhibition) 범주에 부정성/비

에 더해 특정한 EMS가 우울 증상과 관련이 있으며,12-15) 스키

관주의(negativity/pessimism), 정서적 억제(emotional inhi-

마 치료를 통해 우울 증상 점수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연구도

bition), 엄격한 기준/과잉비판(unrelenting standards/hyper-

있었다.12)

criticalness), 처벌(punitiveness)의 스키마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는 짧은 추적 기간으로 인해

2)

Young 등 의 가정에 따르면 EMS는 기본적으로 쉽게 사

EMS가 생애 전반에 걸쳐 작용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기에

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비록 자신에게 고통이 유발되더라도

충분하지 못하였고, 2.5~5년에 걸친 장기 추적 연구 결과 역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제공하는 스키마를 편안하고 익숙

시 정상 대조군이 없는 우울증 환자군 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 비임상군에서의 EMS의 안정성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

YSQ를 통해 확인되는 EMS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였다. 또한, 앞서 언급된 많은 연구가 우울 증상과 EMS의 관

않는 특성인 안정성(stability)을 가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련성을 제시하였으나 대부분 단면적 연구였으며, 우울 증상

이러한 안정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절대 안정성과 상대

의 변화와 EMS의 변화와의 관련성을 제시하지는 못 했다.

안정성이 있다. 절대 안정성은 심리학적 척도의 점수가 시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2년간의 간격

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는 평균치 안정

을 둔 검사-재검사를 통해 YSQ로 측정된 EMS의 상대 안정

성(mean level stability)이며, 상대 안정성이란 검사-재검사

성과 절대 안정성을 평가하고, 우울 증상의 변화와 YSQ의 변

의 상관관계(test-retest correlations)을 순위 상관의 개념에

화를 비교함으로써 우울 증상이 EMS에 종적으로 미치는 영

서 안정성을 평가하는(rank order stability) 방법이다. 상대

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안정성은 절대 안정성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높

방

은 검사-재검사 상관성을 가진 경우에는 1) 각 개인의 점수

법

자체가 변화가 없거나 2) 변화하되 개인 간의 차이가 없이
비슷한 변화 양상(방향과 폭)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낮은

대 상

검사-재검사 상관성을 가진 경우에는 1) 각 개인의 점수 자

본 연구는 2009년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체가 변화하거나 2) 변화하되 개인 간의 차이로 인해 다른 변

학생 83명 중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면 동의를 한 80명

화 양상을 가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Zuroff 등 과 Trz-

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일차검사는 2009년 5월에 시행하였

esniewski 등9)은 성격 특성을 반영하는 척도의 경우 증상이

으며, 2년 뒤인 2011년 5월 동일한 설문지로 이차검사를 시

악화되는 급성기에는 점수가 상승하였다가 회복기에는 안

행하였다. 이차검사에서 누락된 1명을 제외한, 79명의 자료

정화되는 절대 안정성의 불안정한 속성을 지적하면서 절대

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79명 중 남자는 32명, 여자는 47

안정성과 상대 안정성 모두를 평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명이었으며, 일차검사 당시의 평균 연령은 24.6±2.6세(21~

8)

기존의 YSQ의 안정성을 평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36세)였다. 기존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급성의 내

Schmidt 등4)은 최초의 연구에서 비임상군의 3주간 검사-재

외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연구에서 배제하였다. 본 연

검사 상관계수(test-retest coefficient)를 0.50에서 0.82의 범

구는 경북대학교 윤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매년 실시하고 있

10)

위로 보고하였다. Rijkeboer 등 은 6주의 간격을 두고 시행

는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정신건강평가 자료의 일부를 사용

한 검사-재검사 사이의 상대 안정성을 0.68에서 0.87 사이의

하였다.

수준으로 보고하였으며, 절대 안정성의 경우 버림받음/불안
www.kn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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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구

기 위해 각 시점의 YSQ-S3와 BDI, YSQ-S3와 SCL-90-R
의 우울 항목 사이의 상관성을 피어슨 상관분석을 이용해 분

영 스키마 질문지(Young Schema Questionnaire-Short

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년 간의 YSQ-S3 점수 변화와 SCL-

Form 3, 이하 YSQ-S3)

90-R의 우울 항목 및 BDI의 점수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18개의 EMS를 평가하는 자가 보고식 평가도구로서 90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문항이 자신을 얼마나
잘 묘사하는지를 1점부터 6점까지 리커트(likert) 척도로 평
가한다. 각 스키마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므로 총점은 5점
4)

피어슨 상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상관계수의 크기는 0.1~0.3을 작은(small), 0.3~0.5는
중간(medium), 0.5~1.0은 강한(strong)으로 해석하였다.21)
모든 통계에서 유의 수준은 Bonferroni correction을 적용

에서 30점 사이로 평가된다. Scmidt 등 은 YSQ의 요인 분석

하여 p＜0.002(0.05/23)로 하였으며, 윈도우용 통계 분석 프

과 검사-재검사 신뢰도, 내적 일치도 등이 적합함을 보고한

로그램인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이하

5-7)

6)

이후, 여러 연구들 에 의해서도 재확인되었다. Baranoff 등

SPSS) software(Version 18.0; SPSS Inc., Chicago, IL, USA)

은 한국의 남녀 대학생 83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국

를 사용하였다.

판 YSQ-S가 원본 및 기존의 연구들과 유사한 요인구조와

결

높은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0.94)를 보였음을 보고

과

하였다.
EMS의 상대 안정성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ed, 이하
SCL-90-R)

표 1에 YSQ로 측정된 EMS의 상대 안정성을 제시하였다.
우울증의 심각도를 보정하지 않은 결과에서는 각 스키마 별

피험자의 정신과적 증상을 조사하기 위한 자기 보고식 다

로 2년간의 시간 차이를 둔 일차검사와 이차검사 사이에 0.46

차원 증상 목록 검사(multi-dimensional self-report symp-

(부족한 자기 통제/자기훈련)에서 0.84(사회적 고립)의 중간

tom inventory)로서 Derogatis 등16)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정도(medium)에서 강한(strong) 상관관계를 보였다. BDI 점

17)

Kim 등 이 번역한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9개의 임상척도

수를 통제변수로 두어 우울 증상의 심각도를 통제한 결과에

와 3개의 전체지표 중, 본 연구에서는 우울 증상 항목(depress-

서도 0.49(자기 희생)에서 0.77(사회적 고립)의 강한 상관관

ion subscale)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계를 보였다. 범주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역시 보정 전 0.54(손
상된 한계)에서 0.85(단절 및 거절), 보정 후 0.50(타인 중심

Beck 우울 증상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이하

성)에서 0.79(단절 및 거절)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BDI)

Beck 등18)이 개발한 것으로 임상적인 우울 증상을 토대로

EMS의 절대 안정성

우울증의 유형과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정서적,

표 2에 일차검사 및 이차검사의 각 스키마와 범주의 평균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후군 등 21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

과 표준편차 및 그 차이와 t값을 제시하였다. 유의 수준을 p＜

으며, 본 연구에서는 Lee 등19)에 의해 한국어로 표준화된 척

0.002로 보았을 때, 위험 혹은 질병에 대한 취약성(t=3.71, p＜

도를 사용하였다.

0.001)의 스키마만이 두 시점 사이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며, 나머지 17개의 스키마와 5개의 범주는 유의한 차이를 보

자료분석

이지 않아 강한 수준의 절대 안정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EMS 상대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차검사와 2년
뒤 이차검사에서의 YSQ-S3 항목 간 상관성을 피어슨 상관분

각 시점의 EMS와 우울 증상의 상관관계

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또

표 3에 각 시점의 YSQ로 측정된 EMS와 SCL-90-R의 우

한 우울 증상이 EMS에 미치는 영향을 보정하기 위하여 두

울 항목의 상관관계 및 EMS와 BDI의 상관관계가 제시되었

시점에서 측정된 BDI 점수를 통제변수로 두고 편상관분석

다. p＜0.002의 유의 수준에서 분석하였을 때, 감정적 억제, 승

20)

(partial correlat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EMS의 절대

인 추구/인정 추구, 자기 희생, 부족한 자기 통제/자기 훈련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 시점 간 YSQ-S3 항목의 평균 점

의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EMS가 각 시점에서 우울 증상과

20)

수를 대응 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통해 비교하였다.

또한, 각 시점의 EMS와 우울 증상의 상관관계를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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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Zero-order and partial correlation between the test and
re-test for the domains and subscales of YSQ-SF3
YSQ-SF3 domain and
subscale

Correlation coefficient
Not controlling Controlling

에서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 외에도 부정성/비관
주의, 위험 혹은 질병에 대한 취약성, 특권의식/과대성의 항
목도 두 척도 모두에서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for BDI

for BDI

0.85

0.79

Abandonment/Instability

0.74

0.61

Mistrust/Abuse

0.72

0.66

Emotional deprivation

0.77

0.68

Defectiveness/Shame

0.74

0.66

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써 주요 소견은 다음과

Social isolation

0.84

0.77

같다. 2년간의 시간을 두고 시행한 검사-재검사 결과를 보았

0.77

0.74

을 때, 우울 증상의 보정 유무와 관계 없이 중간 정도에서 강

Dependence/Incompetence

0.72

0.69

Vulnerability to harm or illness

0.77

0.75

Enmeshment/Undeveloped self

0.71

0.63

을 뿐, 나머지 스키마의 경우 검사-재검사 사이에 유의한 차

Failure

0.65

0.64

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스키마의

0.54

0.54

Entitlement/Grandiosity

0.61

0.53

변화는 우울 증상의 변화와도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Insufficient self control/

0.46

0.51

Disconnection and rejection

Impaired autonomy and
performance

Impaired limits

self discipline

고

찰

본 연구는 비임상군에서 EMS의 안정성과 우울 증상 변화

한 수준의 상대 안정성을 보였다. 절대 안정성의 경우 위험
혹은 질병에 대한 취약성의 스키마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

우선 2년간의 시간을 두고 검사-재검사를 시행한 EMS는
중간 정도에서 강한 수준의 상대 안정성을 보여주었는데(BDI

0.58

0.50

보정 전 0.46~0.84, 보정 후 0.49~0.77), 이러한 보고는 우울

Subjugation

0.63

0.60

증상을 보정하지 않았을 때 0.68~0.87의 상대 안정성을 보

Self sacrifice

0.57

0.49

Approval seeking/

0.52

0.50

0.70

0.67

연구 결과(BDI 보정 전 0.42~0.73, 보정 후 0.41~0.63)와 유

Negativity/Pessimism

0.68

0.63

사한 것이다. 개별 스키마 및 범주 별로 살펴보면, 우울증을

Emotional inhibition

0.68

0.72

Unrelenting standards/

0.70

0.63

보정하였을 때의 상대 안정성은 ‘단절 및 거절’ 범주(r=0.79)

0.70

0.66

Other-directedness

Recognition seeking
Overvigilance and Inhibition

Hypercriticalness
Punitiveness

였던 Rijkeboer 등10)의 연구 결과나 Riso 등11)의 연구 결과
(BDI 보정 전 0.55~0.85, 보정 후 0.46~0.85) 및 Wang 등20)의

에서 가장 높은 안정성을 보였고, ‘타인 중심성’ 범주(r=0.50)
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안정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All correlations were significant at the p<0.001 level. YSQ-SF3 :
Young Schema Questionnaire-Short Form 3, BDI : Beck Depression Inventory

러한 차이는 무조건적 스키마와 조건적 스키마의 특성에 의

EMS의 변화와 우울 증상의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

서 가장 핵심에 자리 잡고, 자기 및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조건적(unconditional) 스키마란, 생애 초기에 발달하면

표 4에 2년간 YSQ로 측정한 EMS의 변화와 SCL-90-R의

믿음 체계를 갖추게 하는 스키마인 반면, 조건적(conditional)

우울 항목 및 BDI의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스키마는 후기에 발달하고 무조건적인 스키마로 인한 고통

유의 수준 p＜0.002를 기준으로 볼 때, SCL-90-R의 우울 항

을 감소시키기 위해 발달되는 경우가 많다.2) ‘단절 및 거절’

목의 변화는 결함/수치심, 의존/무능감의 변화와 가장 강한

범주에 속하는 5개의 스키마, 즉 버림받음/불안정, 불신/학

상관관계를 보인 가운데, 부정성/비관주의, 위험 혹은 질병

대, 정서적 결핍, 결함/수치심, 사회적 고립/소외의 스키마는

에 대한 취약성, 엄격한 기준/과잉비판, 특권의식/과대성의

모두 무조건적 스키마로서, 이 스키마들이 활성화된 경우 대

스키마의 변화 순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BDI

부분 안정, 돌봄, 사랑 등의 기본적인 안정감이 충족되지 않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는, 의존/무능감, 결함/수치

은 외상적인 아동기 경험을 갖고 성인이 된 후에도 자기 파

심, 부족한 자기 통제/자기훈련, 정서적 억제, 위험 혹은 질병

괴적인 관계를 반복하거나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기 때문에,

에 대한 취약성, 부정성/비관주의, 특권의식/과대성, 사회적

스키마 치료에 있어서는 가장 심각한 병리적 스키마라 할 수

고립/소외, 복종, 실패의 스키마의 변화 순으로 강한 상관관

있다. 반면에 ‘타인 중심성’ 범주의 경우에 속하는 복종, 자기

계를 보였다. 이들 중 결함/수치심 및 의존/무능감의 스키마

희생, 승인추구/인정추구의 스키마의 경우 모두 조건적인 스

는 SCL-90-R의 우울 항목 점수의 변화와 BDI의 변화 모두

키마로, 남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 자신보다 타인의 반응
www.kn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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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between the test and re-test for the domains and subscales of YSQ-SF3
YSQ-SF3 domain and subscale

Test

Re-test

Mean (test)-

t (df=79)

p

0.77

0.76

0.449

0.36

-0.14

-0.55

0.587

0.50

0.28

0.76

0.448

7.51

0.39

0.31

1.17

0.245

0.38

8.28

0.46

0.30

0.96

0.340

7.11

0.34

7.09

0.42

0.02

0.11

0.913
0.036

Mean

SD

Mean

SD

Mean (re-test)

40.44

1.72

39.66

1.92

Abandonment/Instability

7.24

0.34

7.38

Mistrust/Abuse

9.69

0.47

9.41

Emotional deprivation

7.83

0.38

Defectiveness/Shame

8.58

Social isolation

Disconnection and rejection

Impaired autonomy and performance

35.49

1.33

33.56

1.34

1.93

2.13

Dependence/Incompetence

8.08

0.38

7.96

0.43

0.11

0.36

0.716

Vulnerability to harm or illness

8.91

0.35

8.04

0.35

0.88

3.71

<0.001

Enmeshment/Undeveloped self

8.80

0.41

8.75

0.37

0.05

0.17

0.868

Failure

9.70

0.43

8.81

0.42

0.89

2.49

0.015

22.35

0.64

21.86

0.65

0.49

0.79

0.433

Impaired limits
Entitlement/Grandiosity

9.79

0.35

9.64

0.38

0.15

0.46

0.645

12.56

0.38

12.23

0.37

0.34

0.86

0.392

38.18

1.04

36.31

1.13

1.86

1.87

0.065

Subjugation

10.75

0.45

10.38

0.49

0.38

0.92

0.360

Self sacrifice

13.56

0.48

13.21

0.49

0.35

0.78

0.437

Approval seeking/Recognition seeking

13.86

0.34

12.73

0.39

1.14

3.17

0.002

49.75

1.28

47.14

1.53

2.61

2.36

0.021

Negativity/Pessimism

11.05

0.36

10.51

0.42

0.54

1.69

0.096

Emotional inhibition

15.83

0.47

15.19

0.55

0.64

1.54

0.128

Unrelenting standards/Hypercriticalness

10.84

0.46

10.29

0.50

0.55

1.47

0.145

Punitiveness

12.04

0.38

11.15

0.43

0.89

2.79

0.007

Insufficient self control/self discipline
Other-directedness

Overvigilance and inhibition

YSQ-SF3 : Young Schema Questionnaire-Short Form 3, SD : Standard deviation, df : Degrees of freedom

에 먼저 신경을 쓰는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스키마들

수는 학교생활에 적응된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

의 경우 이차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대적으

지만 이번 결과는 Rijkeboer 등10)이 버림받음/불안정, 자기

로 덜 심각한 병리적 스키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

희생의 스키마에서, Riso 등11)이 불신/학대, 실패, 의존/무능

스키마가 보다 높은 안정성을 보인 반면 조건적 스키마는 상

감, 자기 희생의 스키마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였던

대적으로 낮은 안정성을 보인 이번 연구의 결과는 무조건적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대상군의 차

스키마와 조건적 스키마의 차이가 잘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이나 측정 시점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대부분의

있다.

스키마가 절대 수치상의 차이가 없었다는 점은 이전 결과와

다음으로 절대 안정성의 경우 위험 혹은 질병에 대한 취약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성의 스키마가 검사-재검사 시점 사이의 유의한 차이(t=3.71,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전 단면 연구에서 제시한 YSQ 점

p＜0.001)를 보인 가운데 다른 스키마들의 경우 검사-재검

수와 우울 증상 간의 상관관계를 넘어, YSQ의 변화와 우울

사 시점 사이의 유의한 차이가 없어 YSQ 검사의 절대 안정

증상의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시간 경과에

성 역시 높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 위험 혹은 질병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는 상당수 EMS에서

대한 취약성의 스키마가 일차검사 시점에 비해 이차검사 시

EMS의 변화와 우울 증상의 변화 간에 높은 양의 관계를 보

점에 유의하게 감소한 것은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관련이

였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우울증 척도에서 상관관계가 공통적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험 혹은 질병에 대한 취약성의 스키

으로 높게 나타난 EMS는 결함/수치심, 의존/무능감, 위험 혹

마는 주로 파국적인 사고와 관련된 두려움과 불안에 그 핵

은 질병에 대한 취약성, 특권의식/과대성, 부정성/비관주의

심이 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이 일차검사를 시행한 시점은 의

의 스키마였으며, 이 가운데 결함/수치심과 의존/무능감의

학 전문 대학원에 입학한 직후로,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과

스키마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본 스키마 항목들에 비

Schmidt 등4)이 YSQ가 많은 축 1장애와 축 2장애의 증상을

교적 높게 반응한 것으로 추정되며, 2년 경과 후 낮아진 점

반영함을 기술하면서 특히 우울 증상의 경우 의존/무능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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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lation between the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depressive symptom at each time point
Test

YSQ-SF3 domain and subscale

Re-test

SCL-90-R, DEP

BDI

SCL-90-R, DEP

BDI

0.55*

0.60*

0.59*

0.63*

Abandonment/Instability

0.47*

0.55*

0.51*

0.54*

Mistrust/Abuse

0.55*

0.53*

0.48*

0.48*

Emotional deprivation

0.45*

0.56*

0.55*

0.54*

Defectiveness/Shame

0.57*

0.52*

0.57*

0.66*

Social isolation

0.42*

0.54*

0.58*

0.62*

Disconnection and rejection

Impaired autonomy and performance

0.52*

0.60*

0.54*

0.59*

Dependence/Imcompetence

0.48*

0.50*

0.59*

0.62*

Vunerability to harm or illness

0.46*

0.52*

0.53*

0.54*

Enmeshment/Undeveloped self

0.49*

0.49*

0.47*

0.51*

Failure

0.35*

0.52*

0.47*

0.35*

0.47*

0.53*

0.38*

0.54*

Entitlement/Grandiosity

0.55*

0.56*

0.48*

0.57*

Insufficient self control/self discipline

0.27

0.37*

0.18

0.36*

0.44*

0.47*

0.44*

0.57*

Subjugation

0.49*

0.53*

0.37*

0.45*

Self sacrifice

0.31

0.31

0.43*

0.54*

Impaired limits

Other-directedness

Approval seeking/Recognition seeking

0.27

0.29

0.26

0.41*

0.46*

0.47*

0.56*

0.59*

Negativity/Pessimism

0.41*

0.48*

0.51*

0.56*

Emotional inhibition

0.20

0.30

0.26

0.32

Unrelenting standards/Hypercriticalness

0.53*

0.44*

0.58*

0.52*

Punitiveness

0.35*

0.37*

0.51*

0.54*

Overvigilance and inhibition

* : p<0.002. YSQ-SF3 : Young Schema Questionnaire-Short Form 3, SCL-90-R : Symptoms Checklist-90-Revised, DEP : Depression subscale, BDI : Beck Depression Inventory

결함/수치심의 두 개의 스키마와 가장 큰 연관성이 있음을

다. 기존의 연구는 3주4) 내지 6주10) 등의 짧은 추적 관찰 기

22)

간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였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의 경우

그리고 의존심 에 의해 기인한다는 인지

검사의 기억 효과로 인해 검사-재검사의 상관관계가 더욱

보여준 결과와 일치하는데, 결국 우울증이 부정적인 인지
23)

와 낮은 자존감,

24)

치료의 기본 가정을 충분히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첫

그러나 비록 우울증의 심각도를 보정하였을 때 두 시점 간

검사 당시에 포함된 80명의 연구 대상자 중 79명이 재검사

EMS의 상관성이 다소 감소하긴 하나 강한 수준의 안정성을

에 응해 낮은 감손율(attrition rate)을 보인 점이다. 통상적으

보여주는 점은 EMS가 우울 상태에 의한 변화를 보이기도

로 높은 감손율을 보인 경우 추적 관찰에 응한 군과 응하지

하나, 분명히 특질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않은 군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것이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

20)

있다. Wang 등 은 EMS가 우울증 심각도를 보정하더라도

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상당한 안정성을 가진 것을 통해 EMS가 우울 증상에 영향

이에 비해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먼저 연구 대상과 관련

을 받는 상태적 특성(state-like)뿐만 아니라, 특질적 특성(tr-

된 점을 고려할 수 있다. 비록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다

ait-like)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우울증에 취약한 집단을

양한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가지며 대학원 입학 이전 다양한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특질

학과를 졸업한 군으로서 과거 의대생들에 비해 보다 일반적

24,25)

특성과 변화가 있는 상태 특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

인 인구집단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또한

한 EMS는 지속적인 정신치료나 삶의 궤적 속에서 변화가

전체 인구 집단으로 일반화하여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

2)

가능하다는 기본 가정 역시 EMS가 안정성과 변동성의 양

다. 둘째, 본 연구 대상의 성비와 연령의 문제를 찾아 볼 필

쪽 특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는 뒷받침이 된다.

요가 있는데,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의

기존 연구에 비해 본 연구의 강점으로는, 2년이라는 기간

수에 비해 많았으며, 첫 평가 당시의 평균 연령이 25세 정도

을 둔 검사-재검사를 통해 YSQ의 안정성을 평가한 점에 있

인 젊은 성인 남녀였다. Roberts 등26)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www.kn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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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lation between the changes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those of depressive symptom for two years
Depression subscale of SCL-90-R

YSQ-SF3 domain and subscale

BDI

Correlation

p

Correlation

Disconnection and rejection

0.41

<0.001

0.42

<0.001

Abandonment/Instability

0.04

0.697

0.07

0.558

Mistrust/Abuse

0.31

0.005

0.28

0.012

Emotional deprivation

0.30

0.008

0.27

0.016

Defectiveness/Shame

0.47

<0.001

0.46

<0.001

Social isolation

0.30

0.006

0.40

<0.001

Impaired autonomy and performance

p

0.47

<0.001

0.51

<0.001

Dependence/Incompetence

0.46

<0.001

0.50

<0.001

Vulnerability to harm or illness

0.43

<0.001

0.44

<0.001

Enmeshment/Undeveloped self

0.30

0.006

0.24

0.031

Failure

0.26

0.020

0.36

<0.001

0.33

0.003

0.52

<0.001

Entitlement/Grandiosity

0.37

<0.001

0.43

<0.001

Insufficient self control/self discipline

0.21

0.058

0.46

<0.001

0.25

0.023

0.38

<0.001

Subjugation

0.29

0.009

0.38

<0.001

Self sacrifice

0.19

0.092

0.27

0.016

Approval seeking/Recognition seeking

0.14

0.219

0.30

0.007

0.50

<0.001

0.50

<0.001

Negativity/Pessimism

0.45

<0.001

0.43

<0.001

Emotional inhibition

0.34

0.002

0.46

<0.001

Unrelenting standards/Hypercriticalness

0.41

<0.001

0.31

0.005

Punitiveness

0.36

0.002

0.34

0.002

Impaired limits

Other-directedness

Overvigilance and inhibition

YSQ-SF3 : Young Schema Questionnaire-Short Form 3, SCL-90-R : Symptoms Checklist-90-Revised, BDI : Beck Depression Inventory

결

성격 특질이 안정됨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일반 인구 집단에

론

서는 YSQ의 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번 연구를 통해 YSQ로 측정된 EMS는 중간 정도 이상

우울 증상을 제외한 불안 등의 다른 심리학적 속성은 평가되

의 강한 상대 안정성과 절대 안정성을 갖고 있는 것이 확인

지 않은 점과 EMS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동기의

되었다. 우울 증상의 변화에 따라 결함/수치심, 의존/무능감

외상적 경험이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 생활사적 스트레스 등

의 스키마가 가장 크게 변화하여, 두 개의 스키마가 우울 증

이 고려되지 않은 점 역시 제한점으로 고려할 수 있다.

상의 발생과 회복에 밀접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마지막으로, 비임상군과 비교할 수 있는 임상군에 대한 연
구가 없는 점도 제한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 EMS는 우울증,

러한 결과는 EMS가 특질적 특성과 상태적 특성을 동시에
가진다는 이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인격장애 등을 진단 받은 임상군의 치료를 위해 고안된 것

추후 보다 많은 일반 인구 집단 및 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으로, 임상군은 분명 일반 인구에 비해 다른 스키마적 특성

연구를 통하여 스키마 치료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찾는 접

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시간에 따른 스키마의 안정성 역시

근이 필요하겠다.

20)

일반 인구에 비해 크게 변동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비임상군, 즉 뚜렷한 정신의학적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서도
성장 배경이나 환경에 따라 적응적/부적응적 스키마는 발달

중심 단어 : 초기 부적응적 스키마·안정성·
Young 스키마 질문지·우울증·스키마 치료.

하게 되어 있으며, 특히 잠재되어 있던 중 스트레스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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