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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상담 심리치료의 효과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

리 어려움을 해결하기 해 도움을 추구하는 것을 부정 으로 보는 태

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문 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서 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 갭(servicegap) 상을 개선하

기 해 상담 심리치료 연구자들은 문 도움 추구(professional

helpseeking)에 해 연구해왔다. 문 도움 추구에 향을 주는 회피

요인과 근 요인,도움 추구에 소극 인 상에 한 연구들이 축 되

면서,회피요인이 근요인 보다 더 많이 문 도움 추구 행동을 설명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 도움 추구에 따르는 부정 인식인 낙

인은 주요한 회피요인 하나로 사회 낙인과 자기 낙인으로 구분된

다. 문 도움 추구 행동을 이해하고 상담에 근할 가능성을 높이기

해서 낙인을 감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외국의 선행연구들에

서는 여러 수 에서 다양한 략들을 사용하여 문 도움 추구에 한

낙인 감소의 효과들을 확인하고 있다.최근 사회 낙인이 내재화되어

자기 낙인으로 발 한다는 이론 모델이 종단 자료를 분석한 경험 연

구를 통해 확인되었다.사회 낙인을 인식할지라도 자기 낙인의 형성과

정을 방해하도록 계획된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자기 낙인을 감소할 수 있

을 것이라 상된다.국내에서는 이러한 낙인 감소 개입의 가능성을 탐

색하고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는 시작단계로서 낙인 감소에 한 이해를

확장하고 효과 인 개입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시작되었다.

상담 심리치료 상이 개인임을 고려할 때 개인내 수 에서 사

회 낙인이 자기 낙인으로 내재화되는 과정을 방해하는 개별 개입이

가능한지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낙인 감소 략을 문헌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개인내 수 에서 사용된 개입에는 개인상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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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담,인지행동치료,역량강화,자조 지지 집단이 있다.정신장애에

련된 자기 낙인을 평가하고 이는 략들 가운데 인지 행동 치료가

자기 낙인을 평가하고 약화시키는데 효과 인 근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인지 재평가는 부정 신념과 해석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구조화

된 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 낙인을 지각하여 낙인의 내재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가 낙인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

를 확인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본 연구에서는 낙인 감소 개입으로 고

정 념에 인지 불일치를 일으키는 정보를 제공하여 역고정 념을 활성

화하는 인지 재평가를 채택하 다.개입의 효과를 비교확인하기 해

실험 자체로 인해 나타나는 호돈 효과(hawthorneeffect)를 배제하고 연

구의 외 타당도를 높이기 해 라시보 통제집단을 설정하 다.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문 도움 추구에 한 낙인이 지각

되는 상황에서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는 사회 낙인,자기 낙인,

문 도움 추구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이다.

연구 상은 문 도움 추구에 잠재 내담자 집단이라 할 수 있는

학생 296명이었다. 문 도움 추구에 소극 인 상으로 부정 정

서신념이 높은 집단과 소극 이지 않은 상으로 부정 정서신념이 낮

은 집단을 구분하 다.집단 구분을 해 부정 인 정서를 경험하거나

표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측정하는 정서신념척도를 번

안하여 사용하 다. 문 도움 추구에 소극 인 상과 소극 이지 않

은 상에서 낙인 감소 개입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비교하 다.

연구방법으로 낙인이 지각되는 상황에서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의

효과를 확인하기 해 실험 자극을 개발하 다.심리 으로 우울한 상태

에서 상담을 받을까 고민하며 문 도움 추구의 사회 낙인을 지각하

는 시나리오를 개발하 다.인지 재평가 개입의 효과를 비교 확인하고

자,인지 재평가 요소가 들어 있지 않은 라시보 통제집단을 설정하



-iii-

다. 라시보 통제집단에 실시된 개입은 낙인 상황에 집 하여 인식하

기 다.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는 낙인에 한 고정 념에 인지

불일치를 일으키고 역고정 념을 활성화하는 정보가 들어있는 지시문을

읽고 쓰기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라시보 통제집단은 낙인 상황

에서 생각,느낌,감정에 집 하여 인식하는 지시문을 읽고 쓰기를 하

는 것으로 개입이 이루어졌다.자료 수집은 자발 참여를 통한 집단 실

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연구 참여자들은 인지 재평가 개입 집단과

라시보 통제집단과 무처치 통제 집단에 무선 할당되었다.사회 낙인

이 내재화되는 상황을 설정하기 해 참여자들에게 시나리오를 자신의

실제 상황처럼 몰입하여 읽도록 지시하 다.이후 사 검사를 하고 인

지 재평가 개입 이후 사후 검사를 하 다. 라시보 통제집단도 동일

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개입의 효과를 사 사후 비교하여 확인하기

해 개입 이 의 인지 재평가 개입 집단과 라시보 통제 집단과 무

처치 통제 집단의 사 동질성을 확보하 다.

연구결과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 개입 집단과 라시보 통제집단

을 비교하여 인지 재평가 개입 이후 사회 낙인과 자기 낙인이 감소

하고 문 도움 추구 태도와 의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서신념과 다른 변인들 간의 계를 살펴보면,정서신념과 사회 낙인

과 자기 낙인의 정 상 이 확인되었다.부정 인 정서신념이 높을 때

사회 낙인이 높고,자기 낙인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정서신

념과 문 도움 추구 태도와 의도의 부 상 이 확인되어,부정 정

서신념이 높을 때 문 도움 추구에 해 부정 인 태도를 보이고,

문 도움 추구 의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부정 정서신념이 높

을 때 문 도움 추구에 소극 인 것을 확인하고 부정 정서신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인지 재평가의 효과를 확인하 다. 문

도움 추구에 소극 인 상이라 할 수 있는 부정 정서신념이 높은 집

단에서도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 개입 이후 자기 낙인이 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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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도움 추구 태도와 의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

시보 통제집단으로 낙인상황에 집 하여 인식하기가 실시된 부정 정서

신념이 높은 집단에서는 개입 이후 사회 낙인과 자기낙인이 증가하고

문 도움 추구 태도와 의도의 변화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따라서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 개입이 낙인 감소에 효과가 있

음을 라시보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확인했다.정서신념과 개입에 따른

상호작용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 낙인이 지각되는 상황에서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가 사회

낙인이 자기 낙인으로 내재화되는 과정을 방해하여 자기 낙인이 감소

하고 문 도움 추구에 정 인 향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 문 도움 추구에 소극 인 상에서도 인지 재평가는 낙인 감

소와 문 도움 추구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문 도움 추구에 한 낙인을 개별 으로 감

소하는 개입에 한 연구가 드물었던 을 고려할 때 낙인 감소에 한

이해를 확장하고 문 도움 추구에 소극 인 상에게서도 낙인 감소

에 효과 인 개입을 확인하 다는 에 의의가 있다. 문 도움 추구

에 한 낙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

되어,상담에 한 인식 개선 서비스 갭 상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 한다.

□ 주요어 :사회 낙인,자기 낙인,낙인감소,인지 재평가,

정서신념, 문 도움 추구

□ 학 번 :2009-3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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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목

다양한 문제들에서 상담 심리치료의 효과(Lambert& Olges,2004,

Wampold,2001)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서비스에 한 40

년간의 연구들을 메타분석 한 결과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문 도움

추구(professionalhelpseeking)에 해 부정 인 태도가 증가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Mackenzie,Erickson,Deane& Wright,2014).Stefl과

Prosperi(1985)가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문 인 서비스

를 이용하지 않는 것을 서비스 갭(servicegap) 상으로 규정한 이래 서

비스 갭 상은 재까지 지속되고 있다.최근 발표된 OECD‘한 에 보

는 보건의료 2015(Healthataglance2015)’에 따르면 한국은 28개 조사

국 가운데 자살률이 1 임에도 항우울제 소비량은 28개 조사국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다.미국인의 1/4이 생애 한번은 정신장애를 가질 수 있

으며,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미국인의 3/4이 치료를 찾지 않고,많은 경

우 기에 치료를 단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NIMH,2005;Vogel,

Bitman,Hammer,& Wade,2013).

이처럼 지속되는 서비스 갭 상을 악하고 개선하고자 연구자들은

문 도움 추구를 측하거나 방해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찾아내고

계를 분석하여 개입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문 도움 추구와 련해

연구된 개인 내 변인들은 회피요인과 근요인으로 구분되는데, 근

가능성을 높이는 변인들은 근 요인으로 낮추는 요인들은 회피 요인으

로 분류된다(Kushner& Sher,1989).낙인은 회피요인 가운데 요한

변인으로 평가된다(Corrigan,2004;Vogel,Wade,& Hackler,2007).40

년 동안 이루어진 정신건강 서비스를 찾는 태도에 한 연구들을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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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연구에서도 문 도움 추구에 해 더 부정 인 태도가

증가하는 것을 개선하기 해 우선 으로 낙인을 감소하는 개입이 필요

하다고 제시되었다(Mackenzie,Erickson,Deane& Wright,2014).

문 도움 추구에 한 낙인은 사회 낙인(socialstigma)과 자기

낙인(selfstigma)으로 구분된다(Corrigan,2004).사회 낙인은 문

인 도움을 찾는 것을 주 의 사람들이 부정 으로 볼 것이라는 인식을

의미한다(Vogel,Wade,& Hackler,2007).상담을 받는 활동에 낙인이

존재하는 것은 Sibicky와 Dovido(1986)의 경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심리 어려움이 어떠한 것인지 모른 상태에서 단지 상담의 내담자라고

제시한 경우에 덜 호감을 갖고 거리를 두며 정서 으로 불안정할 것이라

고 보는 부정 인식이 확인되었다(Sibicky& Dovidio,1986).자기 낙인

은 사회 낙인을 내재화하여 자기 스스로를 부정 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Vogel,Bitman,Hammer,& Wade,2013).

정신건강과 문 도움 추구에 한 낙인에 한 연구는 Corrigan과

Vogel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Corrigan과 동료들은 정신장애

(mentaldisorder)와 련된 낙인을 연구하고 있는데 비해 Vogel과 동료

들은 문 도움 추구 즉 상담과 련된 낙인을 으로 연구하고

있다.이 두 학자를 심으로 한 낙인연구는 상호보완이 되면서 구분이

된다.Vogel은 Corrigan이 제시한 정신장애에 한 공 낙인(public

stigma)과 자기 낙인의 개념틀을 받아들여 문 도움 추구에 한 사

회 낙인과 자기 낙인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간의 계에

해 연구해왔다.Vogel,Bitman,Hammer와 Wade(2013)는 사회 낙인이

자기 낙인으로 내재화되는 이론 모형을 종단 자료를 분석하여 자기 낙

인의 형성과정을 경험 연구로 확인하 다.사회 낙인이 자기낙인으

로 내재화되는 과정을 방해하여 가지 낙인을 약화시키는 개입에 한 후

속 연구를 제시하 다(Vogel,Bitman,Hammer& Wade,2013).정진철

과 양난미(2011)의 연구에서도 도움 추구 행동에 한 태도를 개선하기

해서는 낙인을 이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논의하며 자기 낙인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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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귀인 훈련과 같은 인지 개입을 제안하 다.

정신장애에 한 낙인을 주로 연구한 Corrigan과 동료들(2001)은 낙인

감소 략을 교육(education), (contact), 항(protest)3가지로 정리

하 다.교육은 정신장애에 한 미신을 정확한 개념으로 체하는 것이

고, 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과 직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신정애

에 한 공 태도에 도 하는 것이고, 항은 정신장애에 한 낙인

는 태도를 억제하는 것이다(Corriganetal,2001).Corrigan과 동료들

(2001)은 비정신장애인을 상으로 어떤 략들이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

한 결과,교육(education)과 정신장애인과의 (contact)이 낙인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3가지 략 가운데 항(protest)은

문 도움 추구 태도 변화에 효과성이 크지 않거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낙인이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내면에서 생각하는 것을 말하면 안 된다

는 반동효과(“don’ttellmewhattothink”)가 일어나서 오히려 부정 인

태도를 내재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Corrigan,2004,p.620).

Mittal,Sullivan,Chekuri,Allee와 Corrigan(2012)은 자기 낙인 감소

개입에 한 경험 연구들을 문헌 분석하여 낙인 감소 개입 로그램들

의 최근 근을 2가지로 정리하 다.Mittal과 동료들(2012)이 정리한 2

가지 근은 첫 번째 근으로는 낙인에 한 인지 신념과 태도를 바

꾸는 것이며,두 번째 근으로는 낙인에 한 고정 념에 도 하거나

바꾸지 않고 받아들이고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격려하여 문 도움 추

구를 하는 등의 낙인 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다.Mittal과 동료들

(2012)이 문헌 분석에 기 에 합한 14편의 연구들을 선정하고 분석한

결과,통계 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된 연구는 8편이었고,8편의 연구

상자들은 주로 조 병과 우울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환자 상이었

다.리뷰결과로 연구 상이 무 고,무선할당에 문제가 있고,통제집

단이 없고 사후 검사만 보고된 경우가 많아서 변화에 해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검증을 확인하는데 제한 을 보고하 다.사용된 개입들은 단

순한 심리교육에서부터 인지 재구성이 결합된 심리교육과 다양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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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입들이었다.낙인 감소 략 가운데 심리교육(psychoeducation)이 가

장 자주 검증된 개입으로 확인되었다.이것은 Corrigan이 제시한 낙인감

소의 3가지 략 에 교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Corriganetal.,

2001).

Heijnder와 VanDerMeij(2006)는 개입 수 에 따라 낙인 감소 략

들을 리뷰하여 분석하 다.개인내 수 , 인간 수 ,조직 /제도

수 ,지역사회 수 ,정부/구조 수 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략들을

정리하고 낙인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밝 진 연구들을 분석하 다.정신

장애 낙인 감소를 해 개인내 수 에서 실시된 략들은 개인상담,

집단상담,인지행동치료,역량강화,집단상담,자조 집단,옹호 지지

집단이었다.리뷰결과 인지 행동 근이 개인내 수 에서 정신장애에

련된 낙인을 평가하고 약화시키는데 효과 인 근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낙인감소 개입 연구는 주로 정신과,사회복지,간호

학과 같은 분야에서 정신장애를 상으로 한 연구들이다.최근 연구로

정신장애에 한 스티그마 감소에 한 연구(박 경,2011)와 조 병 환

자를 상으로 한 낙인 감소 개입 연구(김미 ,2014)로 인지행동 로그

램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를 들 수 있다.이에 비해 문 도움 추구에

한 낙인 감소개입 연구는 시작단계로서 낙인을 게 지각할 수 있는

상황 처치에 한 연구(Nam,Choi,& Lee,2015)가 있고 개인내 수

의 개별 개입에 한 연구는 보기 드물다.상담 심리치료의 상이

개인임을 고려할 때 개인내 수 에서 낙인 감소 개입으로 어떠한 것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기 연구가 우선 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낙인감소 개입에 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볼 때 문 도움 추구에

에 한 사회 낙인이 자기 낙인으로 내재화되는 과정을 방해하는 낙인

감소 개입의 가능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

다.개입으로는 낙인감소에 효과가 보고된 인지 행동 개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인지 행동 근은 낙인에 한 인지 신념과 태도를 바꾸는

개입(Mittaletal.,2012)으로 Heijnder와 VanDerMeij(2006)의 리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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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개인내 수 에서 정신장애에 한 낙인 감소에 효과 인 근

으로 보고되었다.그 인지 재평가(cognitivereappraisal)는 부정

신념과 해석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구조화된 개입으로 정서 ,인지 ,사

회 측면에서 모두 응 인 략으로 확인되었다( 미숙,오경자,

2012;John& Gross,2004).인지 재평가가 문 도움 추구에 한

낙인 감소의 효과가 있는지, 한 문 도움 추구에 소극 인 상에

서도 낙인 감소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문 도움 추구에 소극 인 상을 설명하는 주요한 개인내 변인

으로 여겨지는 것은 정서 련 변인이다.상담에 소극 인 상의 특성

을 밝 이후 연구에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로 Kelly와 Achter(1995)의

와 Komiya,Good과 Sherrod(2000)의 연구가 있다.Kelly와 Achter(1995)

는 상담에서 사 정보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경험 안에 강렬한

감정을 느끼고 표 하는 것이 두려워 사 인 정보를 은폐시키고 싶어 하

는 자기 은폐가 문 도움 추구에 회피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하 다.Vogel과 동료들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정보를 드러내지

않을수록 상담에 한 태도가 부정 이며 상담을 기꺼이 찾으려는 의도

가 어드는 것을 확인하 다(Vogel& Wester,2003;Vogel,Wester,

Wei,& Boysen,2005).

Komiya와 동료들(2000)의 연구에 자극을 받아 시작된 정서와 문

도움 추구의 계를 밝히는 연구들에서 사용된 정서 련 변인들은 다양

하 다.Komiya와 동료들(2000)은 문 도움 추구에 부정 인 태도를

갖게 하는 일차 원인으로 정서에 한 두려움,즉 정서표 을 두려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Komiya와 동료들(2000)이 사용한 변인은 정서에

한 개방성(emotionalopenness)으로,정서를 표 하는 기술이 감소된

사람들인 경우에는 문 도움 추구를 할 가능성이 어지는 것으로 보

고하 다.그 이후 연구자들은 정서표 ,정서표 억제와 같은 행동

반응에 한 변인들을 사용하여 문 도움 추구에 소극 인 상의 특

성을 규명하려 하 다.이후 Vogel,Wester,Wei와 Boysen(2005)은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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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 한 행동 반응 이면에 정서표 에 한 기 가 문 도움

추구 태도와 의도뿐만 아니라 실제 도움 추구 행동에도 향을 주는 것

으로 가정하고,연구한 결과 정서표 에 한 기 즉 생각이 문 도

움 추구와 연 이 있는 것을 확인하 다(Vogel,Wester,Wei,&

Boysen,2005).이후 Vogel,Wade와 Hackler(2008)는 언어 으로 나타나

는 정서표 에 한 부정 인 생각뿐만이 아니라 비언어 으로 나타나는

불쾌한 감정의 표 을 회피하는 경향도 문 도움 추구와 계가 있음

을 확인하 다.내면에서 정서에 한 주제와 연 되는 것에 한 어려

움 때문에 비언어 으로 정서표 을 회피하는 경향이 정신건강서비스를

찾는데 장벽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Vogel,Wade,& Hackler,2008).

이처럼 문 도움 추구에 부정 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은 언어 으

로 드러나는 행동 반응으로 정서표 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비언어

으로 정서표 을 회피하는 경향과 정서표 에 해 부정 인 기 가 있

다는 것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 정서와 문 도움 추구의 계에 한 연구들에

사용된 변인들은 정서표 행동에 을 두고 정서를 표 하는 성향을

평가하는 정서표 성향(장진이,2000)과 정서표 억제태도(황연미,2009;

나세원,2010)와 같은 정서행동이나 태도에 한 변인이다.따라서 정서

표 과 같은 행동 반응에 선행하는 정서표 에 한 기 와 믿음과 같

은 인지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정서 표 을 억제하도록 동기화하여

조 방식에 향을 미치는 내 기제인 인지요소에 한 논의가 경험

으로 확인된 것은 최근이다(최해연,민경환,이동귀,2008).정서 표 에

한 기 나 믿음과 같은 인지 요소를 평가하는 도구가 개발되면서(최해

연 외,2008)부터 다.Rimes와 Chalder(2010)는 부정 인 정서를 경험하

거나 표 하는 것이 두려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정서에 한 생각을

정서신념(TheBeliefsaboutemotion)이라고 하 다.이러한 부정 정서

신념이 있으면 안 추구행동의 일환으로 부정 인 정서를 경험하거나 표

하는 것을 회피하게 되고 오히려 고통을 계속 유지하게 되어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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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Rimes& Chalder,2010)고

제시하 다.심리 어려움을 해결하기 해 문 도움을 찾기보다는

부정 인 정서를 경험하고 표 하는 상담 심리치료를 회피하거나 소

극 이게 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정서 표 기 에 있는 정서에 한 생각인

정서신념이 부정 인 경우 문 도움 추구에 부정 이거나 소극 이

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따라서 정서신념과 문 도움 추구에

한 계에 한 지식을 탐색하고 확장하여 문 도움 추구에 부정

이거나 소극 인 태도를 갖는 잠재 내담자 집단을 심층 으로 이해하

고 개입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 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지속되는 서비스 갭 상을

개선하여 상담에 근가능성을 높이기 해서는,주요한 회피요인인 낙

인을 감소하는 개입에 한 연구가 우선 으로 필요하다. 문 도움

추구의 사회 낙인이 내재화되는 되는 과정에서 낙인을 감소시킬 수 있

는 개별 개입의 가능성과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 개별 낙

인 감소 개입이 문 도움 추구에 소극 인 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

정 인 정서신념이 높은 상에게서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

요하다.개입의 효과를 확인할 때 실험 자체로 인해 효과가 나타나는 호

돈 효과(hawthorneeffect)를 배제하고 연구의 외 타당도를 높이기

해, 라시보 통제집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김계 ,2000).낙인감소 개

입의 요소를 제외한 이른바 라시보 통제집단과 비교는 개입으로 인한

효과인지 실험 참여로 인한 효과 발생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여러 낙인 감소 개입에 한 연구동향을 악하고 선행연구에서

효과가 확인된 인지 행동 개입의 략인 인지 재평가가 사회 낙인,

자기낙인과 문 도움추구과정에 미치는 향을 라시보 통제집단과

비교분석하여 낙인감소와 문 도움 추구 개선에 효과를 확인하는 것

을 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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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문제

본 연구는 문 도움 추구에 한 낙인을 감소하는 개별 개입의

가능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한 문 도움 추구

에 소극 인 상에서도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가 낙인 감소와 문

도움 추구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연구의 필요성

과 목 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문 도움 추구에 한 낙인이 지각되는 상황에서 낙인에 한 인

지 재평가는 사회 낙인,자기 낙인, 문 도움 추구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가?

2.부정 정서신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는 사회 낙인,자기 낙인, 문 도움 추구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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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용어의 정의

사회 낙인(socialstigma)

사회 낙인은 상담 심리치료와 같은 문 도움을 추구하는데 사

회 으로 존재하는 부정 인 인식을 의미하며,상담 심리치료를 찾는

사람들을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사회 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

(Vogel,Wade& Haake,2006,p.325)이다.정신장애에 한 낙인만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 심리치료와 같은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에 낙

인이 존재하는 것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Ben-Porah(2002).공 낙

인(publicstigma)이라고도 한다(Corrigan,2004).Corrigan은 낙인의 구

성요소를 인지 으로 고정 념,정서 으로 부정 감정인 편견,행동

으로 차별(Corriganetal.2001,2004)로 정리하 다.

자기 낙인(self-stigma)

자기 낙인은 상담 심리치료와 같은 문 도움 추구에 한 사회

낙인이 개인에게 내재화된(internalized)결과이다(Vogel,Wade,&

Haake,2006). 문 도움 추구를 하는 사람에 한 부정 인 인식을

개인 내면에 받아들여서,도움을 추구하는 자신 스스로를 약하고 부

하고 무능하다고 지각하고,스스로에게 부정 인 감정인 편견을 갖게 되

어 자기 존 감과 자기 효능감이 감소하고,직업을 구하지 않으려고 하

는 등의 자기 차별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Corrigan,2004;Vogel,

Wade,& Haake,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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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도움 추구

문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을 측하는 주요한 두 변인인 문 도

움 추구 태도(attitude)와 문 도움 추구 의도(intention)를 의미한다

(박 호,서 석,2009). 문 도움 추구 태도는 심리 인 어려움이 있

을 때 상담,심리치료,정신과 치료 등 문기 에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

에 한 태도를 뜻한다(김주미,유성경,2002;유성경,2005).의도는 정

해진 상황에서 특별한 외 반응인 구체 인 행동을 가장 직 으로

측하는 변인으로(Ajzen& Fishbien,1980), 문 도움 추구 행동을

직 으로 측하기 해 문 도움 추구 의도를 사용한다.

정서신념 (TheBeliefsaboutEmotion)

정서신념은 부정 인 감정과 생각을 표 하고 경험하는 것을 받아들

일 수 없다는 생각을 의미한다(Rimes& Chalder,2010).정서에 한 부

정 신념이 크다는 것은 부정 인 생각과 감정을 경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표 하 을 때 좋지 않은 결과가 올 것이라는 상

이 큰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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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이론 배경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와 련된 이론 연구들을 정리하

다. 문 도움 추구의 주요한 회피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도움 추

구에 한 낙인과 정신장애에 한 낙인과의 차이 을 확인하고 문

도움 추구의 사회 낙인과 자기 낙인의 계를 악하 다.사회 낙

인이 자기낙인으로 내재화되는 과정과 낙인 감소개입에 한 연구들을

정리하 다. 문 도움 추구에 소극 인 상의 심리 특성에 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정서신념과 문 도움 추구와의 계에 해서 살

펴보았다.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문 도움 추구에 따른 사회 낙인과 자기

낙인의 계를 이해하고,낙인 감소 개입의 연구 동향 악을 통하여,

문 도움 추구에 소극 인 상에서도 효과 인 낙인 감소 개입을 모색

하고자 하 다.

1. 문 도움 추구에 한 낙인

1) 문 도움 추구에 한 낙인과 정신장애에 한 낙인

정신건강과 련한 범 한 범 에서 상담 심리치료의 효과가 여

러 연구들을 통해 확인이 되었음에도(Lambert& Ogles,2004),서비스

갭 상은 지속되고 있다.서비스 갭 상을 개선을 개선하기 한 연구

들이 축 되면서 문 도움 추구 행동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이 연구되었다.Kushner와 Sher(1989)는 근회피갈등의 에서 상담

심리치료에 한 이용과 치료에 한 두려움에 한 연구들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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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다양한 변인들을 근요인과 회피요인으로 분류하 다. 근요인은

문 도움 추구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고,회피요인은 문 도움

추구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Kushner& Sherr,1989). 문 도움

추구의 근요인과 회피요인에 한 분류는 이후 연구들에 방향성을 제

공하여 문 도움 추구를 회피하는 소극 인 상의 심리내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꾸 히 진행되어왔다.Vogel과 Wester(2003)의 연구

에서는 문 도움 추구의 근요인보다 회피요인이 문 도움 추구

행동을 더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이후 연구들은 문 도움

추구의 회피요인에 주목하게 되었다.상담 심리치료에 근 가능성을

높이기 해 회피요인에 한 연구들이 꾸 히 진행되어왔다.

문 도움 추구 회피요인에 한 연구들이 축 되면서 주요한 방해

요인으로 낙인이 주목받고 있다(Corriganetal,2001,2004;Vogeletal.,

2008,2013).사회심리학에서의 낙인 개념을 정신건강에 용하여 정리한

Corrigan은 정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 한 의 부정 인 인식을

공 낙인(publicstigma)이라고 하 다.정신장애에 한 공 낙인을

받아들여 자기 스스로에게 갖는 낙인을 자기 낙인(selfstigma)이라고 한

다(Corrigna,2004). 문 도움 추구에 한 낙인을 주로 연구한 Vogel

은 Corrigan이 정리한 낙인에 한 개념과 구성요소를 받아들여 문

도움 추구에 한 사회 낙인과 자기 낙인을 연구해오고 있다.정신장

애에 한 공 낙인과 문 도움 추구에 한 사회 낙인(social

stigma)은 유사해보이지만 미세하게 다르다.

사회 낙인과 공 낙인은 여러 연구에서 구분 없이 사용되는데 약간

의 차이가 있다.공 낙인이 사회에서 일반 인 사람들 즉 에게서

지각되는 형 인 낙인이라고 규정되는 것에 비해,사회 낙인은 개인

의 사회 계에서 련 있는 사람들에게서 지각되는 것이라고 본다

(Owen,Thomas,& Rodolfa,2013). 문 도움 추구로 인해 지각되는

낙인은 사회 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정신건강 치료를 찾

는 것에 한 단에 한 두려움과 련된 것으로, 문 도움 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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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낙인 연구에서는 에 의한 공 낙인보다는 주변인들에게서 지

각되는 사회 낙인을 주로 사용한다(Owen,Thomas,& Rodolfa,2013).

정신정애에 한 낙인과 구분되는 문 인 도움을 찾는 것에 한 사

회 낙인(Vogel,Wade& Hackler,2007)은 경험 연구를 통해 확인되

었다.Sibicky와 Dovidio(1986)는 심리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상담의 내담자라고 인식한 사람에게 덜 호감을 갖고 거리

를 두고 정서 으로 불안정할 것이라고 보는 부정 인식을 경험 연구

로 확인하 다.Ben-Porah(2002)는 허리통증과 우울의 2가지 문제 유형

과 도움을 추구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경우의 4가지 삽화를 제시하고 사람

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허리 통증과 같은 신체 어려움보다 우울과

같은 심리 어려움으로 문 도움을 찾는 것을 더 부정 으로 보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문 도움 추구에 한 낙인은 상담 심리치료를 찾는 기 의도

를 감소시키고(Vogel,Wade,& Hackler,2007),치료 개입에서는 치료

를 따르는 것을 감소시키는(Fung,Tsang,Corrigan,Lam,& Cheng,

2007)것으로 나타났다.Vogel과 동료들(2013)은 문 상담을 찾는 것

과 상담을 꾸 히 받으며 처치를 따르는 것(treatmentadherence)에

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낙인 기(stigmatization)를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상담 심리치료를 찾는 사람들에 해 바람직하

지 못하고 사회 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보는 인식인 사회 낙인이 존

재하는 것과,사회 낙인이 상담에 한 기 의도와 상담을 지속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장벽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문 도움 추구에

근 가능성을 높이기 해서는 문 도움 추구에 따르는 낙인에 한

보다 심층 이해와 낙인을 감소하는 개입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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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 낙인과 자기낙인:사회 낙인의 내재화

문 도움 추구에 한 낙인은 사회 낙인과 자기 낙인으로 구분되

고 각각은 인지 요소,정서 요소,행동 요소로 구성된다(Corrigan

etal.2001).Corrigan과 동료들(2001)은 사회 낙인과 자기 낙인의 구

성요소를 인지 으로 고정 념,정서 으로 부정 감정인 편견,행동

으로 차별로 정리하 다.

Corrigan(2004)은 ‘낙인이 어떻게 정신건강 치료에 향을 주는가’라

는 논문에서 기존의 정신장애에 한 사회 낙인과 자기 낙인에 해

정리하면서 치료에 미치는 향을 모형으로 제시하 다.Corrigan(2004)

은 자기 낙인이 사회 낙인의 고정 념,편견,차별을 자기의 것으로 받

아들여 아 사람들은 무능하다는 고정 념으로 인해 자신 스스로 무능

하다는 편견을 갖게 되어서 스스로 취업과 같은 행동에 제한을 두는 차

별을 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 다.이런 자기 낙인이 있으면 치료를 찾

는 자체가 자기 낙인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자기 낙인을

회피하고자 치료를 피하거나 지속 으로 참여하지 않고 조기에 단하게

되는 상으로 연결되어 정신장애에 한 치료에 장벽이 되는 과정을 이

론 모형으로 정리하 다(Corrigan,2004).

Vogel,Wade와 Haake(2006)는 문 도움 추구에 한 사회 낙인

을 상담 심리치료를 찾는 사람은 바람직하지 않거나 사회 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부정 시선으로 인한 인식이라 하 다.자기 낙인은 사

회 낙인의 내재화(internalization) 는 낙인 기(stigmatization)로 사

회 낙인을 자신에게 받아들여서 도움 추구를 하는 자신 스스로를 열등

하고 나약하다는 부정 인식을 갖고 하는 것이다(Corrigan,2004).

문 도움 추구에 한 사회 낙인이 개인에게 미치는 향과 과정을

이해하기 해서 낙인의 형성과정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5-

사회 낙인(PublicStigma)

고정

념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험하다.

편견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험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그들이 두렵다.

차별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근처에 있고

싶지 않고 고용하고

싶지 않다.

자기 낙인(Self-Stigma)

고정

념

정신 으로 아

사람들은 무능하다.

편견

내가 정신 으로

아 기 때문에 나는

무능할거다.

차별

내가 왜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나는 무능력한

정신장애 환자야

그림 1.Corrigan(2004)의 정신장애에 한 사회 낙인과 자기낙인

치료를 찾는 것

치료에 지속 으로

참여하는 것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는)꼬리표를 피한다.

사회 낙인을 회피한다.

치료에 가지 않는다.

자기낙인으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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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이 개인에게 미치는 향을 설명한 연구들 가운데,Major와 O’

Brien(2005)은 정체성 모델로 낙인의 기제(mechanism)를 설명하고

있다.이 모델에서는 낙인이 지각되는 상황에서 개인이 상황 요구에서

어떻게 응하느냐에 따라 낙인에 한 이 달라진다고 보았다.지속

으로 평가되는 사회 정체성 즉 낙인이 존재하고 잠재 으로 스트

스가 많은 상황에 노출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집단표상,상황

단서,개인 특성은 스트 스 상황의 요성에 한 평가에 향을 주

게 되고,상황 요구에 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지각되는 상황이

그런 요구에 항할 수 있는 자원을 넘어서는 으로 평가될 때,정체

성 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정체성 으로 인해 자발 으로

분노,경계반응,작동기억부하 등과 같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의지와

상 없이 비자발 인 반응으로 정서 ,인지 ,생리 행동 반응이

일어나서 건강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자존감과 같은 결과에 향을 미

친다고 보았다(Major& O’Brien,2005).

개인 특성

(personal

characteristics)

상황 단서

(situationalcues)

비의지 반응

(nonvolitional

responses)

정체성 평가

(identitythreat

appraisals)

의지 반응

(volitional

responses)

집단 표상

(collective

representations)

결과

(outcomes)

그림 2.Major와 O’Brien(2005)의 낙인의 정체성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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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에 따르면 사회 낙인으로 인해 정체성이 받을 때 나타는

자발 반응에는 감정,인식,행동,심리,환경을 규제하는 의지 이고 의

식 인 노력이 포함된다.정체성 에 한 반응으로 의지 ,비의지

반응은 객 인 상황뿐만 아니라 상황에 한 주 인 해석과 평가에

향을 주는 피드백을 형성할 수 있으며 낙인의 효과를 약화시키거나 심

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그러나 이러한 사회 낙인이 자기낙인으로

낙인 기(stigmatization)하는 기제(mechanism)에 한 이해는 이론

모형에 근거한 것이었다.

최근 들어 이런 기제에 해 사회 낙인이 자기낙인으로 발달되는 형

성과정을 경험 연구로 입증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문 도움 추구

에서 자기 낙인에 한 연구는 Vogel과 동료들(2006)이 자기낙인을 측정

하는 척도를 개발한 이후부터 자기낙인과 련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

다.국내에서는 이민지와 손은정(2007)이 사회 낙인과 함께 자기 낙인

이 문 도움 추구에 부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 다.이민지와

손은정(2007)은 사회 낙인과 자기 낙인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한데 비해,정진철과 양난미(2010)는 자기 낙인이 사회 낙

인과 문 도움 추구 태도 사이를 완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사회 낙인 자기 낙인

문

도움추구

태도

문

도움추구

의향

그림 3.Vogel등(2007)의 사회 낙인,자기낙인, 문 도움 추구

Vogel,Wade와 Hackler(2007)는 자기 낙인이 사회 낙인과 문

도움 추구 태도 사이를 완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하 고,이후 Vogel,

Bitman,Hammer와 Wade(2013)는 종단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론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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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낙인이 자기 낙인 기(stigmatization)되는 과정에 해 경험 으

로 입증하 다.이론 으로 사회 낙인이 자기 낙인으로 발달한다는 가

정에 근거한 기존의 연구들은 횡단 데이타(cross-sectionaldata)를 분석

한 결과로 종단 데이타를 통해 경험 으로 입증되지 못한 제한 이 있

었다.Vogel과 동료들(2013)은 이러한 제한 을 지 하면서 사회 낙인

과 자기낙인의 계를 확인하기 해,첫 번째 측정이후 3개월이 지난

후 측정하 다.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cross-lag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론 주장과 일치하게 사회 낙인은 자기 낙인의 개로 이어지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첫 번째 측정할 때 사회 낙인은 두 번째 측정

에서 자기 낙인을 측하 고,반 방향으로 자기낙인이 사회 낙인을

측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 다.

사회 낙인

(Time1)

자기 낙인

(Time1)

사회 낙인

(Time2)

자기 낙인

(Time2)

그림 4.Vogel등 (2013)의 사회 낙인과 자기낙인의 계 모형

이 연구결과를 통해 Vogel과 동료들(2013)은 자기낙인이 사회 낙인

으로 내재화되면서 발달되는 형성과정을 입증하면서 이 과정에 방해하는

개입을 제안하 다.사회 낙인의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 수 에

서 내재화되는 과정을 방해하도록 계획된 개입이 실시되면 자기낙인을

감소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제안하 다.이후 Vogel과 동료들

(2013)의 문 도움 추구에 한 사회 낙인과 자기 낙인의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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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증을 기반으로 낙인 기(stigmatization)과정을 모델로 제시한 연

구가 나오게 되었다.

Lannin,Vogel,Brenner와 Tucker(2015)는 정신장애와 문 도움 추

구에 한 사회 낙인과 문 도움 추구 의도와 자존감에 이르는 낙

인 기(stigmatization)의 기제(mechanism)에 한 이론 모델을 제시

하 다.Lannin과 동료들(2015)은 이 모델에서 사회 낙인과 자기 낙인

이 자존감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가정하 으나,구조방정식을 통해 검

증한 결과 오직 문 인 도움 추구에 한 자기 낙인만이 문 도움

추구 의도의 감소를 측하고 자존감에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래 그림에서 두꺼운 연결선은 높은 상 을 보이는 것으로 문 도움

추구에 한 자기 낙인이 의도와 높은 부 상 을 알 수 있다.공 낙

인이 자기 낙인으로 내재화되는 과정이 선행연구결과와 같이 검증되고,

자기 낙인이 의도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자존감에도 부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 낙인의 요성을 확인하게 해주었다.

공 낙인

정신장애

공 낙인

도움추구

자기낙인

정신장애
자존감

자기낙인

도움추구

의도-

- -

-

그림 5.Lannin등(2015)의 내재화된 낙인 모델

이처럼 문 도움 추구 의도를 측하는 유일한 변인으로 문 도

움 추구에 한 자기 낙인이 확인되어,앞서 Vogel과 동료들(2013)이 사

회 역에 있는 사회 낙인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상담 역에서는

사회 낙인이 낙인 기(stigmatization)를 통해 자기낙인으로 내재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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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방해하는 개입을 통해 문 도움 추구의 근 가능성을 높

이는 것이 하다고 한 제안이 주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annin과 동료들(2015)의 내재화된 낙인 모델(internalized stigma

model)에서 자기 낙인에 자존감에 향을 주는 결과는 앞서 Major와 O’

Brien(2005)의 낙인의 정체성 모델에서의 정체성이 되는 결과

로 나오는 반응과 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자기 낙인과 자존감의 부

상 결과는 낙인의 정체성 모델에서 사회 낙인이 집단표상과

상황 단서와 개인 특성에 향을 주게 되어 정체성이 이 될 경

우 의지 반응과 비의지 반응의 결과 자존감,건강,학업성취와 같은

결과에 향을 주게 된다고 한 결과와 유사하다.낙인에 한 정체서

모델에서 자존감에 부정 향을 주는 것을 낮추기 해서는 정체성

이 받을 때 낙인 상황이나 사건이라고 평가되는 감정,인식,행동,

심리,환경을 규제하는 의지 이고 의식 인 노력을 기울이는 개입을 고

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 는데,이것은 앞서 Vogel과 동료들의 연구결

과에서 사회 낙인이 내재화되는 과정을 방해하는 개입을 제안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지 까지 살펴본 사회 낙인과 자기 낙인의 계에 한 연구들에서

사회 낙인이 자기 낙인으로 내재화되는 과정이 확인되었으며,낙인

기(stigmatization)과정이 자존감을 침해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공통된 연

구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

으로 하여 사회 낙인이 자기 낙인으로 내재화되는 과정을 방해하고 차

단하는 개입이 자기 낙인을 감소하게 하고 문 도움 추구 행동을 증

가하는데 효과 일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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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낙인 감소 개입

1)낙인 감소 개입에 한 연구 동향

사회 낙인이 자기 낙인으로 내재화되는 과정에서 개입의 가능성과

효과를 확인하기 해 낙인 감소 개입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유의미

한 효과가 있는 개입을 확인하고자 한다.국내에서는 낙인감소에 한

연구가 드문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낙인감소 략에 한 리뷰연구가 없

다.우선 낙인 감소에 한 외국의 리뷰연구들을 고찰하고 국내 낙인 감

소 연구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낙인에 한 많은 연구를 한 Corrigan이 동료들과 낙인감소 략에

한 경험 연구들을 비 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Mittal,

Sullivan,Chekur,Allee와 Corrigan(2012)은 2000년 1월부터 2011년 8월

까지의 Ovid, PubMed, PsycINFO 데이터베이스에서 self-stigma,

internalizedstigma,perceivedstigma,stigmaintervention의 키워드로

찾아낸 41편의 논문을 내용 분석하 다.자기낙인의 정의,측정,개념

틀 분류,개입에 련된 이론 틀이 부족한 논문도 있었으며 자기낙인

측정에 6개의 다른 도구들이 사용되었다.41편의 논문 분석기 을 충

족한 14개의 논문을 분석하여 자기낙인 감소 략을 분류하 다. 재 정

신장애를 갖고 있거나 고 험군을 상으로 한 낙인감소 로그램의 략

과 유의미한 향상을 분석하여 제시하 다.6개의 낙인 감소 개입 략은

재 정신장애가 있는 상에게 수용 념치료,소책자와 로셔를 통한

심리교육,심리교육과 인지행동치료의 효과를 비교,인지행동치료와 심리

교육 병행,다양한 모델을 사용하여 재 고 험군을 상으로 하여 상

담자 자기개방,battlemindtraining이었다.가장 자주 사용된 개입은 심

리교육(psychoeducation)과 인지 재구성이 결합된 심리교육이었다.심

리교육 개입은 집단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Mittal과 동료들(2012)은 리

뷰를 통해 요한 2가지 근을 제안하 다.첫 번째로는 개인에게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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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는 신념과 태도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인지 근이었다.두

번째로는 낙인 기하는 고정 념에 해 도 하지 않고 낙인의 존재를

수용하고 받아들여 역량을 강화하고 자존감을 향상하며 도움추구행동을

향상시켜서 낙인에 처하는 기술을 향상시키는 근이었다.이러한 연

구들에서 낙인감소 개입 주요 상은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집단이었다.

비정신장애인을 상으로 할 때 어떤 낙인감소 개입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여 이후 연구들의 요 토 가 된 연구로는 Corrigan과 동료들

(2001)의 연구가 있다.Corrigan과 동료들은(2001)은 정신장애에 한 귀

인을 변화시키고 낙인을 감소시키는 략으로 교육(education),

(contact), 항(protest)을 각각 실험을 통해 효과를 비교 확인하 다.교

육(education)은 정신장애에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미신을 정확

한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다. (contact)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과 직

만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통해 태도를 바꾸는 것이고, 항(protest)

은 낙인에 해 정면도 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낙인을 억압하도록 하는

것이다.교육 개입은 정신장애에 한 잘못된 신념을 반박하는 실증

증거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개입은 과거에 정신장애를 갖고

있던 개인이 직 자신의 과거력과 재 상황에 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항 개입은 정신장애에 한 편 에서 보도된

매체의 기사에 한 논박으로 구성되었다.각각 10분간의 로그램과 5

분간의 토론으로 구성되었다.연구결과 교육과 은 비정신장애인이

정신 장애인에 한 태도의 변화가 있었으며,그 직 이 효과가

컸으며, 항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Mann과 Himelein(2004)의 연구에서는 정신장애를 가진 개인의 낙인

기(stigmatization)가 치료의 주요한 장벽으로 넓게 퍼져있어서 낙인에

한 이해와 개입이 정신건강 문가들의 요한 목표라고 제시하 다.

이 연구에서 정신장애에 한 진단의 향과 치료에 한 태도,정신장

애와 련된 낙인의 정신과 용어를 조사한 결과 성별의 따른 차이는

없고,치료에 해 정 인 태도를 가질수록 낙인이 게 지각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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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고하면서 정신과 치료 효과에 해 정

으로 기 할수록 낙인이 감소하는 것을 기 할 수 있다고 하 다.즉

치료의 효과와 유용성이 낙인을 감소하는 것이라고 분석하 다. 문

으로 내린 진단명과 특성을 기술한 것을 비교하여 진단명이 낙인에 향

을 주는지 조사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치료에 한

태도와 낙인에 한 상 이 확인되었다.이 연구의 시사 은 낙인감소를

한 로그램에서 다루어야할 내용을 제시하 다는 이다.정신장애를

제어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다는 치료가능성에 해서 교육을 하는 것

을 포함하여 태도를 정 으로 향상시키는 구체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

낙인 감소개입의 로그램을 리뷰 한 연구 에 직장에서 정신장애에

한 낙인 감소 로그램에 해 Szeto와 Dobson(2010)의 연구가 있다.

직장에서 정신장애로 인한 재정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직장에서 구체

개입 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각되고 있다고 제시하며,직장

내 정신장애 낙인 감소 로그램들을 분석하고 향후 직장에서 낙인 감소

로그램에 해 제안하 다.Szeto와 Dobson(2010)의 연구에 낙인감소

로그램의 자세한 구성과 상과 개입의 효과가 기록되어 있어 본 연구

에서 제시하 다.제시된 로그램 가운데 사후설계로 효과검증을 한 연

구이며 정신장애자가 아닌 일반 직장 참여자에게 실시된 호주와 국

에서 로그램을 살펴보면 정신장애에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

조화된 토론을 통하여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낙인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연구자들은 정신장애에 한 사회 낙인이 학습되어 치

료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정신 장애인에게 낙인의 내재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Link,Cullen,Struening,Shrout,& Dohrenwend,1989)자기낙인

으로 인한 조기종결을 막고 상담성과를 해 상담에 오기 뿐만 아니라

상담 기에도 낙인감소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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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직장 anti-stigma 로그램들 (Szeto&Dobson,2010)

역 로그램명 상 개입 비교분석 결과

internation
al

mentalhealthfirst
aid

모든 상 literacy-basedtraining
사 사후설계
6개월
추수지도

지식 증가:사회 거리와
부정 태도 감소,만족도
높음

national

beyondbluenational
workplace(호주)&
impacton
depression( 국)

고용된
노동자,
인력자원과
직업 건강
련 스태

불안과 우울의 사인,증상,퍼져있는
정도에 한 지식,직장 내에서
정신장애인식증가,dvd사례 ,구조화된
토론

사 사후설계

우울에 한 지식 증가,
우울이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것에 한 자신감
증가,우울이 있는 동료와
상호작용하려는 의지 향상,
우울에 한 낙인 감소,
좋은 만족도 평가

mentallyhealthy
workplaceprogram
(스코틀랜드)

고용인,
supervisors,
리자들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한 낙인과
차별에 한 토론;정신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과 응하는 방법

unknown
잠여자들의 정신건강에
한 지식과 이해의 측정과
평가

regional
businessin
mind(호주)

소규모
사업장
매니 ,
비공무원,
비이익단체

dvd기반 로그램,스트 스와 처에
한 논의,참여자의 심리 capital
address,건강한 라이 스타일을
방하는 방해요인에 한 토의,
정 이고 건강한 작업장을 만드는 것

재
무작 시행

notavailable

thecopernicus
project:coperinican
shifts(캐나다)

일반 직장
참여자
audience청

“정신병은 무엇인가” “낙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 탐색,
낙인에 한 향 설명,사례 연구 검증,
다른 에 따른 정신건강보기,우울
증상에 한 정보주기,정신장애에 한
일반 신념에 도 하기

unknown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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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계속

역 로그램명 상 개입 비교분석 결과

thecopernicus
project:what’sup
withBIFF?(캐나다)

일반 작업장
:육체노동자
(남)

우울에 한 정보 제공하기,
살{연구제공하기,우울에 한 정보와
자원에 곤한 토론,그룹토론

currently
underway

notavailable

mindmatters:
mentalhealthin
the
workplace(캐나다)

리자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의 blendspeakers,
정신정애에 한 사실과 지식 제공,
문가 조언, 시,사례연구,구체 인
직업장 맞춤,갈등해결

currently
underway

notavailable

online
tbi,pstd&
employment
tool(미국)

고용인들
modulartrainingprogram:tbi와 ptsd에
한 지식 제공,실질 인 조언,

unknown unknown

mentalyhealthy
workplacesonline
trainingresource
(스코들랜드)

작업장에서
정신건강에
해 배우고
싶은 모든
사람/

문헌근거한 훈련 (8개의 모듈,후에
테스트),작업장에서 정신건강과 지식과
사실에 한 토론,

unknown unknown

print
-based

mentalhealthin
theworkplace:an
employer’s
Guide( 국)

고용자

정신장애와 직장에서 정신건강에 한
지식과 정보 제공:일반 정신
장애(우울,불안)에 한 원인,증상,
치료에 한 토론,
법 근거와 고용에 한 토론

unknown unknown

workingwell:a
practicalguideto
buildingmentally
healthy
workplaces(뉴질랜
드)

간 으로
련된
고용인과
피고용인

정신장애에 한 신념과 신념에 한
토론,일반 직업장 정신건강문제에
한 토론(불안,우울,스트 스,자살),
정신건강문제에 한 정보와 지식 제공,
시 사례 연구사용,강화

unknown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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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정신장애에 한 낙인 감소에 한 최근 연구로는 정신

장애에 한 스티그마 감소에 한 박 경(2011)의 연구와 조 병

환자의 내재화된 낙인감소를 한 인지행동 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한 김미 (2014)의 연구가 있다.박 경(2011)의 연구는

교육 근과 감화 근의 낙인감소 효과를 비교한 결과 정신장

애인인 경우 교육 로그램을 통하여 유의미한 낙인 감소 효과가 있

었고 비정신장애인인 경우에는 감화 로그램에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수 의 스티그마 변화가 있다고 보고하 다.김미 (2014)은 조

병 환자의 내재화된 낙인감소를 해 기존에 개발된 역량강화

로그램과 비교하여 인지행동 로그램의 효과성을 비교 평가한 결과,

개발된 인지행동 로그램이 기존의 역량강화 로그램에 비해 내재

화된 낙인은 감소하 고 자아존 감 정신건강회복 삶의 질은 향

상되었다고 보고하 다.두 연구에서 정신 장애인을 상으로 낙인

감소의 효과를 보인 것은 교육 근과 인지행동 로그램이었다.

국내에서 진행된 문 도움 추구 즉 상담에 한 낙인 감소에

한 연구는 낙인을 감소하는 상황 처치에 한 연구한 Nam,Choi

와 Lee(2015)의 연구가 있다.스트 스 상황에서 도움추구행동을 높

이기 한 사회 낙인을 낮추는 략들을 알아보기 해 낙인들의

조작 상황처치를 설계하여 낙인이 높은 상황 조건과 낮은 상황

조건에서 문 도움 추구와 계를 분석하 다.이 연구의 분석

결과 불안이 높은 사람일수록 낙인이 낮은 상황에서 도움 추구의도

가 높아지고 낙인이 높은 상황처치에서는 도움추구의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 다.상담경험유무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가장 효

과 인 방법으로는 매스미디어를 사용한 략으로 보고하 다.

국내 연구동향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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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국내 낙인 감소 연구

연구자 상 개입 분석 결과

김미

(2014)
조 병 환자

내재화된 낙인

감소를 한

인지재구조화,

행동시연 포함된

인지행동 로그램

개입

사

사후

비교설계

반복측정

인지행동 로그

램이 역량강화

로그램에 비해

효과 있음

Nam,

Choi,&

Lee

(2015)

일반

학생

(불안정애착)

사회 낙인 높은

상황과 낮은

상황에서 낙인의

변화 차이

미디어개입과

효과

상황처치

비교분석

불안이 높은

경우:낮은 낙인

상황에서 도움

추구 증가

박 경

(2011)

정신장애인

비정신장애인

감화 근과

교육 근의

비교

사

사후

설계

정신장애인

:교육 근이

낙인감소

비정신장애인

:감화 근이

낙인 감소

이우경,

황태연

(2010)

입원 인

만성 조 병

(정신분열병)

환자

낙인극복을 한

자존감 증진과

문제해결 로그램

사

사후

설계

효과 있음

고경희,

양승희,

김 애 외

(2008)

만성 조 병

(정신분열병)

환자

역량강화 로그램

개입

사

사후

설계

효과 없음

정신장애에 한 낙인 감소가 아닌 문 도움 추구에 한 낙

인감소 개입에 한 연구로는 Demyan과 Anderson(2012)의 연구가

있다.정신건강 도움 추구에 한 짧은 미디어 개입이 도움추구에

한 기 ,태도와 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정신건강

도움 추구에 한 동 상을 제시하고 변화를 측정한 결과,미디어

개입으로 상담에 한 기 와 신념에 근거한 장벽 변인들에게는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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렷한 효과는 없지만,상담에 한 태도는 정 으로 증가하 다.

Demyan과 Anderson(2012)의 연구에서 짧은 미디어 개입과 Nam,

Choi와 Lee(2015)의 연구에서 사용된 매스미디어의 개입을 비교해보

면 메시지 내용에서 구분이 된다.짧은 매스미디어 비디오 개입의

내용은 상업용 고처럼 문 도움 추구를 향상하기 한 내용으

로 구성되었고,Nam,Choi와 Lee(2015)의 연구에서는 유명인의 상

담경험 이야기를 tv쇼를 통해서 보는 것으로 구성되었다.두 연구는

매스미디어를 사용한 이 유사하지만,Demyan과 Anderson(2012)

은 상담에 한 정 인식을 내용으로 하 고,Nam,Choi와

Lee(2015)는 사회 낙인에 한 상황 설정을 달리하는 것을 매스디

미어의 내용을 구성하 다.두 연구를 볼 때 매스미디어를 사용할

때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리

고 Demyan과 Anderson(2012)의 고 형태의 비디오 개입과 Nam,

Choi와 Lee(2015)의 사회 낙인에 한 상황설정을 달리한 상황처

치 개입은 개인내 수 에서 개입이라고 보기보다는 사회 낙인

을 감소하는 개입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두 연구를 통하여 개입의

내용 선정이 요하며 문 도움 추구에 한 자기 낙인을 감소

하는 개인내 수 개입에 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낙인감소 개입에 한 리뷰연구 결과들을 살펴본 결과 정신장애

에 한 낙인을 감소하는 근으로는 낙인에 한 인지 개입과

낙인을 수용하고 처기술을 향상시키는 개입으로 정리되었다.낙인

감소 개입의 형태는 교육, , 항 가운데 교육과 이 효과가

있으며,인식개선에 효과 인 인지 행동 개입의 병행이 자주 사용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교육의 내용으로는 상담 치료를 통

해 어려움을 개선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정신장애에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조화된 토론의 방법이 부정 인식을 개

선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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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

지 까지 사회 낙인이 자기 낙인으로 내재화되는 과정을 방해

하는 효과 인 낙인 감소 개입을 모색하고자,외국의 낙인감소 략

리뷰연구들과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교육 략이 자주 사

용되었으며 인지행동 근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개입의 상은 개인,직장,지역사회 등 다양한 수 에 걸쳐있

었다.Heijnder와 VanDerMeij(2006)는 개입 상 수 별로 낙인감

소 략들을 정리하 다.우선 상담의 잠재 내담자인 개인내 수

에서 효과 인 개입을 확인하고 선정하기 해 개인수 의 낙인

감소 략에 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3.Heijnder와 VanDerMeij(2006)의 낙인감소 략들

수 (level) 략(strategies)

개인내 수

(intrapersonallevel)

처치(treatment)

상담

인지행동치료

역량강화(empowerment)

집단상담

자조,옹호 지지집단

인간 수

(interpersonallevel)

보호 지지

가정 어 (Homecareteams)

지역사회 기반한 재활

조직 /제도 수

(organizational/institutionallevel)

훈련 로그램

환자 심의 통합 근과 같은

새로운 정책

지역사회 수

(communitylevel)

교육(education)

(contact)

옹호(advocacy)

이의제기(protest)

정부/구조 수

(governmental/structurallevel)

법률 정책 개입

권리 기반한(rights-based) 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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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낙인 감소개입 동향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낙인 감소개

입의 방법들은 Heijnder와 VanDerMeij(2006)의 분류로 볼 때 지

역사회 수 의 략들이 많다.Corrigan과 동료들(2001)이 사용한

개입한 략인 교육, , 항은 지역사회 수 의 략들로 분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eijnder와 VanDerMeij(2006)이 개인 내 수 에서 낙인 감소

개입의 목표와 략들을 정리하고 효과를 확인한 것을 살펴보면,

개인 내 수 에서 개입들은 낙인에 련된 지식,태도,행동,자기

개념,자존감 향상, 처 기술,역량강화와 경제 지원과 같은 개인

의 특성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개입의 목표로 한다.연구자들은 사용

된 략들을 개인상담,인지행동치료,역량강화,집단 상담,지지집단

으로 분류하 다.개인 수 에서 사용된 각각의 략들에 한 효과

를 확인한 결과,개인 수 에서 낙인을 감소하는 략으로 자주 언

되는 상담은 늘 효과가 있지 않다고 분석하 다.HIV양성 환자를

상으로 한 낙인감소 개입에서 스트 스 방 로그램에서는 효과

가 있었지만 낙인감소를 한 상담과 비디오 개입을 같이 한 집단

에서는 불안이 개선되지 않고,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erry,Fishman,Jacobsberg,Young,& Frances,1991:Simpson,

Johnstone,Boyd,Goldberg,Hart,& Presscott,1998;Heijnder&

VanDerMeij,2006에서 재인용).집단상담은 시간 인 면에서는 효

율 이지만 효과가 작고 집단 상담으로만 낙인을 감소하기는 어렵

다고 제시하 다.

이에 비해 인지 행동 개입은 부정 인 신념과 해석을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훈련받는 구조화된 체계 인 근으로 교육,증상 스

트 스 리 략,공포 자극에 한 체계 둔감화,부정 신념을

변화시키기 한 인지 도 으로 구성되고(Heijnder& VanDer

Meij,2006),자존감과 사회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서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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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에 효과 이라고 보았다.지지집단은 개인의 정체성,자존감,

처 기술,사회 통합 등에 향을 주고 상호지지와 정보교환을 통해

낙인 감소에 효과 이었다고 분석하 다.

정신장애가 있는 개인의 자기 낙인을 평가하고 감소하는 략들

을 리뷰한 Corrigan과 Calabrese(2005)의 연구에서도 인지 치료는

자기 낙인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효과 인 략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인지행동 근의 개입들 가운데 인지 재

평가(cognitivereappraisal)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자동 으로

드는 부정 인 생각을 규명하고 면해서 조 더 건설 인 방향으

로 자신이 갖고 있는 병에 해 인지 으로 재구성하도록 한 개입

이(Chan,Kong,Leung,Au,Li,Chung,etal.2005)낙인 감소에 효

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다.병원 환자에게 실시될 경우 몇 회기의

로그램으로 구성되기도 하지만 정신장애환자에게 간단하고 짧은

개입에서도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사회 기능을 돕는 효과가 확인

되었다(Hall,& Tarrier,2003).인지 재평가는 상황에 한 생각을

변화시킴으로서 정서 자극의 의미나 요성을 변화시키는 것

(Lazarus& Alfert,1964)으로,실험 조작과 개인차 분석이 가능하

여서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숙 & 오경자,2012).John과

Gross(2004)는 인지 재평가가 정서 ,인지 ,사회 측면에서모

두에서 응 략이라고 보고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 선행연구에서 개인 수 에서 낙인감

소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인지 행동 개입의 가운데 부정 인식

을 개선하고 재구성하는데 효과 인 인지 재평가를 낙인감소 개

입으로 채택하 다.낙인에 한 고정 념,편견,차별에 도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부정 신념에 도 하는 인지 재평가 개입을 실

시할 경우 자기 낙인 감소의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Rusch,Angermeyer와 Corrigan(2005)은 낙인감소 방법 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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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할 때 가장 요한 것은 기존의 부정 이고 잘못된 신념을

체시키기 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 다.

정확한 정보는 책,비디오,구조화된 교육 로그램을 통해 달되며,

다양한 역에서 참여자들을 상으로 한 짧은 교육 과정에서도

낙인 는(stigmatization)태도가 감소하는 것이 확인된다고 보고하

다(Rusch,Angermeyer,& Corrigan,2005).Rusch(2005)의 연구

는 개입 기간보다 개입 내용의 선정이 요하다는 시사 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 인지 재평가 개입이 단회 짧은 개입임을 고려할

때,기존의 낙인에 한 고정 념에 인지 불일치를 일으키는 정보

를 제공하여 역고정 념을 활성화되기 해서는 내용 선정과 구성

이 무엇보다 요하다고 보았다.이를 해서 낙인 감소에 한 선

행연구들에서 사용된 개입의 시사 과 논의를 분석하 다.

Vogel과 동료들(2013)은 사회 낙인이 내재화되는 과정을 분석하

며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자기 낙인 감소에 효과 인 내용을 3가

지로 제시한 바 있다.자기 낙인 감소에 효과 인 3가지 내용 첫

번째로는 문제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며(nottheirfault),두 번째로

뒤집을 수 있으며(reversible)(Rosen,Walter,Casey,& Hocking,

2000),세 번째로 치료를 통해 개선될 것(improvethroughtreatment)

이라는 것이다(Mann& Himelein,2004;Vogeletal,2013,p.315).

Vogel과 동료들(2013)이 정리한 3가지 내용은 낙인의 고정 념에

불일치되는 정보로 볼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3가지 내

용을 인지 재평가의 내용으로 구성하여,낙인에 한 고정 념에

불일치되는 정보로 제공하고 역고정 념을 활성화시켜 부정 정보

가 상쇄되도록 하여,낙인에 한 인지 재구성이 일어나 낙인이

감소할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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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 도움 추구에 소극 인 상의 특성

상담에 근 가능성을 높이기 해서는 문 도움 추구에 한

낙인을 감소하는 개입이 문 도움 추구에 소극 인 상에서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본 장에서는 문 도움 추

구에 한 연구들 가운데 문 도움 추구에 소극 인 상의 특

성을 악하기 해 정서와 련된 연구들을 정리하 다.

1)정서신념과 문 도움 추구

문 도움 추구에 소극 인 특성으로 자기은폐를 요 요인으

로 본 Kelly와 Achter(1995)의 연구와 심리 어려움과 사회 지지

와 자기은폐의 변인을 본 Cepeda-Benito와 Short(1998)의 서로 다

른 연구 결과가 제시되어,Cramer(1999)가 이를 재분석하면서 심리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에 한

인구통계학 변인과 심리 변인들을 분류하 다.심리 변인들

가운데 주요 변인들로 고통의 수 , 문 심리 상담에 한 태도,

이용 가능한 사회 지지,그리고 자기 은폐에 해 주목하 다

(Cramer,1999).이 연구들을 기 으로 이후 연구자들은 문 도

움 추구 연구에 있어 심리 변인들에 을 맞추게 되었다.

국내에서 진행된 문 도움 추구의 회피요인 가운데 정서와 심

리 변인에 한 연구들에는 자기은폐(장진이,2000;김주미,유성

경,2002;유 란,2005;윤지 ,2007;나세원,2010),자기개방(윤지

,2007;박선주,2010),정서표 억제(나세원,2010),지각된 사회

지지(김주미,유성경,2002;유 란,2005),집단 자존감(정진철,

양난미,2011),성역할 갈등(박 호,서 석,2009),심리 불편감

스트 스(유 란,2005;남숙경,2010),낙인(윤지 , 2007;이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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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정,2007;남숙경,2010),회피애착(남숙경,2010;나세원,2010;

박선주,2010)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황연미(2009)는 여

생과 기혼여성의 정서표 억제 태도와 우울 문 도움 추구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서표 을 억제하는 여성들은 많은 우

울증을 경험하지만, 문 인 도움을 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 다.나세원(2010)은 정서표 억제와 회피애착 변인을 사용

하여 문 도움 추구에 소극 인 상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나세원(2010)은 회피애착 수 이 높은 경우 정서 경험을 불편

해하고 정서 표 에 거부감을 갖고 도움 추구에 부정 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보고하 다.이러한 연구들은 문 도움 추구에

부정 이고 소극 인 상의 심리내 특성들을 설명해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 도움 추구에 부정 이고 소극 인 상에

한 심리내 특성에 한 심층 이해를 확장하고자 사회문화와

련된 변인과 장기간 형성되어온 변인보다는 타인에게 자신의 부

정 인 경험과 정서를 표 하지 않으려는 경향에 주목하 다.이와

련하여 Vogel,Wester,Heesacker,Boysen와 Seeman(2006)의 연

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 도움 추구에 있어 정신건강종사자

들이 정서표 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의 요성을 과 평가하는가에

한 연구결과 정신건강종사자들이 정서표 에 한 성차를 과 평

가했다고 보고했다.남성과 여성의 찰된 정서표 에 있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성차가 없다고 제시하여 정서와 문 도움 추구의

계를 이해하는데 정서변인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했다.

정서와 문 도움 추구에 한 연구에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로

Komiya,Good과 Sherrod(200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학생의

문 도움 추구의 측 변인으로서 정서개방성(emotionalopenness)

과 사회 낙인을 밝 후속연구들을 자극한 Komiya등(2000)의 연

구에서는 정서에 한 두려움(fearofemotions)을 심리치료를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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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인 태도에 주요한 이유로 제하 다.이 연구에서 사용한 정

서개방성은 정서 경험과 표 들에 한 태도로 정 경향성은

정서와 정서 경험을 찾는 경향성에 편안한 것으로,부정 경향성

은 정서와 정서 경험을 찾는 것을 회피하거나 불편해하는 것으로

설명하 다.Komiya등(2000)은 정서의 경험 표 에 해 폐쇄

인 사람일수록 상담 심리치료에 있어서 사회 낙인을 보다

강하게 지각한다고 보고하 다.Komiya등(2000)의 연구 이후로 정

서표 과 문 도움 추구의 계에 한 연구들에서 사용된 변인

들은 정서표 성,정서표 억제와 같은 정서표 에 한 변인들이었

다.Komiya등(2000)등이 정서와 정서 경험에 한 정 부정

경향성을 평가한 것에 비해 후속 연구들은 정서표 이나 정서표

억제에 한 행동스타일을 평가하 다.

Vogel,Wade와 Hackler(2008)는 불쾌한 감정을 표 하는 것을 회

피하는 경향은 정신건강서비스를 찾는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가설

을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이 연구에서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사용된 정서표 이나 정서표 억제 척도를 사용하지 않고 다

른 2가지 척도를 사용하 다.Vogel과 동료들(2008)은 정서표 을

언어 으로 나타나는 정서표 에 한 부정 인 표 뿐만이 아니라

비언어 으로 표 하지 않아도 내면에서 정서에 한 주제와 연

되는 것에 한 어려움을 평가하려고 하 다.그것은 정서표 의 반

응뿐만 아니라 정서에 한 생각이 문 도움 추구에 향을 주

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연구결과 정서표 은 기 되는 이익

과 험에 완 매개되어 문 도움 추구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개인이 정서를 표 하는지 억제하는지에 한 처나

조 방식 뿐만이 아니라 정서를 표 하 을 때 상담자가 어떻게 생

각할 것인지 기 되는 이익과 험이 문 도움 추구에 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Vogel,Wade,& Hackler,2008).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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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omiya등(2000)의 연구에서 정서개방성 변인이 정서표 을

하느냐 억제하느냐는 행동 인 것만이 아닌 행동 이 에 정서와 정

서 경험을 하려는 경향성을 평가한 것과 연 지어 볼 수 있다.

Mongrain과 Vettese(2003)은 정서표 을 할 것이나 말 것이냐 하

는 갈등은 정서를 표 하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타인과의 계

에서 갈등을 래할 수 있다는 부정 인 신념이 높은 것과 연 된

다는 것을 확인하 다.즉 문 도움 추구에 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서 정서를 억제하거나 표 하는 행동반응 이 에 기 변인으로

정서에 한 생각과 정서 경험을 하려는 경향성과 신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장진이(2000)가 자기표 성향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

단으로 분류하여 도움추구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아서 Komiya등(2000)의 연구결과와 다르다고 보

고하 다.그러나 장진이(2000)는 선행연구결과와 다른 결과에 해

정서표 성 측정에 있어서 Komiya등(2000)이 사용한 척도와 다르

며 척도 상에서 드러난 문제 을 언 하면서 결과에 한 해석을

제한하며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 다.장진이(2000)가 사용한

척도는 King과 Emmons(1990)가 정서표 행동에 을 두고 정

서를 표 하는 성향을 측정하는 척도로 Komiya등(2000)이 연구에

서 사용한 정서 인 개방성이 클수록 정서의 경험과 표 에 한

정 인 태도를 측정하는 정서개방성(emotionalopenness)과는 차

이가 있다.장진이(2000)의 연구결과가 Komiya등(2000)의 연구 결

과와 다른 것은 평가와 측정의 문제일 수 있다는 논의를 주목할 필

요가 있다.이처럼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문 도움 추구의

소극 인 상의 심리내 특성으로서 정서표 을 억제하는 그 기

변인으로서 정서에 한 부정 인 신념에 해서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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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에서 문 도움 추구의 소극 인 상의 특성으로서

부정 인 경험과 정서를 표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평가하기 해

사용된 변인들을 살펴보면 정서개방,정서표 ,정서 억제와 같은

변인들이었다.정서를 어떻게 조 하고 표 할 것인지에 련된 행

동양식에 련된 변인들이다.변인들의 주요한 개념인 정서표

(emotionalexpressiveness)은 정서 경험을 처리하는 마지막 단계

로 감정과 욕구를 표 하는 능력과 의미한다( 선미,오인수,2011).

그런데 정서표 을 억제할 것인지,개방할 것인지,표 할 것인지는

정서와 정서표 에 해서 기존의 갖고 있는 생각에 의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어떤 자극에 정서 반응을 하는 것은 장기기억에 장

되어 있는 신념의 활성화,상황에 한 인지 평가와 연 되기 때

문이다(Becketal.,1985;Lazarus,1991).정서 사건 자체보다 개

인 내면에 역기능 신념 는 도식이 정서반응과 행동을 유발한다

(Beck,Emery,& Greenber,1985).정서표 을 억제하는 것은 계

에서 거 ,취약성,당황과 같은 부정 정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

기 한 동기(Kennedy-Moore,Watson,& Johnson,2000)로 인한

것이다.따라서 정서나 고통이나 괴로움을 표 하는 것이 다른 사람

에 의해 부정 으로 평가될 것이라는 생각은 부정 인 평가라는 두

려운 결과를 피하기 해 안 추구 행동의 일환으로,부 하지만

어려움을 지속시키는 생각들과 고통을 개방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

지고 있도록 할 수 있다(Rimes& Chalder,2010).

따라서 심리 어려움과 문제로 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추구 의사결정에 미치는 향은 정서 경험의 마지막 단계의

행동방식 보다는 기 에 있는 정서에 한 신념이 우선 활성화되고

인지 평가 이후에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와 유사한 연구결

과들은 정신 신체 건강에 한 여러 연구들에서 확인되는데,부

정 정서를 경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거나 부정 정서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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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인해 불리한 결과들에 한 신념이 만성 피로증후군,

과민성 장증후군,신체화 장애,식이장애,사회공포증,우울,외상

후 스트 스 장애,경계선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Rimes& Chalder,2010).

인지 행동 모델(cognitivebehavioralmodels)에서는 정서나 부정

인 생각을 표 하거나 경험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신념이

임상 인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유지하게 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

며,사람들로 하여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할 수 있으며 결과 으로 정신 신체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았다(Surway,Hackmann,Hwaton& Sharpe,1995).즉 정서에

한 신념(beliefsaboutmotion)이 부정 일 경우 심리 어려움으

로 인해 문 도움 추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역기능 인 안 추구

행동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될 수 있다. 문 도움 추구에 소

극 인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신념과

문 도움 추구 간의 계를 확인하여 문 도움 추구의 소극

인 심리내 특성에 한 이해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정서신념 변인을 사용하기 해 척도들을 살펴보았

다.최해연과 민경환(2005)은 선행연구들에서 정서 욕구를 억제하

는 것은 내재화된 신념과 같은 인지요소가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에 근거하여 정서표 규칙이나 정서조 방식에 향을 미치는

기 변인으로 내 표상을 측정하기 해 정서표 신념(Beliefabout

EmotionalExpression:BEE)척도를 개발하 다.

Rimes와 Chalder(2010)는 부정 인 감정을 표 하고 경험하는 것

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서에 한 생각의 정도를 정서신념으로

정의하고 척도(BeliefsaboutEmotionsScale(BES)를 개발하고 타당

화화 다.두 척도의 문항을 살펴볼 때 치료에 한 두려움

(Kushner& Sherr,1989)과 정서에 한 두려움(Komiya등,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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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담에서 정서를 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서를 경험하

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워하는 신념을 측정할 수 있

는 문항을 살펴보았다.정서표 에 한 신념에 을 맞춘 최해연

과 민경환(2005)의 척도에 비해 Rimes와 Chalder(2010)의 정서신념

척도(BES)는 부정 정서를 가지고 있고 경험하는 것에 한 생각

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imes와

Chalder(2010)의 정서신념 척도(BES)가 정서경험에 한 부정 인

생각과 그로 인한 정서행동을 유발시키는 정서신념을 악하는데

합한 것으로 보았다.

지 까지 연구문제와 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문 도움

추구에 한 사회 낙인이 자기 낙인으로 내재화되는 과정을 확인

하고,자기낙인 형성과정을 방해하는 인지 재평가 개입을 실시할

때 자기 낙인 감소의 효과와 문 도움 추구 개선에 효과를 상

해볼 수 있음을 악하 다. 한 문 도움 추구에 소극 인

상의 심리내 특성에 한 이해를 확충하기 해 정서신념과의

계에 해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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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모형 연구가설

이론 배경의 선행연구 고찰에 근거하여 연구 모형과 가설을 설

정하 다.

1)연구모형

본 연구는 문 도움 추구에 한 사회 낙인이 내재화되는

과정을 방해하는 낙인감소 개입을 실시하 을 때 낙인과 문 도

움 추구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밝히고자 하 다.이를 해 연구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지각된

사회 낙인

내재화된

자기 낙인

낙인 감소 개입

그림 6.사회 낙인이 내재화되는 과정에서 낙인감소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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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부정 정서신념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

낮은 부정 정서신념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

높은 부정 정서신념

낙인 상황 집 하여 인식하기

( 라시보 통제집단)

낮은 부정 정서신념

낙인 상황 집 하여 인식하기

( 라시보 통제집단)

그림 7.부정 정서신념 정도와 낙인 감소개입에 따른 집단분류

연구 설계는 집단간 설계법(between-groupdesign)으로 처치를

받은 집단과 받지 않는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효과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김계 ,2002).집단간 2×2요인설계로 독립변수

는 정서신념 집단과 개입 유형 2개이다.2가지 개입은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와 인지 재평가의 효과를 비교 확인하기 해 이른

바 라시보 개입으로 낙인이 지각되는 상황에서 경험을 회피하지

않고 집 하여 인식하기 개입을 설정하 다.실험자체로 인해 나타

나는 호돈 효과(hawthorneeffect)를 배제하고 연구의 외 타당도

를 높이기 해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가 포함되지 않은 라

시보 통제집단을 설정하 다(김계 ,2000;Babbie,2007).

본 연구에서는 문 도움 추구에 소극 인 상의 특성으로 부

정 정서신념이 높은 집단을 설정하 다.정서신념을 높고 낮음의

2수 으로 나 어 비교분석에 용이하도록 부정 정서신념이 높은

집단을 높은 부정 정서신념집단으로,부정 정서신념이 낮은 집

단을 낮은 부정 정서신념 집단으로 표기하 다.집단은 그림 7과

같이 4개의 집단으로 구분된다.



-42-

2)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문 도움 추구에 한 낙인이 지각되는 상황에서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는 사회 낙인,자기 낙인, 문 도움 추구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1-1.인지 재평가 개입 집단이 라시보 통제집단보다 사회

낙인 감소가 클 것이다.

1-2.인지 재평가 개입 집단이 라시보 통제집단보다 자기 낙

인 감소가 클 것이다.

1-3.인지 재평가 개입 집단이 라시보 통제집단보다 문

도움 추구 태도 증가가 클 것이다.

1-4.인지 재평가 개입 집단이 라시보 통제집단보다 문

도움 추구 의도 증가가 클 것이다.

2.부정 정서신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는 사회 낙인,자기 낙인, 문 도움 추구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2-1.두 집단 간에 사회 낙인 감소의 차이가 다를 것이다.

2-2.두 집단 간에 자기 낙인 감소의 차이가 다를 것이다.

2-3.두 집단 간에 문 도움 추구 태도의 증가가 다를 것이다.

2-4.두 집단 간에 문 도움 추구 의도의 증가가 다를 것이다.

2-5.부정 정서신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낙인감소개입

에 따른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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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 구 방 법

1.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서울,수도권 충청권의 8개 학에 재학 인

남,여 학생으로 하 다.청소년기에서 성인 기로 이행 인 학

생들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미래에 향을 끼칠 많은 다양한 결

정들을 하는 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Corey,& Corey,2010).

이 시기에 심리 인 혼란이 지속되어 부 응 상으로 나타날 경

우 성인 후기에는 심리 인 어려움이 질환으로 발 할 수 있어서

(Rutter,1980),성인 기의 학생에게 개입하는 것은 방 인 성

격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 학교 생명윤리 원회의 최종 승인 이후 연구 참

여자를 모집하 다.연구 참여자의 자발 참여를 보장하기 해 연

구 조를 받은 학부생 상 수업에서 연구자가 사 에 모집문건을

온라인과 오 라인으로 공지한 후,참여를 원하는 학생이 공지된 시

간과 강의실을 방문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사

공지는 일주일에서 설문실시 3일 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에 참

여하기로 결정하고 동의한 학생들을 상으로 수업 이후 일반 강의

실에서 설문지를 통한 집단실험을 실시하 다.연구 진행 참여자

가 설문 응답을 지하거나 설문 응답 후 자료 삭제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지하고 자료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안내하 다.응답자

가 추후 자신의 결과를 알기 원할 경우 자료를 분석하여 제공한다

고 안내하 다.설문조사 형식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인지 재평가

개입 집단과 라시보 통제 집단과 무처치 통제 집단에 무선 할당

되었다.통계 으로 유의미한 검증을 한 사례수와 집단실험으로



-44-

인해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한 결측치를 고려하여 수집한 결과 300

명이 참여하 다.20회기 이상의 상담을 경험하여 상담경험이 가외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3명과 성실하지 않은 답변을 한 1명을 제

외하고 296명을 분석 상으로 하 다.남자는 134명이었고 여자는

162명이었다.

표 4.학년별 연구 상

성별
체

남 여

1학년 27 39 66

2학년 69 76 145

3학년 24 40 64

4학년 14 7 21

합계 134 162 296

표 5. 공별 연구 상

공
성별

체
남 여

인문계열 22 43 65

사회계열 44 76 120

자연계열 12 19 31

공학계열 47 12 59

체능계열 7 8 15

기타 2 4 6

합계 134 162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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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차

1)연구과정

본 연구의 체 연구과정은 그림 8과 같다.

문헌 연구 
실험자극과 낙인 감소 개입 방향성 선정

정서신념 척도 번안

↓

실험자극 개발

실험자극 시나리오 개발:우울 삽화와 사회 낙

인 내용이 포함된 시나리오 개발

실험자극 시나리오 문가 평정

↓

낙인 감소 개입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 지시문 구성

낙인상황 집 하여 인식하기 지시문 구성

문가 평정

↓

실험설계 타당성검토
실험 설계 타당성 집단실험 가능 여부 검토

실험 설계 선정

↓

IRB 승인
서울 학교 생명윤리 원회(IRB)심의 승인

IRB No. 1510/002-012, 유효기간 2016. 10. 15

↓

자료수집 
서울,수도권,충청권 학의 연구 참여자 모집

집단실험 실시

↓

자료 분석
정서신념과 개입유형에 따른 사 사후 검사에

한 이원공변량분석

↓

결과 논의 연구결과 분석,시사 논의

그림 8.연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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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헌 연구 정서신념 척도 번안

문 도움 추구에 소극 인 상의 특성과 문 도움 추구의

회피요인인 낙인을 감소하는 것에 한 문헌연구를 진행하 다.

문 도움 추구에 소극 인 상의 심리내 특성에 한 문헌 연

구 결과 정서표 행동반응 이 의 기 변인으로 작동하는 정서신

념 변인과 문 도움 추구의 계를 확인하고자 정서신념 척도를

원 자의 허락을 받고 역번역 차를 거쳐 번안하 다.

3)실험자극 개발 낙인감소개입 개발

본 연구에서는 심리 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상담센터를 찾아갈까

고민하며 사회 낙인을 지각하는 상황에서 낙인 감소개입의 효과

를 확인하기 해,시나리오 자극을 제공한 이후 개입을 실시하는

실험방식을 채택하 다.문헌 연구를 통해 낙인감소 략 가운데 개

인내 수 에서 효과가 확인된 인지 행동 근의 인지 재평가를

채택하 다.낙인에 한 고정 념에 불일치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역고정 념을 활성화하여 상담에 한 부정 인 생각을 바꾸는 낙

인에 한 인지 재평가를 개발하 다.인지 재평가의 효과를 비

교확인하기 한 라시보 개입으로 상담에 한 낙인을 지각하는

상황에 집 하여 인식하기를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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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료수집 타당성 제고

비교 분석에 한 사례수를 확보하기 해 자료수집방법에

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설문조사 형태의 집단실험을 통한 자

료수집방법을 채택하 다.Ben-Porath(2002)의 도움을 추구하는 사

람과 추구하지 않는 사람에 한 실험을 한 연구가 토 가 되었다.

집단실험 방식을 사용한 연구로는 자살 기자에 한 사회 낙인

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이하나(2013)의 연구가 있다.이하나(2013)

는 집단 간(between-subject)설계를 하고 자료의 수집은 가외변인

을 통제할만한 실험설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일반 강의실에서 유

형별 설문책자를 통해 실시한 것으로 보고하 다.캠페인 메시지 유

형과 여도가 남자 학생의 연의도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이

혜원(2005)의 연구 한 집단 간 설계를 하고 설문지를 통한 실험을

실시하여 집단실험의 타당성을 확인하 다.문헌연구를 통해 집단

실험에 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험설계에 타당성을 검증하여 집

단실험 가능성을 확인하 다.이후 연구 참여에 동의를 받은 학부생

4명을 상으로 강의실에서 시나리오와 지시문과 척도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응답하도록 하 다.4명의 학생들은 25분 이내로 응답을

완료하 으며,응답 시간 동안 에서 설문지에 응답하는 다른 사람

의 존재가 개개인의 설문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 다.

5)본 실험

서울 학교 생명윤리 원회 최종승인을 받고 자료 수집을 실시하

다.모집공고문을 사 에 연구자가 직 사 공지하거나 온라인

을 통해 사 공지를 하 다.사 공지 기간이 지난 후 수업이 끝

난 후 정해진 시간과 강의실에 자발 으로 남아서 참여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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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강의실에 남아있는 학생의 수를 정

확히 측할 수 없어서 각각 목표한 연구 참여자의 수에 맞게 비

하 다.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인지 재평가 개입집단, 라시보

통제집단,무처치 통제집단에 무선 할당되었다.연구에 한 안내

이후 참여자들은 상담에 한 낙인 시나리오를 읽은 뒤 사 측정

실시 한 후 인지 재평가 개입을 받고 사후 측정을 실시하 다.

라시보 통제집단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실험 차는 다음과 같다.

실험 안내

실험에 한 안내  동의서 작성

↓

정서신념 척도 측정

↓

실험자극 시나리오 제시

우울한 상태에서 상담을 받게 되면 지각할 수 있는 사회  낙인이 포함된 

상황의 시나리오 읽기 

↓

사전 측정

사회  낙인, 자기낙인, 문  도움 추구 태도, 문  도움 추구 의도

↓

 낙인 감소 개입이 포함된 지시문 제시

인지  재평가가 지시문 읽기, 집 하여 인식하기 지시문 읽기

↓

사후 측정

사회  낙인, 자기낙인, 문  도움 추구 태도, 문  도움 추구 의도

↓

실험 종료, 안내

그림 9.실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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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험자극 시나리오

실험자극 시나리오 개발은 Cook과 Wang(2011)의 연구에서 사용

된 우울 삽화와 Ben-Porath(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움 추구에

한 삽화를 근거로 하 다.DSM-Ⅳ 진단에 따른 우울 증상을 보

이는 학생이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상담센터 방문

과 같은 문 도움을 추구하는 것에 한 부정 인식 즉 사회

낙인이 증가하는(increasedstigma)것을 지각하는 상황에 한 내용

으로 구성하 다.

Cook&Wang(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삽화

Cook과 Wang(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우울삽화로 DSM-Ⅳ 진

단에 따른 우울 증상이 나타나는 30 성인에 한 삽화이다.

"John/Maryis30yearsold.Hehasbeenfeelingunusuallysadand

miserableforthelastfew weeks.Eventhoughheistiredallthetime,

hehastroublesleepingnearlyeverynight.Johnalsodoesn'tfeellike

eatingandhaslostweight.Hecannotkeephismindonhisworkand

putsoffmakinganydecisions.Evenday-to-daytasksseem toomuch

forhim.This has come to the attention ofJohn's boss who is

concernedabouthisloweredproductivity.”(Cook& Wang,2011,p.87).

연구 참여자가 성인 기의 학생임인 것을 고려하여 Cook과

Wang(2011)의 삽화에서 30세이며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직장상사

가 심을 갖고 보고 있다는 내용이 하지 않아 학생 상황으

로 수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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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Porath(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움추구에 한 삽화

Benn-Porath(2002)는 우울과 허리 통증이 있는 두 가지 문제 유

형과 도움을 추구하는 것과 하지 않는 유형에 한 4가지 상황의

삽화를 사용하여 시나리오 기반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험연구를 하

다.Benn-Porath(2002)의 연구 결과에서는 우울로 인해 도움을 추

구하는 사람이 허리통증으로 도움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감정 으로

더 불안정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밝 졌다.도움 추구에 한

부정 인식인 사회 낙인이 있음을 확인한 연구이며,그 연구에서

사용된 삽화는 다음과 같다.

Benn-Porath(2002)의 연구에 사용된 삽화의 첫 번째 문단은 아래

와 같이 시작한다.

“Tom isa20-yearsold,undergraduate,atamidwesternuniversity.

Heismajoring in sociology and workspart-timeattheuniversity

library.Hehasseveralinterestsoutsideofschool,including music,

softball,andspendingtimewithfriends.”(Ben-Porath,2002,p.45).

삽화의 주인공은 20살의 사회학을 공하며 여러 활동에 흥미를

갖고 있는 일반 인 학생이다.Ben-Porath(2002)의 연구에서는 삽

화가 제시된 이후 4가지 상황에 한 시나리오 한 가지가 제시

되고 참가자들은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Ben-porath(2002)에서 사용된 4가지 시나리오는 첫 번째는 우

울로 인해 도움을 추구하며 상담자를 신뢰하는 것,두 번째는 우

울로 인해 도움을 추구하지 않고 로 좋아지는 것,세 번째는

허리통증으로 도움을 추구하고 나아지는 경우,네 번째는 허리통



-51-

증으로 인해 도움을 추구하지 않고 로 좋아지는 것이다.연구

참여자들은 4가지 시나리오 하나를 읽은 뒤 시나리오의 학생

의 성격이 어떨지에 한 질문지와 인상 형성에 한 질문지와 성

격 귀인 질문지에 응답하 다(Ben-porath,2002).

본 연구에서는 우울한 상황에서 도움을 추구하기로 한 유형의

시나리오를 채택하여 수정하 다.

우울한 상황에서 도움을 추구하는 유형

“ Depressed/Sought help: Three months ago Tom and his

girlfriendendedtheirrelationship.BecauseTom wasfeelingdepressed

andhavingdifficultyconcentratinginclass,hebegantoseeatherapist

tohelphim copewiththesefeelings.Currently,Tom reportsthatheis

doingbetterandbelievesthatthetherapisthelpedhim copewithhis

depression”(Ben-Porath,2002,p.45).

Ben-porathe(2002)의 삽화에서는 우울로 인해 도움을 추구하기

로 한 경우 상담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수정하 다.상담에 한 부정 인 인식 즉 사회 낙

인으로 인해 상담을 받을까 고민하는 갈등상황으로 바꾸어 구성하

다.지각된 사회 낙인이 내재화되는 상황을 설정하기 해 참

여자가 시나리오를 읽을 때 자신의 상황으로 가정하고 최 한 몰

입하여 읽도록 하는 지시문을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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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근거로 구성한 우울 삽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우울 삽화는 Cook과 Wang(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삽화를 학생에 맞게 수정하고,Benn-Porath(2002)의 4

가지 삽화 우울을 경험하면서 도움을 추구하려는 경우에 상담을

신뢰하기보다는 상담에 한 부정 인식으로 고민하는 상황으로

수정하여 구성하 다.연구 참여자가 학생임을 고려하여 직장에

한 문제가 아닌 인 계에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설정하 다.김

근(2014)의 연구에서 참여자가 경험한 외상유형가운데 이별,실연,

교 등의 인 계 탄이 36%로 가장 많았고,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의 빈도도 13%로 가장 높았던 것을 고려하여 상담이 필요한 상

황을 인 계상실 상황으로 설정하 다.

표 6.우울 증상 삽화

나는 3개월 전에 만나던 애인과 헤어졌다. 

그래서 나는 우울함을 느끼고 수업에 집중하는 게 힘들었다. 

이전과 다르다고 느끼면서 몇 주간 힘들었다. 

심지어 하루 종일 피곤하고, 거의 매일 밤마다 잠드는데 어려움

을 겪었다. 이전처럼 먹고 싶지 않고 몸무게도 줄었다.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없고 어떤 결정을 내리던지 미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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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삽화에 사회 낙인을 지각하는 내용의 실험자극 시나리오

우울상황 삽화에 도움 추구에 한 사회 낙인이 포함된 내용을

추가하 다.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사회 낙인을 지

각하는 상황으로,사회 낙인은 Corrigan(2004)이 제시한 사회

낙인의 3가지 구성요소인 고정 념과 편견과 차별이 포함되도록 내

용을 구성하 다.

상담이 필요한 상황에서 상담에 한 사회 낙인을 지각하는 내

용이 타당한가에 해 상담 공 박사 3인의 문가 검토를 받았다.

문가 검토 의견은 2가지로 정리되었다.첫 번째,상담이 필요한

상황과 상담에 한 사회 낙인의 내용을 설명하는 문장 분량이

등할 필요가 있다.두 번째,상담센터를 찾아갈까 고민하며 상담

에 한 부정 인 인식으로 인한 걱정이 조 더 구체 으로 드러

날 필요가 있다는 피드백이 공통되었다.

문가 피드백을 반 하여 낙인의 3가지의 구성요소인 고정 념,

편견,차별을 구체 으로 기술하고 우울삽화와 문장 분량이 등하

하도록 각각 5문장 이하로 수정하 다. 문가 검토의견을 반 하

여 표 7과 같이 수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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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시나리오 안과 피드백 반 시나리오

선행연구에 근거해 구성한

시나리오 안

피드백 반

수정 시나리오

나는 3개월 에 만나던 애인과

헤어졌다(삽화1).그래서 나는 우

울함을 느끼고 수업에 집 하는

게 힘들었다.이 과 다르다고 느

끼면서 몇 주간 힘들었다.심지어

하루 종일 피곤하고,거의 매일 밤

마다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처럼 먹고 싶지 않고 몸무게

도 었다.일을 집 해서 할 수

없고 어떤 결정을 내리던지 미루

게 된다(삽화2).

이런 감정들에 처하기 해 상

담자를 찾아갈 필요가 있을까 생

각한다(increasedstigma).

이런 감정들에 처하기 어려워

상담을 찾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약하고 정서 으로 불안 한 사람

이 하는 것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다(고정 념).

나는 3개월 에 만나던 애인과

헤어졌다.그래서 나는 우울함을

느끼고 수업에 집 하는 게 힘들

었다.이 과 다르다고 느끼면서

몇 주간 힘들었다.심지어 하루 종

일 피곤하고,거의 매일 밤마다 잠

드는데 어려움을 겪었다.이 처럼

먹고 싶지 않고 몸무게도 었다.

일을 집 해서 할 수 없고 어떤

결정을 내리던지 미루게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담소를 찾아

가도 될까 생각한다.

나약하고 정서 으로 불안정한 사

람이 하는 것으로 보는 시선이 있

는 것 같다(고정 념).상담을 찾

아가는 사람을 주변에 가까이 하

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차별).

만약 내가 상담을 받으러 간 것을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알게 되면

나를 문제가 있거나 걱정스럽고

좋지 않게 볼 것 같다(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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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피드백을 반 하여 수정한 시나리오에서 편견에 한 내

용을 추가로 보충하여 작성한 최종 실험자극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

다.

표 8.최종 실험자극 시나리오

나는 3개월 전에 만나던 애인과 헤어졌다. 그래서 나는 우울함을 

느끼고 수업에 집중하는 게 힘들었다. 이전과 다르다고 느끼면서 

몇 주간 힘들었다. 심지어 하루 종일 피곤하고, 거의 매일 밤마다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전처럼 못 먹고 몸무게도 줄었다. 일

을 집중해서 할 수 없고 어떤 결정을 내리던지 미루게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담센터를 찾아가도 될까 생각한다. 사람들은 

상담을 찾아가는 것을 나약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다. 상담을 찾아가는 사람을 주변에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만약 내가 상담을 받으러 간 

것을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알게 되면 나를 심각하게 문제가 있거

나 걱정스럽고 좋지 않게 볼 것 같다. 

시나리오 자극의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연구 참여에 동

의를 한 학부생 4명을 상으로 하여 설문응답이 끝난 후 어떤 상

황에 한 시나리오로 이해되는지를 질문하 다.참여자들은 ‘상담

이 필요한 상황에서 상담 받는 것에 해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응

답하 다.시나리오 몰입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몰입도 확인을 하

다.몰입도 질문이 10 만 으로 참여자 4명 2명은 8 으로 응

답하 고,2명은 9 으로 응답하 다.평균은 8.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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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낙인감소 개입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는 Vogel과 동료들이(2013)이 자기 낙

인 감소에 효과 이라고 제시한 3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하 다.

낙인에 한 부정 정보를 상쇄하는 내용으로 3가지 내용을 제시

하고 고정 념을 변화시키기 한 방법으로 역고정 념을 형성하고

정 역고정 념을 암묵 활성화로 고정 념 불일치(Wolgast,

Lundh,& Viborg,2011)가 일어나도록 구성하 다.역고정 념으로

는 ‘심리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상담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은 사

람보다 문제해결의 의지와 힘이 더 크다’는 내용으로 구성하 다.

상담 받는 사람이 나약하다는 고정 념에 불일치를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문제해결의 의지와 힘이 크다는 역고정 념이 형성되도록

구성하 다.

표 9.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 지시문

상담을 찾는 것이 약하다는 것은 잘못 형성된 고정관념입니다. 

상담을 찾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보다 

오히려 용기 있고 자신을 돌보는 긍정적인 행동입니다. 

상담을 찾는 것은 문제해결의 과정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상담을 통해 바뀔 수 있고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찾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기를 돌보는 행동입니다. 

인지 재평가 지시문을 읽은 후 지시문에서 제시한 로 충

분히 생각해보고 기억나는 내용을 는 쓰기를 지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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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시보 통제집단:낙인상황 집 하여 인식하기

라시보 통제집단에 실시된 개입은 낙인이 지각되는 상황에서

경험을 회피하지 않고 집 하여 인식하기 다.지시문은 재평가,수

용,억압의 략의 효과를 비교 연구한 Hofmann,Heering,Sawyer

와 Asnaani(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지시문과 Wolgast,Lundh와

Viborg(2011)가 인지 재평가와 수용의 정서조 략을 비교한 연

구에서 사용된 수용처치 지시문을 수정하여 사용하 다.상담을 추

구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회피하거나 바꾸려하기 보다는 있는 그

로 상황에 집 하고 인식하도록 하 다.

표 10낙인상황 집 하여 인식하기 지시문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 몸의 감각에 

집중해보세요. 

가능한 많은 여러 가지의 생각, 느낌, 감정, 몸의 감각을 

떠올려보세요. 

그 생각, 느낌, 감정 몸의 감각에 머물러 보세요.   

지시문의 지시를 천천히 따라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느낌,감정을

으라는 쓰기를 지시하 다.실험자극 시나리오와 낙인감소 개입

이 잘 구 될 것인지를 확인하기 해 연구 참여에 동의를 한 학부

생 4명에게 실시한 결과,인지 재평가 참여자의 개입 노력은 각각

7 ,8 이었고 집 하여 인식하기 참여자의 개입 노력은 7 ,6

이었다.설문지 안에 연구 참여자들이 해야 할 행동을 구체 으로

지시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 하여 행동지시에 한 문장을

추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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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구도구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문 도움 추구에 소

극 이고 부정 인 상을 악하기 해 정서신념 척도를 역번역

과정과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사용하 다.낙인이 지각되는 상황에

한 실험자극으로 시나리오를 사용하 고 사 에 사회 낙인과

자기 낙인을 측정하는 각각의 척도와 문 도움 추구를 측정하

다.인지 재평가와 집 하여 인식하기 이후 각각 개입 이후에 사

회 낙인,자기낙인, 문 도움 추구 태도와 문 도움 추구의

도를 사용하 다.

정서신념척도 (TheBeliefsaboutEmotionScale;BES)

문 도움 추구에 소극 이고 부정 인 상을 악하기 해

사용한 정서신념 척도는 부정 인 생각과 감정을 경험하고 표 하

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을 측정하는 질문

지로 Rimes와 Chalder(2010)가 개발하여 타당화한 12문항으로 구성

되었다.Rimes와 Chalder(2010)은 주성분분석 결과 단일요인으로 분

석하 으며 .91로 높은 내 합치도를 보고하 다.부정 완벽주의

와는 .59의 상 을 보 으며 역기능 태도와 자기희생,우울,불안

과 피로에 유의미한 상 을 보고하 다.

국내에 번안되어 사용되지 않은 척도라 원 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고 임은 (1998)이 제시한 타문화권 태도척도 번안에서 제시한 검

사 번안(testadaptation) 차 가운데에서 역번역 차를 따른 과정

을 거쳤다.임은 (1998)은 타문화권 척도 번안에서 고려할 사항으

로 문화에 따른 언어와 심리 속성을 고려할 것과 방법론에서 검

사의 친숙성과 번역자 그리고 시행과 결과해석에 유의 사항을 제시

하 다.타문화권 척도의 번안에서 심리 동등성을 확보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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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안 차의 요성을 언 하며 타문화척도의 번안에 2가지 과정으

로 언어번역과 동등성을 역번역과 이 언어자의 고찰을 통한 언어

번역과정과 경험 자료서 번역의 동등화 방법으로 심리측정 분

석을 실시하는 것을 제시하 다(임은 ,1998).

본 연구에서는 임은 (1998)이 제시한 2가지 차를 밟아서 정서신

념척도를 번안하 다.우선 첫 번째로 역번역 차를 밟았다.원

자에게 허락 메일을 받고 연구자가 1차 번역을 한 후 상담 공 박

사과정생인 이 언어자에게 역번역을 의뢰했다.역번역된 검사 문

항과 원 척도의 문항을 조 검토한 후 내용상의 동질성을 확인하

다.이후 국어국문학 박사수료 연구자에게 검토를 받아 구조 동

질성을 검증받은 후 상담 공 박사 3인에게 검토를 받았다.두 번째

로 역번역 과정을 거쳐 번안된 문항의 척도를 본 연구에 참여한

296명에게 실시하여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타당도를 확보하 다.

표 11.정서신념 척도 요인분석 행렬

성분 행렬a

구성요소

1

정서1 .416

정서2 .704

정서3 .644

정서4 .436

정서5 .696

정서6 .566

정서7 .361

정서8 .577

정서9 .659

정서10 .556

정서11 .713

정서12 .440

추출 방법:주요인 분석,a.1개의 성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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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성을 측정하는 KMO 값이 .843으로서

1에 가깝고 변인들간의 상 이 0인지를 검정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값이 802.076(df=66,p=.000)로서 유의수 .05에서 유의하

므로 상 행렬이 요인분석하기에 합하다고 나왔다.주성분 분석결

과 단일요인으로 분석되었다.정서신념 척도는 리커르트 7 척도

(6-0 까지)를 사용하여 매우 동의한다(6)에서 동의하지 않는

다(0)으로 측정한다. 수가 높을수록 부정 인 정서나 생각을 경험

하고 표 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 커지고 수가 낮

을수록 그러한 부정 인 생각이 은 것을 의미한다. 시문항으로

“비참한 생각이 드는 것은 약하다는 표시이다.어려움이 있으면 다

른 사람에게 알리면 안 된다.다른 사람 앞에서 내 감정의 통제를

잃어버리면 그들은 나를 하찮게 생각할 것이다.나는 내 감정을 통

제할 수 있어야 한다.”로 정서신념을 측정한다.본 연구에서 내 합

치도는 .81이었다.

실험자극 몰입도 확인

본 연구를 해 제작한 우울한 상태에서 상담에 한 낙인을 생

각하는 상황의 시나리오에 얼마나 몰두하 는지를 확인한다.시나리

오를 읽은 후 문항을 통하여 확인하 다.1부터 10 까지 응답하도

록 하 다.몰입도 평균은 7.72(표 편차2.23)이었다.

한국 정 정서 부 정서 척도(Positive Affectand Negative

AffectSchedule;PANAS)

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경험 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Watson,

Clark& Tellegen(1988)이 개발한 2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평

소에 각 정서를 느끼는 정도를 5 리커르트 척도로 평정한다.이

희,김은정과 이민규(2003)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의 문항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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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김보미,유성은(2012)이 일부 수정한 것을 사용하 다.정

정서 10문항과 부 정서 10문항을 각각 합산을 하여 사용한다.결

측치가 많았던 1번(정 정서문항)과 10번(부 정서문항)을 뺀 각각

정 정서 9문항,부 정서 9문항을 사용하 다. 체 척도의 내

일치도는 .79,정 정서 .86,부 정서 .88이었다.본 연구에서는 시

나리오를 읽고 몰입하는 정도와 개입 이후의 정서 상태의 변화를

확인하는데 사용하 다.

개입 노력 확인

본 연구를 해 제작한 인지 재평가와 집 하여 인식하기 개입

의 지시를 얼마나 따르려고 노력했는가를 확인한다.개입에 따른 지

시문 작성 후 문항을 통하여 확인하 다.1부터 10 까지 응답하도

록 하 다.평균은 7.48(표 편차1.70)으로 나타났다.

문 도움 추구에 한 사회 낙인 질문지 (StigmaScalefor

ReceivingPsychologicalHelp:SSRPH)

Komiya와 동료들(2000)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로 심리 도움

을 받는 것에 한 사회 낙인을 묻는 5문항으로 이루어졌다.1

( 아니다)에서부터 4 (매우 그 다)의 리커르트 척도로 측정하

며 수가 높을수록 사회 낙인의 인식이 큰 것으로 해석한다.이

민지와 손은정(200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다.내 합치도는

Komiya와 동료들(2000)의 연구에서는 .73으로 나타났고 이민지와

손은정(2007)의 연구에서는 .78로 보고되었다.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한 요인분석 결과 단일요인이며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모두

.6이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이민지,손은정,2007).본 연구에서 사

사후에 사용된 사회 낙인의 내 합치도는 .8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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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도움 추구에 한 자기 낙인 질문지(Self-StigmaofSeeking

Helpscale:SSOSH)

Vogel과 동료들(2006)이 개발한 도움 추구에 한 자기낙인 척도

는 10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5개의 문항이 역채 문항이며

1 ( 그 지 않다)부터 5 (아주 그 다)로 측정하며 합산한

수가 높을수록 자기낙인이 더 큰 것으로 본다.내 합치도는 Vogel

과 동료들(2006)의 연구에서는 .86으로 보고되었고,검사-재검사 신

뢰도는 .72로 보고되었다.이민지와 손은정(2007)은 요인분석 결과 4

번과 5번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게 나타나 합하지 않은 것으로

단하여 제거하 다.본 연구에서는 10문항을 사용하 다.5개의

역채 문항이 있으며,본 연구에서 사 사후에 사용된 자기낙인의

내 합치도는 .85이었다.

문 도움추구 태도 단축형 척도 (Attitudes Towards Seeking

ProfessionalPsychologicalHelpScale:A Shortenedform:ATSPPH )

본 연구에서는 Fisher& Fairna(1995)가 제시한 단축형 척도를 사

용하 다.도움 필요성 인식, 문가에 한 신뢰의 2개 하 요인으

로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이미경(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상담과

심리치료가 병행 표기된 문항을 사용하 다.5개의 문항이 역채

문항이며 수가 높을수록 상담에 한 태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이미경(2010)의 연구에서는 신뢰도는 .74 다.본 연구에서 사 사

후에 사용된 문 도움 추구 태도 단축형 척도의 내 합치도는

.8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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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도움 추구 의도 척도(IntentionstoSeekCounselingInventory;

ISCI)

문 도움 추구 의도를 측정하기 해 Cash,Begley,McCown

과 Weise(1975)가 개발한 상담의도목록을 사용하 다.이 척도는 17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 부터 4 까지의 리커르트 척도로

평정한다.신연희와 안 의(2005)가 번안한 척도는 .89로 안정 인

신뢰도를 보고하 고,이미경(2010)은 17개 문항 10개 문항을 선

정하여 사용하여 신뢰도를 .83으로 보고되었다.본 연구에서 이미경

(2010)이 사용한 10개 문항을 사용하 고,사 사후에 사용된 문

도움 추구 의도의 내 합치도는 .87이었다.

상담의도목록(ISCI)과 함께 상담에 한 의도를 확인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상담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역에서 자신의 정 인

이미지가 바 더라도 상담을 받도록 하겠다.”는 한 문항으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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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료분석

실험설계는 피험자간 2×2요인설계로 독립변수는 정서신념 집단

과 개입유형이다.정서신념을 2수 으로 나 어 4개(높은 부정 정

서신념집단,낮은 부정 정서신념집단)×2(낙인에 한 인지 재평

가,낙인상황 집 하여 인식하기)의 집단으로 구분한다.종속변수는

사회 낙인,자기낙인, 문 도움 추구태도, 문 도움 추구 의

도이다.

설문에 응답한 자료는 spss22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실험설계는 피험자간 2×2요인설계로 한 독립변인의 효과가

다른 독립변인의 수 과의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개

입의 효과를 사 사후 비교하여 확인하고 정서신념과 개입의 상호

작용을 확인하 다.집단 간 사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 다.

개입 이 에 실시한 사 수를 공변량으로 처리하고 모수요인

에 2개의 독립변수(개입유형,정서 집단유형)를 입력하고 종속변수

에 사후검사를 입력하여 이원 공변량분석(ANCOVA)으로 분석하

다.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와 낙인상황 집 하여 인식하기에 따

른 사회 낙인과 자기 낙인의 감소와 문 도움 추구 태도와 의

도의 증가에 효과가 있는지,정서신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2

개의 독립변수 간의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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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 구 결 과

1.결과분석을 한 자료검토

1)연구 분석 상

체 분석 상 296명으로 남자 134명,여자 162명이었다.296명

을 상으로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인들의 상 분석을 실시하 다.

이후 체 상에서 높은 부정 정서신념 집단과 낮은 부정 정서

신념 집단을 분류하기 해,296명의 정서신념 수 앙치(median,

35 )를 기 으로 상하 각각 10% 이내의 실측치를 제하고 상

40%,하 40%을 기 으로 분석 상 251명을 선정했다. 앙치보다

높은 수인 집단을 높은 부정 정서신념 집단, 앙치보다 낮은

수의 집단을 낮은 부정 정서신념 집단으로 구분하 다.정서신

념집단 구분과 개입 유형에 따른 비교 분석을 할 때 사용된 상은

인지 재평가 개입에 119명,집 하여 인식하기 개입에 109명으로

228명이다.

표 12.개입 유형과 정서신념을 거로 유형화한 집단 분포

높은 부정

정서신념집단

낮은 부정

정서신념 집단
체

인지 재평가 67(26.7%) 52(20.7%) 119(47.4%)

집 하여 인식하기 58(23.1%) 51(20.3%) 109(43.4%)

무처치 10(4.0%) 13(5.2%) 23(9.2%)

합계 135 116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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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집단간 사 동질성 검증

개입의 효과를 사 사후 비교 분석하기 해 사 측정치에

한 집단 간 사 동질성을 검증하 다.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

집단,낙인상황 집 하여 인식하기 집단,무처치 통제집단 3개 집단

에서 사 종속변수인 자기 낙인,사회 낙인,도움추구의도에 있

어서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집단간 사 동질성이 확보되었

다.

표 13.사 측정치에 한 집단 차이 검증 결과

집단 사례수 평균
표
편차

F
p
(유의
수 )

정서신념
(7 척도)

인지 재평가 143 3.03 .78 .875 .418

집 하여인식하기 127 2.94 .77

무처치(통제) 26 2.86 .59

자기낙인
(5 척도)

인지 재평가 143 2.36 .58 .883 .414

집 하여인식하기 127 2.28 .51

무처치(통제) 26 2.38 .60

사회
낙인
(4 척도)

인지 재평가 143 2.20 .58 1.562 .212

집 하여인식하기 127 2.13 .52

무처치(통제) 26 2.00 .66

도움추구
태도
(4 척도)

인지 재평가 143 2.68 .36 3.074 .048

집 하여인식하기 127 2.76 .37

무처치(통제) 26 2.89 .79

도움추구
의도
(4 척도)

인지 재평가 143 2.63 .44 .439 .645

집 하여인식하기 127 2.67 .48

무처치(통제) 26 2.58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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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추구태도는 무처치 통제집단의 평균 수가 다른 2개의 개입

집단보다 높아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2개

의 개입의 효과를 비교하기 한 사 동질성을 확보하기 해 인

지 재평가와 집 하여 인식하기 개입 2개 집단의 t-test를 실시하

여 사 동질성 검증을 확보하 다.

표 14.사 문 도움 추구의도에 한 집단 차이 검증 결과

개입유형 사례수 평균 표 편차 df t(유의확률)

문

도움

추구

태도

인지

재평가
143 2.68 .36

268
-1.726

(0.086)집 하여

인식하기
127 2.76 .37

3)측정에 사용된 변인들의 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서신념, 정정서,부정정서,자기 낙인,사회

낙인, 문 도움 추구 태도, 문 도움 추구 의도의 변인들

의 상 계를 표 15에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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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측정에 사용된 변인들의 상 계 (N=296)

정서

신념

전 긍정

정서

후 긍정

정서

전 부정

정서

후 부정

정서

전 자기

낙인

후 자기

낙인

전 사회적

낙인

후 사회적

낙인
전 태도 후 태도

전 

의도

후

 의도

정서신념

전 긍정정서 .060

후 긍정정서 -.114 .351**

전 부정정서 .108 -.408** .011

후 부정정서 .101 -.077 -.344** .376**

전 자기낙인 .226** -.011 -.089 .103 .135*

후 자기낙인 .260** -.054 -.373** .061 .403** .597**

전 사회적낙인 .286** .027 .016 .218** .184** .507** .404**

후 사회적낙인 .302** -.029 -.198** .205** .404** .307** .585** .699**

전 태도 -.198** -.037 .072 .001 .014 -.430** -.388** -.320** -.263**

후 태도 -.235** .043 .308** .013 -.173** -.356** -.563** -.220** -.399** .687**

전 의도 -.120* -.026 .065 .106 .026 -.276** -.287** -.131* -.128* .445** .469**

후 의도 -.127* -.017 .138* .127* -.038 -.239** -.373** -.156* -.254** .467** .560** .837**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양쪽).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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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 도움 추구에 소극 인 상의 특성

상 분석 결과 정서신념과 사회 낙인과 자기 낙인의 정 상 이 확

인되었다.부정 인 정서신념이 높을 때 사회 낙인이 높은 것으로,자

기 낙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서신념과 문 도움 추구 태도와 의도의 부 상 이 확인되

었다.부정 정서신념이 높을 때 문 도움 추구 태도는 부정 인 태

도를 보이고, 문 도움 추구 의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정서신념이 높을 때 사회 낙인이 높고,자기 낙인이 높으며,

문 도움 추구 태도는 부정 이고, 문 도움 추구 의도는 낮아서

문 도움 추구의 소극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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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지 재평가가 낙인 감소에 미치는 향

1) 사회 낙인에 미치는 향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와 낙인 상황 집 하여 인식하기 개입이 사

회 낙인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해 이원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

다.독립변수로 정서신념(높은 부정 정서신념,낮은 부정 정서신념),

개입 유형(인지 재평가,집 하여 인식하기)을 설정하고 공변량에 개입

이 사회 낙인을 설정하고 종속변수로 개입 이후 사회 낙인을 입력

하 다.공변량 분석을 실시하기 해 Levene의 오차변량 등분산 가정

검정을 실시하 다.F값이 p<.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므로 각 집단의 변량은 동질 이라고 할 수 있

다.

표 16.오차변량 동일성에 한 Levene의 검정 결과

F df1 df2 유의수

1.806 3 224 .147

정서신념과 개입 유형에 따른 사회 낙인의 사 수,사후 수,사

수를 통제한 교정 수의 평균과 표 편차는 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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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사 ,사후,교정된 사회 낙인 서술통계

집단

높은 부정 정서신념 낮은 부정 정서신념

사 평균

(표 편차)

사후평균

(표 편차)

교정

사후평균

사 평균

(표 편차)

사후평균

(표 편차)

교정

사후평균

인지

재평가

2.38 2.26 2.13a 2.05 1.91 2.03a

.60 .66 .05 .52 .52 .06

사례수 67 52

집 하여

인식하기

2.19 2.37 2.38a 2.14 2.25 2.30a

.49 .55 .06 .53 .58 .06

사례수 58 51

부정 정서신념이 높으면서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를 한 집단의

사회 낙인 사 평균은 2.38에서 교정 사후평균 2.13으로 감소하 다.

이에 비해 부정 정서신념이 높으면서 집 하여 인식하기를 한 집단의

사회 낙인은 사 평균이 2.19에서 교정 사후평균 2.38로 증가하 다.

부정 정서신념이 낮으면서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를 한 집단의

사회 낙인 사 평균은 2.05에서 교정 사후평균 2.03로 차이가 거의 없

다.부정 정서신념이 낮으면서 집 하여 인식하기를 한 집단의 사회

낙인은 사 평균 2.14에서 교정 사후평균 2.30으로 증가하 다.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 이후 사회 낙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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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된 사후 사회 낙인이 정서신념과 개입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한 공변량 분석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교정된 사회 낙인 수 에 한 공변량분석결과

변량원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사 사회

낙인 (공변량)
38.114 1 38.114 220.530 .000

개입유형 3.930 1 3.930 22.740 .000

정서신념집단 .442 1 .442 2.560 .111

개입유형 *

정서신념집단
.003 1 .003 .016 .898

오차 38.541 223 .173

수정 합계 83.077 227

사 사회 낙인의 향을 통제한 후 교정된 사후 사회 낙인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개입 유형의 F통계값은 22.74,유의 확

률은 유의수 .01에서 개입 유형에 따라 교정된 사후 사회 낙인 수

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인지 재평가의 사회 낙인 감소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인지 재평가와 집 하여 인식하기의 사회 낙인의 사 사후를 비

교할 때 인지 재평가 이후 사회 낙인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집 하여 인식하기를 한 라시보 통제집단에서는 사회

낙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신념집단 간 사회 낙인 감소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사회 낙인에 한 정서신념집단과 개입유형 간의 상호작용 효

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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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 낙인에 미치는 향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와 낙인 상황 집 하여 인식하기 개입이 자

기 낙인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해 이원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

다.독립변수로 정서신념집단과 개입 유형을 설정하고 공변량에 사 자

기 낙인을 설정하고 종속변수로 사후 자기 낙인을 입력하 다.공변량

분석을 실시하기 해 Levene의 오차변량 등분산 가정 검정을 실시하

다.여기서 F값이 p<.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므로 각 집단의 변량은 동질 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9.오차변량 동일성에 한 Levene의 검정 결과

F df1 df2 유의수

.080 3 224 .971

정서신념(높은 부정 정서신념,낮은 부정 정서신념)과 개입 유형

(인지 재평가,집 하여 인식하기)에 따른 자기 낙인의 사 수,사

후 수,사 수를 통제한 교정 수의 평균과 표 편차는 표 20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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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사 ,사후,교정된 자기 낙인 서술통계

집단

높은 부정 정서신념 낮은 부정 정서신념

사 평균

(표 편차)

사후평균

(표 편차)

교정

사후평균

사 평균

(표 편차)

사후평균

(표 편차)

교정

사후평균

인지

재평가

2.51 2.37 2.25a 2.24 2.03 2.10a

.67 .62 .06 .47 .47 .07

사례수 67 52

집 하여

인식하기

2.32 2.49 2.50a 2.23 2.30 2.37a

.55 .68 .06 .53 .64 .07

사례수 58 51

부정 정서신념이 높으면서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를 한 집단의

자기 낙인 사 평균은 2.51에서 교정 사후평균 2.25로 감소하 다.이에

비해 부정 정서신념이 높으면서 집 하여 인식하기를 한 라시보 통

제집단의 자기 낙인은 2.32에서 교정 사후평균 2.50으로 증가하 다.

부정 정서신념이 낮으면서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를 한 집단의

자기 낙인 사 평균은 2.24에서 교정 사후평균 2.10으로 감소하 다.부

정 정서신념이 낮으면서 집 하여 인식하기를 한 라시보 통제집단의

자기 낙인은 사 평균 2.23에서 교정 사후평균 2.37로 증가하 다.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 이후 부정 정서신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각각 자기 낙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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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원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

확률

사 자기 낙인

(공변량)
32.849 1 32.849 143.367 .000

개입유형 3.901 1 3.901 17.024 .000

정서신념집단 1.088 1 1.088 4.750 .030

개입유형 *

정서신념집단
.007 1 .007 .033 .857

오차 51.095 223 .229

수정 합계 90.185 227

교정된 사후 자기 낙인이 정서신념과 개입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한 공변량 분석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교정된 자기낙인수 에 한 공변량분석결과

사 자기 낙인의 향을 통제한 후 교정된 사후 자기 낙인의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개입유형의 F통계값은 17.024,유의 확률은

유의수 .01에서 개입유형에 따라 교정된 사후 자기 낙인 수 에 유의

한 차이가 있고,정서신념집단구분의 F통계값은 4.75,유의확률은 유의

수 .05에서 정서신념집단에 따라 교정된 사후 자기 낙인 수 에 유의

한 차이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인지 재평가의 자기 낙인 감소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인

지 재평가와 집 하여 인식하기의 자기 낙인 사 사후를 비교할 때

인지 재평가 이후 자기 낙인의 유의미한 감소가 확인되었다.

정서신념집단 구분에 따른 자기 낙인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높은 부정 정서신념과 낮은 부정 정서신념 집단에서

자기 낙인 감소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자기 낙인에 한 정서신념집단과 개입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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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지 재평가가 문 도움 추구에 미치는 향

1) 문 도움 추구 태도에 미치는 향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와 낙인상황 집 하여 인식하기 개입이

문 도움 추구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해 이원 공변량 분석

을 실시하 다.독립변수로 정서신념(높은 부정 정서신념,낮은 부정

정서신념),개입 유형(인지 재평가,집 하여 인식하기),공변량에 사

문 도움 추구 태도,종속변수로 사후 문 도움 추구태도를 입력

하 다.공변량 분석을 실시하기 해 Levene의 오차변량 등분산 가정

검정을 실시하 다.F값이 p<.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므로 각 집단의 변량은 동질 이라고 할 수 있

다.

표 22.오차변량 동일성에 한 Levene의 검정 결과

F df1 df2 유의수

.403 3 224 .751

정서신념과 개입유형에 따른 문 도움 추구 태도의 사 수,사

후 수,사 수를 통제한 교정 수의 평균과 표 편차는 표 23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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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사 ,사후,교정된 문 도움추구 태도 서술통계

집단

높은 부정 정서신념 낮은 부정 정서신념

사 평균

(표 편차)

사후평균

(표 편차)

교정

사후평균

사 평균

(표 편차)

사후평균

(표 편차)

교정

사후평균

인지

재평가

2.61 2.79 2.87a 2.78 2.93 2.89a

.39 .39 .03 .31 .36 .04

사례수 67 52

집 하여

인식하기

2.73 2.67 2.66 2.78 2.81 2.76a

.38 .37 .03 .36 .36 .04

사례수 58 51

부정 정서신념이 높으면서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를 한 집단의

문 도움 추구 태도 사 평균은 2.61에서 교정 사후평균 2.87로 증가

하 다.부정 정서신념이 높으면서 낙인에 한 집 하여 인식하기를

한 집단의 문 도움 추구 태도의 사 평균은 2.73이었고 교정 사후

평균은 2.66이었다.

부정 정서신념이 낮으면서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를 한 집단의

문 도움 추구 태도 사 평균은 2.78에서 2.89로 다소 증가하 다.

부정 정서신념이 낮으면서 집 하여 인식하기를 한 집단의 문 도

움 추구 태도의 사 평균은 2.78에서 교정 사후평균은 2.76으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 이후 문 도움 추구 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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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된 사후 문 도움 추구 태도가 정서신념과 개입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한 공변량 분석결과는 표 24와 같다.

표 24.교정된 문 도움 추구 태도 수 에 한 공변량분석결과

변량원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사 문

도움 추구 태도

(공변량)

16.249 1 16.249 245.991 .000

개입유형 1.524 1 1.524 23.070 .000

정서신념집단 .189 1 .189 2.857 .092

개입유형 *

정서신념집단
.097 1 .097 1.471 .227

오차 14.730 223 .066

수정 합계 32.798 227

사 문 도움 추구 태도의 향을 통제한 후 교정된 사후 문

도움 추구 태도의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개입유형의 F통계

값은 23.070,유의확률은 유의수 .01에서 개입유형에 따라 교정된 사

후 문 도움 추구 태도 수 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다.

인지 재평가의 문 도움 추구 태도 증가 효과는 통계 으로 유

의하 다.인지 재평가와 집 하여 인식하기의 문 도움 추구 태

도의 사 사후를 비교할 때 인지 재평가 이후 문 도움 추구 태

도의 증가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서신념집단 구분에 따른 문 도움 추구 태도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문 도움 추구 태도에 한 정서신념집단과 개입유형 간의 상호

작용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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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 도움 추구 의도에 미치는 향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와 낙인상황 집 하여 인식하기 개입이 문

도움 추구 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해 이원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 다.독립변수로 정서신념집단과 개입유형,공변량에 사 문

도움 추구 의도,종속변수로 사후 문 도움 추구 의도를 입력하 다.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기 해 Levene의 오차변량 등분산 가정 검정을

실시하 다.F값이 p<.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가설

을 기각하지 못하므로 각 집단의 변량은 동질 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5.오차변량 동일성에 한 Levene의 검정 결과

F df1 df2 유의수

1.051 3 224 .371

정서신념과 개입유형에 따른 문 도움 추구 의도의 사 수,사

후 수,사 수를 통제한 교정 수의 평균과 표 편차는 표 26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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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사 ,사후,교정된 문 도움 추구 의도 서술통계

집단

높은 부정 정서신념 낮은 부정 정서신념

사 평균

(표 편차)

사후평균

(표 편차)

교정

사후평균

사 평균

(표 편차)

사후평균

(표 편차)

교정

사후평균

인지

재평가

2.58 2.71 2.78a 2.69 2.82 2.78a

.43 .50 .03 .44 .47 .04

사례수 67 52

집 하여

인식하기

2.68 2.68 2.66a 2.69 2.74 2.71a

.57 .58 .04 .43 .47 .04

사례수 58 51

부정 정서신념이 높으면서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를 한 집단의

문 도움 추구 의도 사 평균은 2.58에서 교정 사후평균 2.78로 증가

하 다.부정 정서신념이 높으면서 집 하여 인식하기를 한 라시보

통제집단의 문 도움 추구 의도 사 평균은 2.68에서 교정 사후평균

2.66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부정 정서신념이 낮으면서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를 한 집단의

문 도움 추구 의도 사 평균은 2.69에서 교정 사후평균 2.78로 다소

증가하 다.부정 정서신념이 낮으면서 집 하여 인식하기를 한 집단

의 문 도움 추구 의도 사 평균은 2.69에서 교정 사후평균 2.71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 이후 문 도움 추구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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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된 사후 문 도움 추구 의도가 정서신념과 개입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한 공변량 분석결과는 표 27과 같다.

표 27.교정된 문 도움 추구 의도 수 에 한 공분산분석결과

변량원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사 문

도움 추구 의도

(공변량)

41.013 1 41.013 556.020 .000

개입유형 .526 1 .526 7.132 .008

정서신념집단 .045 1 .045 .606 .437

개입유형 *

정서신념집단
.036 1 .036 .487 .486

오차 16.449 223 .074

수정 합계 58.062 227

사 문 도움 추구 의도의 향을 통제한 후 교정된 사후 문

도움 추구 의도의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개입유형의 F통계

값은 7.132,유의확률은 유의수 .01에서 개입 유형에 따라 교정된 사

후 문 도움 추구 태도 수 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다.

인지 재평가의 문 도움 추구 의도 증가 효과는 통계 으로 유

의하 다.인지 재평가와 집 하여 인식하기의 문 도움 추구 의

도의 사 사후를 비교할 때 인지 재평가 이후 문 도움 추구 의

도의 증가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서신념집단 구분에 따른 문 도움 추구 의도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문 도움 추구 의도에 한 정서신념집단과 개입유형 간의 상호

작용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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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 도움 추구 의도 확인에 미치는 향

문 도움 추구에 소극 인 상인 부정 정서신념 집단에서의 인

지 재평가 개입이 문 도움 추구 의도 확인에 미친 효과를 알아보

기 하여 응표본 t검정에 의하여 사 과 사후를 비교하 다.결과는

표 28과 같다.

표 28.개입 유형에 따른 문 도움추구의도확인 t검정 결과

평균 표 편차 사례수 t 유의확률

인지

재평가

도움추구

의도확인

(4 척도)

사 2.42 .655 67

-4.493 .000

사후 2.70 .603 67

집 하여

인식하기

도움추구

의도확인

사 2.67 .659 58

-1.517 .135

사후 2.78 .622 58

문 도움 추구 의도 확인은 상담 심리치료를 받으러 가겠다고

표시한 문제 역에서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내 자신에

한 정 인 이미지가 바 더라도 상담을 받으러 가겠다는 문항으로

측정하 다.부정 정서신념이 높은 집단에서 인지 재평가를 받은

집단에서 문 도움 추구 의도 확인의 사 평균은 2.42에서 사후평균

2.70으로 증가하 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라시보 개입인 낙인상

황 집 하여 인식하기를 받은 집단에서 의도확인의 사 평균은 2.67에

서 사후평균 2.78으로 증가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높은 부정 정서신념 집단에서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 이후

문 도움 추구 의도 확인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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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논 의

본 연구는 문 도움 추구의 사회 낙인이 내재화되는 되는 과정을

방해하여 낙인을 감소하고 문 도움 추구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개

입의 가능성과 효과를 살펴보기 해 수행하 다.이를 해 문 도

움 추구에 소극 인 상을 확인하기 한 정서신념 검사를 실시한 후,

우울한 상황에서 상담 받는 것을 고민하며 상담에 한 부정 인식을

걱정하는 시나리오를 제공한 뒤,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를 실시하

다.낙인상황 집 하여 인식하기를 실시한 라시보 통제집단을 설정하

여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가 낙인 감소와 문 도움 추구 증가에

미치는 향을 비교하여 확인하 다.이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론 의미와 시사 을 논의하고,연구의 의의와 제한 과 후속연구에

한 제언을 기술하 다.

1.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의 효과

연구문제 1은 사회 낙인이 지각되는 상황에서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가 라시보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낙인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

문 도움 추구 증가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한 것이었다.연구

문제 2는 높은 부정 정서신념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가 사회 낙인,자기 낙인, 문 도움 추구에 미치는 향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었다.우선 문 도움 추구에 소극 인 집단을

분류하기 해 정서신념과 다른 변인간의 상 분석을 실시하 다.분석

결과 정서신념과 사회 낙인과 자기 낙인의 정 상 이 확인되었고,

문 도움 추구 태도와 의도와는 부 상 이 확인되었다.부정 정서신



-84-

념이 높을 경우 사회 낙인과 자기 낙인이 높고 문 도움 추구 태도

와 의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부정 정서신념이 높은 집단이

문 도움 추구에 소극 이고 부정 인 상임을 확인하고 집단을 구분

하고 분석을 실시하 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의 낙인감소와 문

도움 추구 개선에 한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었다.인지 재평가 집단

과 라시보 통제 집단의 사회 낙인 감소를 비교한 결과,인지 재평

가 집단의 사회 낙인 감소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이에 비해 라

시보 통제집단에서는 사회 낙인이 증가하 다.인지 재평가 집단과

라시보 통제집단의 자기 낙인 감소를 비교한 결과 인지 재평가 집단

의 자기 낙인 감소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라시보 통제집

단에서는 자기 낙인이 다소 증가하 다.인지 재평가 집단과 라시보

통제집단의 문 도움 추구 태도의 증가를 비교한 결과 인지 재평가

집단에서 문 도움 추구 태도의 증가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인

지 재평가 집단과 라시보 통제집단의 문 도움 추구 의도의 증가

를 비교한 결과 인지 재평가 집단에서 문 도움 추구 의도의 증가

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라시보 통제집단과 비교분석하여 4개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가 사회 낙인 감소와

자기 낙인 감소, 문 도움 추구 태도의 증가와 의도의 증가에 유의미

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통계 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Heijnder와 VanDerMeij(2006)가 낙인감소 략을

개입수 에 따라 분류하고 효과를 분석한 리뷰연구에서 개인수 에서 정

신장애에 한 낙인감소개입의 효과 인 근으로 인지행동치료를 제시

한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Chan과 동료들(2005)이 환자를 상으로 인

지 재구성이 낙인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국내에서는 조 병 환자들을 상으로 내재화된 낙인 감소를

한 인지행동 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한 김미 (2014)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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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행연구들이 정신장애에 한 낙인을 감소하는데 인지행동개

입이 효과 임을 확인한 것이라면,본 연구는 문 도움 추구에 한

사회 낙인과 자기 낙인을 감소하는데 인지 재평가가 효과 임을 확

인하 다.

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문 도움 추구에 주요한 회피요인

인 낙인을 감소하는 것이 문 도움 추구 태도와 의도를 개선하는데

주요한 략이라고 한 제언을 경험 연구로 입증하 다.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로 낙인 감소와 문 도움 추구 개선을 확인한 것은

문 도움 추구에 해 더 부정 인 태도가 증가하는 것을 개선하

기 해 낙인을 감소하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Mackenzie와 동료

들(2014)의 제언을 입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서비스 갭 상을 개선하

기 해서는 문 도움 추구에 주요한 회피요인인 낙인을 감소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Vogel과 동료들(Vogeetal.,2007,2008,2013)의

연구결과와 정진철과 양난미(2011)의 논의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문 도움 추구에 한 낙인을 감소하는 략이 문

도움 추구 개선에 주요한 략임을 시사한다.

두 번째 연구문제로 높은 부정 정서신념 집단과 낮은 부정 정서신

념 집단에서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가 사회 낙인,자기 낙인, 문

도움 추구에 미치는 향의 차이를 확인하 다.인지 재평가를 받

은 높은 부정 정서신념 집단과 낮은 부정 정서신념 집단에서 차이가

유의미하게 검증된 변인은 자기 낙인이었다.사회 낙인과 문 도움

추구 태도와 의도의 정서신념집단 간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낙인을 지각하는 상황의 시나리오 자극 이후 낮은 부정 정서신념

집단에서 사회 낙인의 사 수는 높은 부정 정서신념 집단에 비해

낮았다.낮은 부정 정서신념 집단은 사회 낙인이 지각될 수 있는 상

황에서 낙인을 크게 지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 수도 비교 낮고 낙

인에 한 인지 재평가로 인한 차이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그런

데 자기낙인의 사 수를 보면 높은 부정 정서신념 집단과 낮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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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서신념 집단 각각에서 사회 낙인보다 자기 낙인의 수가 약간

높았다.즉 낙인 시나리오 자극으로 인해 사회 낙인이 자기 낙인에

향을 주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은 인지 재평가로 인해 자기 낙인이 높은 부정

정서신념집단과 낮은 부정 정서신념집단에서 각각 감소하 다는 것이

다.인지 재평가로 낮은 부정 정서신념 집단에서 사회 낙인은 사

사후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자기 낙인은 인지 재평가 이후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 다.사회 낙인이 자기 낙인으로 내재화되는

과정에 방해를 받아 자기 낙인이 감소하 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즉 낙

인에 한 인지 재평가로 인해 사회 낙인이 자기 낙인으로 내재화되

는 과정이 차단되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한 높은 부정 정서신념

집단의 자기 낙인 감소가 낮은 부정 정서신념집단의 자기 낙인 감소

보다 크게 나타난 것은 문 도움 추구에 소극 인 상에서도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가 효과 이었음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와 해석은 문 도움 추구에 한 최근의 사회 낙인과

자기 낙인의 계를 밝힌 Vogel과 동료들(2013,2015)의 연구결과와 제

언을 지지하고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Vogel과 동료들(2013)은 사

회 낙인이 자기 낙인으로 형성되는 내재화 과정을 차단하면 낙인 감소

에 효과 일 것이라고 제언하 다.이후 Vogel과 동료들(2015)은 사회

낙인이 자기 낙인으로 내재화되는 모형을 이론 모델로 제시하고 자료

를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여 경로를 확인하 다.본 연구의 결과는

Vogel과 동료들(2013,2015)의 결과와 제언에서 제시한 자기 낙인의 형

성 과정을 방해하여 낙인을 감소하는 것이 문 도움 추구 개선에 기

여할 것이라는 것을 경험 연구로 확인하 다는 에서 요한 시사

을 가진다.

내재화된 낙인 모델(Lanninetal.,2015)에서 문 도움 추구 의도

와 자존감을 측하는 유일한 변인은 문 도움 추구에 한 자기 낙

인으로 부 상 계 다.높은 자기 낙인은 낮은 문 도움 추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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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측한다고 제시하 다.본 연구의 결과인 인지 재평가 이후 자

기 낙인이 감소하고 문 도움 추구 태도와 의도가 증가한 것과 연

하여 해석해볼 수 있다.특히 낮은 부정 정서신념 집단에서 자기 낙인

이 감소하고 문 도움 추구에 한 태도와 의도가 다소 증가한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낮은 부정 정서신념집단의 사회 낙인은 사

사후 차이가 거의 없는데 비해 자기 낙인은 유의미한 감소가 확인되었

고, 문 도움 추구 태도와 의도도 유의미하게 증가하 다.이 결과는

Lannin과 동료들(2015)이 자기 낙인이 문 도움 추구의도를 유일하게

측하 다는 것과 연 지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본 연구에서는

자기 낙인과 문 도움 추구 의도와의 계에서 경로를 확인하지 않았

기 때문에,이 부분에 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후

속 연구에서 내재화된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자기 낙인의 감소가 문

도움 추구와 자존감에 미치는 향을 심층 으로 탐색해볼 필요가 있겠

다.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의 낙인 감소 효과를 Major와 O’

Brien(2005)의 낙인에 한 정체성 모델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사

회 낙인 지각이 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된다고 평가될 때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는 자발 반응으로 상황에 한 기존의 주

해석과 평가를 다시 하는 의지 반응을 강화시켰을 수 있다.의지

반응의 강화로 인하여 자존감에 향을 수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 해석을 후속연구에서 경험 연구로 확인하는 것을 고려

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낙인 감소 제언을 경험 연구

로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낙인감소개입에서 효과 인 활동요소를 확인하

여 낙인감소에 한 이해를 확장하 다고 볼 수 있다.인지 재평가가

문 도움 추구에 소극 인 상인 높은 부정 정서신념 집단에서도

낙인감소의 효과를 발생시킨 것에 해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인지

재평가를 비롯한 인지행동개입이 정신장애에 한 낙인 감소에서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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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보고되었고,본 연구를 통해 문 도움 추구에 한 낙인

감소에도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인지행동개입에 낙인 감소의 효과

를 발생시키는 특정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수 있다.김계

(2002)은 상담에서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의학 모델의 시를 들

어 활동요소(activeingredients)라고 설명하 다.김계 (2002)은 상담

심리치료에서도 효과를 발생시키는 특정요인(specificfactor)으로 상담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특수요인설과 보편 요인(commonfactor)으로 효과

가 발생한다는 공통요인설을 소개하며 특정요인에 한 이해의 요성을

이야기하 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인지 재평가가 낙인의

구성요소인 고정 념,편견,차별 가운데 고정 념에 활동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즉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가 기존의 낙인

에 한 고정 념에 인지 불일치를 일으키고 역고정 념을 형성하는데

성공하여,낙인에 한 고정 념과 부정 정보가 상쇄되어 낙인이 감소

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라시보 통제집단

에서 낙인 상황에 집 하여 인식하기는 낙인에 한 인지 수정을 가하

지 않고 있는 그 로의 생각,감정,느낌에 집 하여 경험하도록 한 것으

로 사회 낙인과 자기 낙인의 증가를 가져왔다.이에 비해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는 낙인의 인지 구성요소인 고정 념에 인지 수정을

가져오는 활동요소로 작동하 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역고정 념을 형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인지 도 을 주는

데 효과 인 내용 선정이 낙인 감소 개입을 계획할 때 요하게 고려할

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이러한 낙인 감소 기제에 한 해석은 이론

가정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후속 연구에서 낙인 감소에 한 심층

이해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한 들을 정리해보면 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는 개인 내

수 에서 사회 낙인이 자기 낙인으로 내재화되는 과정을 방해하는

데 성공하여 낙인 감소와 문 도움 추구 개선에 효과 이었으며,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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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내재화를 방해하는 활동요소가 포함된 개입이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문 도움 추구의 서비스 갭 상을 개선하기 해서는 효과

인 낙인감소 개입이 요하며,효과 인 낙인감소 개입이 이루어지기

해서는,교육, , 항과 같은 개입의 형태를 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합한 활동요소를 선정하는 것을 우선 으로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정서신념과 문 도움 추구

본 연구에서는 정서신념 척도를 새로이 번안해서 문 도움 추구와

계를 확인한 결과,부정 정서신념이 높을 때 사회 낙인을 높게 지

각하고 문 도움 추구에 부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결과는

Komiya와 동료들(2002)의 연구에서 정서의 경험 표 에 해 폐쇄

인 사람일수록 상담에 한 낙인을 강하게 지각한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

사하다.

Rimes와 Chalder(2010)는 부정 정서에 한 생각과 경험을 받아들

이기 힘들어하는 경향은 정서에 한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혼자 가지고 있도록 하여 사회 상호작용을 피하고 도움을 추구

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하며 이것을 안 추구행동의 일환으로 제시한다.

안 추구행동의 일환으로 문 도움 추구에 소극 이게 되는 것을

인간의 동기와 정서를 조 이론(RegulationFocusTheory)으로

설명한 Higgins(1998,2000)의 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조

이론에서는 방 (preventionfocus)과 향상 (preventionfocus)이

있는데,이로움에 근하려는 조 유형을 향상 이라 하고 손실을 회

피하려는 조 유형을 방 이라 한다(조명 ,2009). 방 을 가진

사람들은 안 ,의무,당 혹은 책임과 같이 개인이 잃을 수 있는 부정

인 결과에 조 을 두게 되어 안 욕구,강한 당 들,손실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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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들이 향을 주는 요인들로 작용한다(Higgins,1998;Higgins,2000)

고 본다.이와 비되게 향상 (preventionfocus)을 가진 사람들은 이

상,희망,진보,성취 혹은 포부와 같이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정 인

결과에 조 을 두기 때문에,상향 사후 가정 사고를 하는 것과

상 으로 련 있다고 본다(조명 ,2009).

Higgins(1998,2000)의 에서 볼 때 부정 정서신념이 높을 때

문 도움 추구에 소극 이게 되는 결과는 방 과 연 된다고 볼 수

있다.부정 정서신념이 높은 사람은 상담할 때 경험하는 부정 정서

와 생각을 회피하고자 하는 안 추구행동으로(Rimes& Chalder,2010),

어려움을 해결하기 해 새로운 안인 문 도움을 추구하기 보다는

기존의 안인 혼자 갖고 있는 것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이것은 상담이

라는 새로운 상품을 선택하지 않고 상담을 찾지 않는 기존의 안

(statusquo)을 강하게 고수하여 자기조 이론에서 손실을 회피하려

는 방 의 하향 동기를 가진 사람의 반응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요약하면 부정 정서신념이 높을 경우 방 을 가지고 있을 수 있

다는 이다. 방 으로 인해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고 기존의 안

을 고수하려는 동기가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상담을 찾지 않

는 문 도움 추구의 소극 이고 부정 인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다.이 부분은 후속연구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겠다.

만약 방 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향상 을 가지도록 개입할 수

있다면,상담을 통해 개인이 얻을 수 있는 결과와 성취나 극복에 을

두게 되어 상담이라는 활동 혹은 상품에 근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

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서비스 갭 상 개선을 한 다양한 시도의 차원에서 향후 후속연구에

서는 부정 정서신념과 방 의 계를 악해볼 수 있겠다. 한

두 변인의 계가 문 도움 추구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탐색하고

방 을 향상 으로 변화하도록 하는데 향을 수 있는 개입을

모색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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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국내연구에서는 시작단계인 개인내 수 에서 문 도움 추

구에 한 낙인 감소 개입을 구성하고 실시하여 효과를 확인하 다는

이다.몇 회기로 구성되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개입이 아닌 일회성 개입

에서도 효과를 확인한 것이 의의가 있다.상담 인식 개선을 한 교육

로그램 개발에 용되어 활용되기를 기 한다.

둘째,낙인에 한 인지 재평가의 낙인감소 효과는 낙인이 내재화되

는 과정을 방해하는 것과 낙인의 구성요소인 고정 념에 한 역고정

념 형성과 활성화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이처럼 개입의 효과를 기

하기 해서는 개입하려는 상과 특성에 한 이해를 기반으로 연구

모형을 세우고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활동요소를 선정하는 것이 요하

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셋째,정서신념 척도를 번안하여 정서에 련된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되는 새로운 변인 하나를 추가하 다.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고 기

존의 안을 고수하려고 하는 즉 상담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상담을 찾지

않는 방 을 가진 상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이라고 생각된

다.심리 안녕감과 개인의 행복에 한 연구에서도 사용해 볼 수 있는

변인이라 생각되어 향후 후속연구를 자극하 다고 본다.

넷째,설문조사 형태로 실시된 실험방식에 해서이다.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일 일 실험이 아닌 일반 강의실에서 집단실험으로 설문지에 제

시된 지시문에 따라 진행되도록 설계하 다.자발 참여자를 일 일로

만나서 실험을 하는 것보다는 자료수집이 용이하고 다양한 학에서 자

료 수집을 통해 표집이 어떤 특정 학의 학생들로 편 되지 않았다.연

구자가 일 일로 하는 실험은 연구자 자체가 가외변인이 될 수 있어서

그러한 향을 배제할 수 있었다.그러나 강의실 환경이 실험 몰입에

향을 수가 있어서 가외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실험에 몰입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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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수집의 양보다 질을 고려해야하는 실험설계에서는 용하기가 용이하

지 않다.행동반응을 찰하거나 기록해야하는 자료수집의 경우에는

용하기 어렵다.그러나 연구주제에 따라서 개별 개입을 일 일로 하지

않고 지시문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단 실험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여 분석에 필요한 사례수를 확보할 수 있다.본 연구를 통해 연구문제와

실험설계에 따라 자료 수집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

한 것이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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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한 후속연구를 한 제언

후속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의 상은 학생으로 무료로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상이다.상담을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에게 있어서 이 연구의 결

과를 용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상담은 다른 소비재와 같이 충동

으로 구매를 하지 않고 계획 행동이론에 근거하여 상담을 찾는 결정

을 한다(문수정,2011)고 본다.이런 에서 볼 때 상담에 한 낙인을

감소하는 것이 상담을 찾는 것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일반화하기에

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그럴지라도 낙인은 문 도움 추구에 있어

주요한 회피요인이어서 상담을 받는 의사결정에 큰 방해물임에는 틀림없

다.낙인과 문 도움 추구의 계를 밝히는 연구뿐만 아니라 이 낙인

을 감소하여 상담의 회피요인을 이는 후속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상담 장에서 용할 수 있는 로그램들이 개발될 수 있기를 기 한

다.

둘째,정서신념 척도의 원 자는 변화에 한 민감성을 확보하 다

(Rimes& Chalder,2010)고 보고하 다.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자극을

읽기 에 정서신념집단을 분류하기 해 사용하 다.사후 검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서 척도의 변화에 한 민감성을 확인하지 못했다.향후

연구에서는 정서신념 척도를 사후 검사에 포함하여 사 사후 변화의 민

감성을 확인하면 좋을 것이다. 한 정서신념 척도를 다른 정서 련 척

도와 같이 연구에 사용하여 내담자들의 정서특성에 한 이해를 확장시

키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낙인 감소 개입으로 실시된 인지 재평가를 상담회기에서 용

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낙인은 선행연구들에서는 상담 심리치료를

지속하지 않고 단하게 되는 이유 에 하나(Wade,Post,Cornish,

Vogel& Tucker,2011)로 낙인이 언 되고 있다.본 연구의 결과로 낙

인에 한 역고정 념을 형성하여 기존의 부정 정보를 상쇄시키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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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재평가를 상담 기에 용하 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이러한 용 연구결과들이 도출될 때 상담 장에서 실

제 으로 낙인 감소개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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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IRB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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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정서신념(Beliefs about emotions scale) 원저자 사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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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정서신념(Beliefs about emotions scale) 척도 원문

Beliefs about Emotions Scale 

Rimes, K.A. & Chalder, T. (2010). The Beliefs about Emotions Scale: 
Validity, Reliability and Sensitivity to Clinical Chang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68, 295-282.

The version given overleaf does not have a time referent, but you 
may wish to ask participants to rate their beliefs over the past week, 
if you are interested in using it before and treatment, for example. 

Response options are provided from left to right: “Totally agree”, 
“Agree very much”, “Agree slightly”, “Neutral”, “Disagree slightly”, 
“Disagree very much” and “Totally disagree”. Responses are scored 6, 
5, 4, 3, 2, 1, and 0 respectively.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Katharine Rimes at 
Katharine.Rimes@kcl.ac.uk

Please see overleaf for th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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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 
muc

h

Tota
lly 

disa
gree

It is a sign of weakness if I have 
miserable thoughts. 

If I have difficulties I should not admit 
them to others.

If I lose control of my emotions in front 
of others, they will think   less of me. 

I should be able to control my emotions.

If I am having difficulties it is important 
to put on a brave face.

If I show signs of weakness then others 
will reject me.

I should not let myself give in to negative 
feelings.

I should be able to cope with difficulties 
on my own without turning   to others 
for support.

To be acceptable to others, I must keep 
any difficulties or negative   feelings to 
myself.

It is stupid to have miserable thoughts.

It would be a sign of weakness to show 
my emotions in public.

Others expect me to always be in control 
of my emotions.

Beliefs about Emotions Scale (Rimes & Chalder, 2010)

 Please tick the column that best describes how you think. Please note that 
because people are different, there are no right or wrong answers to these 
statements. To decide whether a given answer is typical of your way of 
looking at things, simply keep in mind how you think most of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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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 참가자 모집 공고문

연구 참가자 모집

연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 연구의 실험은 학생들의 문 도움 추구 행동에 한 이해

를 돕기 해 실시되는 것으로 진술문과 지시문을 읽고 설문에 응

답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참가자격 : 학에 재학 인 남녀학생

제외기 :선정기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외

소요시간 :약 40분 소요

실험장소 : 의 후 공지

실험날짜 :2015년 10월 20일 ~ 11월 10일

실험방법 :설문의 안내에 따라 시나리오와 지시문을 읽고 응답해주

시면 됩니다.

실험신청방법 :<설문 실험 참가> 안내문을 보고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e-mail:0000000@snu.ac.kr 는 문자 000-0000-0000으로

이름과 연락처,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거나 안내문에 공지된 설문

실시 날짜에 설문 장소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해주시는 분께는 실험 참여 후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학교 교육학과 상담 공 박사과정 이은주

e-mail:000000000@snu.ac.kr

moile: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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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1번 낙인에 대한 인지적 재평가 설문지

IRB No. 1510/002-012    유효기간: 2016년 10월 15일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정서신념과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관한 사례를 수집

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여러분은 실험자의 안내에 따라서 질문지를 작성하시

면 됩니다. 

응답해주신 결과는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

용되지 않습니다.  

각 문항에 정해진 답이 없으니 본인의 생각대로 솔직하게 한 문항도 빠짐없

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실시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문항에 체크하지 

마시고 제출하여 주십시오. 

안내된 지시문을 잘 읽고 제시된 모든 질문들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응답해주

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지도교수: 김계현

연 구 자: 교육상담 박사수료 

이은주 (mercy510@snu.ac.kr)

1. 성별  ①남     ②여

2. 연령  (만   세)

3. 학년  ①1학년    ②2학년    ③3학년   ④4학년  ⑤기타

4. 인종  ①한국인   ②일본인   ③중국인   ④기타

5. 전공계열  ①인문계열   ②사회계열     ③자연계열     ④공학계열   ⑤예체능계열 

6. 상담을 받고 계신 중이거나 이전에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회기 50분)

   ① 있음 ② 없음 ③ 현재 상담 서비스 이용 중

   현재 받고 있다면 몇 회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    )회

7. 추후 인터넷을 통해 추가 설문 응답을 위해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원치 않으시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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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로 

동

한다

매우 

동

한다

어느 

도 

동

한다

보통

다

어느 

도 

동

하지 

않는

다

매우

동

하지

않는

다

로 

동

하지 

않는

다

6 5 4 3 2 1 0

1
내가 참한 생각  한다는 것  약하다는 시

다.

2
내가 가진 어 움  다  사람에게 드러내 는 

안 다. 

3
다  사람 앞에  내 감  통  는다  그

들  나  하찮게 볼 것 다.

4 나는 내 감  통 할 수 어야 한다.

5
내가 어 움  갖고 는 상태라  태연한 척하

는 게 요하다.

6
내가 라도 약  보  사람들  나  

거 할 것 다.

7
내 스스   에 복하게 해 는 안 

다.   

8
나는 다  사람들  도움에 지하지 않고 나 

 어 움에 처할 수 어야한다.

9

다  사람들에게 아들여지  해 나는 어떠한 

어 움 나  느낌 라도 나  갖고 

어야 한다. 

10 참한 생각  하는 것  어리 다.

11
공개  내 감  보 는 것  약하다는 

시 다.

12
다  사람들  내가 언 나 내 감  잘 통 하

 한다. 

설문을 시작합니다. 

각 항  고 당신  생각  가장 잘 한 곳에 시하십시 . 사람  다

므   지  항에 맞는 답 나 틀린 답 란 없습니다. 당신  사  

라보는  식과 당신  평 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순  떠  보  

답해 주시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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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을 천천히 한 문장씩 상상하며 읽어주세요. 

당신이 실제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몰입하여 읽어주세요. 

나는 3개월 전에 만나던 애인과 헤어졌다. 그래서 나는 우울함을 느

끼고 수업에 집중하는 게 힘들었다. 이전과 다르다고 느끼면서 몇 

주간 힘들었다. 심지어 하루 종일 피곤하고, 거의 매일 밤마다 잠드

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전처럼 못먹고 몸무게도 줄었다. 일을 집중

해서 할 수 없고 어떤 결정을 내리던지 미루게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담센터를 찾아가도 될까 생각한다. 사람들은 상

담을 찾아가는 것을 나약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하는 것

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다. 상담을 찾아가는 사람을 주변에 가

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만약 내가 상담을 받으러 간 것

을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알게 되면 나를 심각하게 문제가 있거나 걱

정스럽고 좋지 않게 볼 것 같다. 

한 몰 하여  다  장 로 겨 질 에 답해주 요. 

앞   내용  잘 납득하고 해할 수 었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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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매우

그 다

1 2 3 4 5 6 7 8 9 10

앞서 제시된 내용을 천천히 읽고 아래의 질문에 응답해주세요. 

다 에 나 는 각 단어는 감 나  술한 것 니다. 각 단어  고 지  현재 당

신  느끼는  도  가장 잘 나타낸 곳에 ∨  해 주십시 . 

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미  느끼는 1 2 3 4 5

2 짜증스러운

3 운

4 신  짝 차린

5

6 수 스러운

7 마  상한

8 충만한(생각 나 아 어 등 )

9 강한

10 장한

11 죄책감 드는

12 결 에 찬

13 겁에 질린

14 주  

15

16 심 나는

17 열

18 찬

19 랑스러운

20 운



-118-

간  사람들  가에게 도움  하는 것에 해 고민하게 니다. 러한 상  도움

 하는  미하는 가 엇 지에 해 생각하게 합니다.  당신  어떻게 

할 것 지  하는 각 항목에 해 5  척도  사용하여 그 도  시해주십시 . 

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않

다

보통

다

그렇

다

아주

그렇

다

1

심리  도움   해 상담 (심리 료사)     

찾아간다  나 신에 해 충 하다고 느낄   

것 다.

1 2 3 4 5

2
가  도움  한다 하 라도 나  신감   

지 않  것 다.

3
심리  도움  하는 것  나 신   지  지 

못한 사람  만드는 것 다. 

4
상담 (심리 료사)에게 야 한다  나  

아 감  향상  것 다. 

5
단지 상담(심리 료)   택한 것 에   

나 신에 한 생각  변하지는 않  것 다. 

6
상담 (심리 료사)에게 도움  요청하  나는 

열등감  느낄 것 다. 

7
가  도움  하는 택  하 라도 

나 신에 해 게 느낄 것 다. 

8
상담(심리 료)  는다 , 나는 신에게 

 만 할 것 다. 

9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에 해 가  

도움  한다하 라도 나  신감  그  

지  것 다. 

10
내가 가진  스스  해결할 수 없다  

나 신에 해 실망할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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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항에   상담(심리 료)  는 것에 한 당신  생각과 느낌에 가장 

합하는 숫  시해주십시 .

아니

다

아니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계  해          

상담 (심리 료)  는 것  사  낙  

가 다.

1 2 3 4

2

   계  해          

상담(심리 료)  는 것  개  약함 나      

충 함  시 다. 

3

그/그 가 상담(심리 료)  고 다는 것      

알게  사람들  그 사람   우  

볼 것 다.

4
신  상담(심리 료)  고 다는 사실       

사람들에게 숨 는 것  하다.

5
사람들   상담(심리 료)  는         

사람들   아하는 경향  다. 



-120-

다  각 항  여러  잘 나타내  4   4 에 가 운 숫 에, 여러  잘 나타내

지 못하  1   1 에 가 운 숫 에 동그라미  쳐 주십시 . 

혀

그렇지 

않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만약 신  붕 고 다고 생각  나는 

우   도움  할 것 다. 
1 2 3 4

2

신   상담 (  심리 료사)  하

는 것   갈등  해결하는    

법  아닌 것 같다.

3

만약 내가 재 심각한   겪고 

다  상담(심리 료)  안  찾  것 라고 

신한다.

4

 도움  지 않고 신  갈등 나 

움  극복하 는 사람  태도는 경할 만하

다. 

5

만약 내가 랜 간 동안 안과 걱  고통 

았다  상담(심리 료)과 같   도움  

하겠다. 

6
나는 언 가 심리   상담(심리 료)  

 원한다. 

7

 ( : 우울, 안,  등)  가진 

사람   그  해결하  어 고 

 도움  아야 해결할 수  것 다. 

8
상담(심리 료)에 드는 용  고 해볼  그만

한 가 가 는 지 심스럽다.

9
신  는 스스  해결해야 한다; 상담(심리

료)  는 것  후  수단 다. 

10
다  것과 마찬가지   어 움도  

해결 는 경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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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아니다 그 다
매우

그 다

내 신에 한  미지가 

뀌 라도 상담  러 가겠다. 

다  사람들   상담(심리 료)  러 는 여러 가지  목 니다. 

만약 당신  러한  겪고 다고 가 한다  얼마나 상담(심리 료)  러  

것 같습니 ? 해당 는 곳에 시하 요.

안간다

안 

간다

갈지도 

모 겠

다

실  

간다

1 계 1 2 3 4

2

3 우울증

4 모님과  갈등

5

6 수 곤란

7 열등감

8 우 계

9 해증진

10 움

상담(심리 료)  러 가겠다고 시한  역에  상담  필요한 상  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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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시된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아래의 지시문을 속으로 천천히 읽어

주세요. 

시나리오 :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낀 상황에서 사람들이 상담을 

찾아가는 것을 나약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보는 시선이 있

다. 

“ 상담을 찾는 사람이 나약하다는 것은 잘못 형성된 고정

관념입니다.

상담을 찾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보다 

오히려 용기 있고 자신을 돌보는 긍정적인 행동입니다. 

상담을 찾는 것은 문제해결의 과정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상담을 통해 바뀔 수 있고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찾는 것은 나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기를 돌보는 행동입니다. “

지시  다시 한 번 천천히 어주 요.

다  다  장 로 겨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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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장의 지시문에서 제시한 관점대로 충분히 생각해보고 기억나는 내용을 

아래의 칸에 적어주세요. 

다  다  장 로 겨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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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지시  고 지시 에  시한 에  생각하려고 

얼마나 력하 습니 ?

 하지 

않았다

매우

하 다

1 2 3 4 5 6 7 8 9 10

지시문을 천천히 읽고 지시문에서 제시한 관점에서 생각한 다음 응답해주세요.

다 에 나 는 각 단어는 감 나  술한 것 니다. 각 단어  고 지  현재 당

신  느끼는  도  가장 잘 나타낸 곳에 ∨  해 주십시 . 

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미  느끼는 1 2 3 4 5

2 짜증스러운

3 운

4 신  짝 차린

5

6 수 스러운

7 마  상한

8 충만한(생각 나 아 어 등 )

9 강한

10 장한

11 죄책감 드는

12 결 에 찬

13 겁에 질린

14 주  

15

16 심 나는

17 열

18 찬

19 랑스러운

20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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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람들  가에게 도움  하는 것에 해 고민하게 니다. 러한 상  도움

 하는  미하는 가 엇 지에 해 생각하게 합니다.  당신  어떻게 

할 것 지  하는 각 항목에 해 5  척도  사용하여 그 도  시해주십시 . 

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다

그렇

다

아주

그렇

다

1

심리  도움   해 상담 (심리 료사)   

찾아간다  나 신에 해 충 하다고 느낄 

것 다.

1 2 3 4 5

2
가  도움  한다 하 라도 나  

신감   지 않  것 다.

3
심리  도움  하는 것  나 신   

지  지 못한 사람  만드는 것 다. 

4
상담 (심리 료사)에게 야 한다  나  

아 감  향상  것 다. 

5

단지 상담(심리 료)   택한 것 

에   나 신에 한 생각  변하지는 

않  것 다. 

6
상담 (심리 료사)에게 도움  요청하  나는 

열등감  느낄 것 다. 

7
가  도움  하는 택  하 라도 

나 신에 해 게 느낄 것 다. 

8
상담(심리 료)  는다 , 나는 신에게 

 만 할 것 다. 

9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에 해 가  

도움  한다하 라도 나  신감  그  

지  것 다. 

10
내가 가진  스스  해결할 수 없다  

나 신에 해 실망할 것 다. 



-126-

다  각 항에   상담(심리 료)  는 것에 한 당신  생각과 느낌에 가장 

합하는 숫  시해주십시 .

아니

다

아니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계  해          

상담 (심리 료)  는 것  사  낙  

가 다.

1 2 3 4

2

   계  해          

상담(심리 료)  는 것  개  약함 나      

충 함  시 다. 

3

그/그 가 상담(심리 료)  고 다는 것      

알게  사람들  그 사람   우  

볼 것 다.

4
신  상담(심리 료)  고 다는 사실       

사람들에게 숨 는 것  하다.

5
사람들   상담(심리 료)  는         

사람들   아하는 경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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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항  여러  잘 나타내  4   4 에 가 운 숫 에, 여러  잘 나타내

지 못하  1   1 에 가 운 숫 에 동그라미  쳐 주십시 . 

혀

그렇

지 

않다

아니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만약 신  붕 고 다고 생각  나는 우  

 도움  할 것 다. 
1 2 3 4

2
신   상담 (  심리 료사)  하는 것  

 갈등  해결하는    법  아닌 것 같다.

3
만약 내가 재 심각한   겪고 다  상담

(심리 료)  안  찾  것 라고 신한다.

4
 도움  지 않고 신  갈등 나 움  극복

하 는 사람  태도는 경할 만하다. 

5
만약 내가 랜 간 동안 안과 걱  고통 았다  

상담(심리 료)과 같   도움  하겠다. 

6
나는 언 가 심리   상담(심리 료)   원

한다. 

7

 ( : 우울, 안,  등)  가진 사람  

 그  해결하  어 고  도움  아야 

해결할 수  것 다. 

8
상담(심리 료)에 드는 용  고 해볼  그만한 가 가 

는 지 심스럽다.

9
신  는 스스  해결해야 한다; 상담(심리 료)  

는 것  후  수단 다. 

10
다  것과 마찬가지   어 움도  해결 는 

경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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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아니다 그 다
매우

그 다

내 신에 한  미지가 

뀌 라도 상담  러 가겠다. 

다  사람들   상담(심리 료)  러 는 여러 가지  목 니다. 

만약 당신  러한  겪고 다고 가 한다  얼마나 상담(심리 료)  러  

것 같습니 ? 해당 는 곳에 시하 요.

안간다

안 

간다

갈지도 

모 겠

다

실  

간다

1 계 1 2 3 4

2

3 우울증

4 모님과  갈등

5

6 수 곤란

7 열등감

8 우 계

9 해증진

10 움

상담(심리 료)  러 가겠다고 시한  역에  상담  필요한 상  었  

설문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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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2번 낙인상황 집중하여 인식하기 지시문

앞서 제시된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아래의 지시문을 속으로 천천히 읽어

주세요. 

시나리오 :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낀 상황에서 사람들이 상

담을 찾아가는 것을 나약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보는 

시선이 있다. 

“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 몸의 

감각에 집중해보세요. 

가능한 많은 여러 가지의 생각, 느낌, 감정, 몸의 감각

을 떠올려보세요.  

그 생각, 느낌, 감정, 몸의 감각에  머물러 보세요. “

지시  다시 한 번 천천히 어주 요.

다  다  장 로 겨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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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시된 지시문의 지시를 천천히 따라하면서 떠오르는 생각, 느낌, 

감정을 아래의 칸에 적어주세요.

다  다  장 로 겨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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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지시  고 마 에 떠 르는 생각과 감 에 얼마나 르려고 

력하 습니 ?

 
하지 

않았다

매우
하 다

1 2 3 4 5 6 7 8 9 10

지시문을 천천히 읽고 지시문에서 제시한 생각과 감정에 머무른 다음 응답해주세요.

다 에 나 는 각 단어는 감 나  술한 것 니다. 각 단어  고 지  현재 당

신  느끼는  도  가장 잘 나타낸 곳에 ∨  해 주십시 . 

항

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않

다

보통

다

그렇

다

아주

그렇

다

1 미  느끼는 1 2 3 4 5

2 짜증스러운

3 운

4 신  짝 차린

5

6 수 스러운

7 마  상한

8 충만한(생각 나 아 어 등 )

9 강한

10 장한

11 죄책감 드는

12 결 에 찬

13 겁에 질린

14 주  

15

16 심 나는

17 열

18 찬

19 랑스러운

20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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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IRB No. 1510/002-012    유효기간: 2016년 10월 15일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동의서

연구 과제명 : 부정  정서신념을 가진 학생의 사회  낙인, 자기낙인과 문

 도움 추구 간의 계 : 인지  재평가와 수용 처치의 낙인 감소 비교 (가제)

연구 책임자명 : 이은주 (서울 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이 연구는 학생의 문  도움 추구행동에 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생활 사건

이나 여러 문제로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

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 학교 교육학과 소속의 연구

원 (이은주, ***-****-****)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해 설명해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 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

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

이 무엇과 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 히 읽어보

신 후 참여 의사를 밝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것입

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 은 심리 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식이 학생들의 문  도움 

추구에 어떤 향을 미치는 알기 한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학에 재학 인 약 300명의 사람이 참여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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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No. 1510/002-012    유효기간: 2016년 10월 15일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1) 귀하는 연구에 앞서 사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검사는 정서신념에 한 

것입니다.

2) 검사 실시 후 귀하에게 지문을 통해 하나의 시나리오가 제시됩니다. 시나리

오를 읽은 후 문  도움 추구에 한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3) 이후 문  도움 추구에 련한 진술문이 부여됩니다. 안내되는 지시문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작성합니다. 

4) 지시문을 읽고 난 후 문  도움 추구에 한 사후 검사를 실시합니다. 응

답 1주일 후 온라인을 통해 사후 검사를 한 번 더 실시합니다. 

5) 연구에 필요한 인 사항  몇 가지 질문을 작성합니다. 

6) 연구 참여 후  궁 한 사항에 해 안내합니다. 

모든 과정은 학교 강의실에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장에서 참여하는 시간은 약 30여분 소요될 것입니다. 1주일 후 온라인 검사는 

10여분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  그만두어도 됩니까?

,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 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

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

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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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작용이나 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에는 부작용이나 험요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나리오를 읽는 도  약

간의 불쾌한 감정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언제든지 실험을 멈출 수 

있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 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스트 스 상황에서 문  도움을 추구하는 과정을 이해하게 

되고 효과 으로 개입하는 것에 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

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 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 리책임자는 서울 학교의 김계  교수 (880-7651)입니다. 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  보장을 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한 모니터 요원, 검 요원, 생명윤리심의

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한 비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련규정이 

정하는 범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해 연구 

결과를 직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

항에 하여 사 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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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 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장에서 응답을 마친 후 소정의(0000)원 

정도 되는 작은 기념품이 증정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

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이 은 주                            화번호:  *** **** ****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 (SNUIRB)         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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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하여 의논하 습니다. 

2. 나는 험과 이득에 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

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하여 자발 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한 정보를 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 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임 받은 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리를 하

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 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 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

까지 사본을 보 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이은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이은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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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ofcognitivereappraisal

aboutstigmaonprofessionalhelp

seeking

Lee,EunJoo

DepartmentofEducation

(EducationalCounseling)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Althoughcounselingandpsychotherapyhasbeenprovento

be effective,findings from empiricalstudies suggest that

negativeattitudestowardseekingprofessionalhelphavebeen

increasedandmanypeoplearehesitanttoseekcounseling.In

orderto increase accessibility to counseling and understand

help-seeking behaviors,researchers have investigated factors

thatareassociatedwithhelp-seekingbehaviorsandidentified

twotypesoffactors:avoidancefactorsandapproach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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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gma attached to seeking professionalhelp is one ofthe

majoravoidancefactors.Therefore,interventionsforreducing

stigmaisgreatlyneeded.A numberofempiricalstudiesoutside

Korea have developed stigma reduction interventions,tested

them with a variety ofstrategies atmultiple levels,and

confirmedtheeffectivenessoftheinterventions.Inparticular,

existingliteraturehasconfirmedtheexistenceoftwotypesof

stigmaattachedwithseeking professionalhelp:socialstigma

and self-stigma.A recentstudy on therelationshipbetween

these two stigma suggests thatself-stigma develops from

socialstigma.Therefore,it is expected that interventions

designed to interruptthis stigma formation process at an

individuallevelcanhelpreduceself-stigmadespiteperceptions

ofsocialstigma.InKorea,afew studieshaveexaminedon

intervention to reduce the help-seeking stigma while many

studies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mong factors on

help-seekingbehaviors.

Inareview studythatexaminesstigmareductionstrategies

acrosslevels,interventionsattheintrapersonallevelconsistof

(orinclude)treatment,counseling,cognitivebehavioraltherapy,

empowerment,groupcounseling,self-helpgroups,advocacyand

support groups. Amo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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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inishing self-stigma related to mentalillness,cognitive

therapyhasbeenreportedtobeaneffectiveinterventionfor

helping peopledealwiththeconsequencesofself-stigma.In

addition, cognitive behavioral intervention is a structured

approach to identify and modify negative beliefs and

interpretations.

Therefore,thepurposeofthisstudyistoexaminetheeffects

of stigma reduction intervention by influencing cognitive

reappraisalaboutstigmaonseekingprofessionalhelp.Inthis

study,cognitive reappraisal on the perceived stigma was

adoptedasstigmareductionintervention.

Theresearchquestionforthisstudyisasfollows:How does

itaffectcognitivereappraisalabouttheperceivedstigmaon

professionalhelpseeking?

Participantswererecruitedfrom auniversity.A totalsample

of296undergraduatestudents(Men:134;Women:162)were

used for data analysis.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bytheirscoresofbeliefsaboutemotionscale.Then,a

participantineachgroupwasrandomlyassignedtoeitherthe

interventiongrouportheplacebocontrolgroup.Specificall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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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receivedthestigmareductioninterventionwithcognitive

reappraisalontheperceivedstigmaandtheothergroup,the

placebocontrolgroup,wasinstructedtosimplyrecognizeand

focusontheperceivedstigma.Asaresults,thefourtypesof

experimentgroupsareasfollows:interventiongroupreceiving

cognitivereappraisalonstigmawithhighnegativebeliefsabout

emotion,interventiongroupreceivingcognitivereappraisalwith

low negativebeliefsaboutemotion,placebocontrolgroupwith

highnegativebeliefsaboutemotion,placebocontrolgroupwith

low negativebeliefsaboutemotion.

A scenario was used as an experimentalstimulus for

examiningtheeffectonthestigmareductionandimprovement

of professional help seeking.The content of scenario is

designedtomeasureperceptionsofcounselingandworryabout

thenegativeperceptionsforseekingprofessionalhelp.Contents

ofthestimulus(scenario)andexperimentalprocesswereall

identicaltobothinterventionandplacebogroups.

Theprocedurefortheexperimentanddatacollectionwasas

follows:First,participantsrespondedtothescaletomeasure

the beliefs about emotions. Then, participants read the

experimentalstimuliscenarioandcompletedthepre-test.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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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wererandomlyassignedtoandreceivedeitherintervention

orplacebo.Finally,participantscompletedthepost-test.

Datawasanalyzedthrought-test,correlationanalysis,and

ANCOVA.

Afterthegroupswerefoundtobehomogeneousintermsof

the measured characteristics,the effect between cognitive

reappraisalinterventionandplacebowascompared.

The results show that compared to placebo, cognitive

reappraisalinterventionaboutthestigmaledreductionofsocial

stigmaandself-stigmaandimprovementofattitudestowards

seekingprofessionalhelpandintentions.Thepositivecorrelation

existsbetweenbeliefsaboutemotionsandsocialstigma.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beliefs about emotions and

self-stigmawasfound.Thenegativecorrelationamongbeliefs

aboutemotionsandattitudesandintentionstowardprofessional

helpseekingwasnoted.Interactionbeliefsaboutemotionand

stigmareductioninterventionwasnotstatisticallysignificant.

Understanding ofthe effectofcognitive reappraisal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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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gma can be effectively used to contribute to future

development of stigma reduction interventions and can

ultimatelypromotetoreduce“servicegap.”

keywords:socialstigma,selfstigma,stigmareduction,

cognitivereappraisal,beliefsaboutemotions

professionalhelpseeking

StudentNumber:2009-3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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