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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자기가치 확인 유형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대학생

의 상담에 대한 자기 낙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연

구이다. 실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선발하기 위

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상 평가 임상척도(GP-CORE)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서울 소재 대학 238명의 대학생 중 임상 기준 평균 

점수를 넘는 79명을 선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62

명의 결과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실험에서는 먼저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를 측정한 후, 집단 별로 

내재적 자기가치 혹은 외재적 자기가치 확인을 실시하였다. 그 후 

위협 메시지에 대처하는 방식을 통해 자기가치 확인의 효과를 확인

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실험 참가자가 자신의 심리 

상태에 대한 위협 메시지를 읽도록 하였다. 이 때, 위협감을 느끼는 

상황을 조작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한 일상 평가 임상척도의 결과

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제시하였다. 이어서 자기 낙인을 사후 측정 

하였으며 위협 메시지에 대한 조작 확인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0점(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참가자의 데이터는 

제외하였다. 실험 종료 후 사전 설문 시 측정한 사전 자기 낙인 기

저선 점수와 실험에서 측정한 사후 자기 낙인 점수의 차이를 집단 

별로 비교하여 가설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내재적 자기가치 확인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대학

생 집단의 자기 낙인을 감소시켰고, 외재적 자기가치 확인은 증가시

켰다. 특히 자기 가치 유형에 따른 집단별로 부적 및 정적 정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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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내재적 자기가치 확인 집단의 

경우 정적 정서가 감소하였으나, 부적 정서에는 변화가 없었던 반면 

외재적 자기가치 확인 집단에서는 정적 정서가 유의미하게 감소하

고, 부적정서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으며, 자기가치 확인 개입 시 내용에 대한 구

체적인 지시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어 : 자기가치 확인 유형, 심리적 고통, 자기 낙인  

학  번 : 2013-2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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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8명 중 1명이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

로 2주 이상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 등

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2012). 남자(9.1%)보다 

여자(16.5%)에서 심리적 고통 경험률이 1.8배 높았으며, 연령과 함

께 증가하여 70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다(17.9%). 급격한 생활변화, 

직업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감소, 인간관

계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 등이 심리적 고통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유정헌, 성혜영, 2009). 이와 같이 심각한 심리적 고통은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자살과 같은 극단적 결과를 초

래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심리적 고통 경험률이 가장 높은 노년

층의 경우 인구 10만 명 당 자살 사망율은 1996년 28.6명에서 

2006년 72.1명으로 10년 사이 약 2.5배나 증가하였다(통계청, 각 

년도). 

자신의 문제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이라고 느껴질 때 

상담자나 심리치료사와 같은 조력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상담 

및 심리치료가 인간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돕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라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Heppner, et al., 1999). 그

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 사람 중 정신건강 

상담을 받은 사람은 10명 중 1명(9.7%)에 불과했다(질병관리본부, 

2012). 다시 말해 실제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 중 소수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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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실제로 당면

한 문제가 심각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를 ‘서비스 갭(service gap)’이라고 

한다(Cramer, 1999).   

Kushner와 Sher(1989)는 서비스 갭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적 도움을 받도록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인 접근 

요인(approach factors)과 저해가 되는 요인인 회피 요인

(avoidance factors)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잠재적 내담자들이 실

제로 상담을 받으려고 할 때, 접근 요인보다는 회피 요인이 상대적

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신연희, 안

현의, 2005; Vogel, Wester; 2003). 이에 따라 최근 연구들은 회

피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 추구 행동에 미치

는 영향에 주목해왔다. 회피 요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다루어진 요

인이 심리적 요인이며, 심리적 변인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요인은 ‘낙인(stigma)’이다(Cooper, Corrigan, & Watson, 

2003; Corrigan & Matthews, 2003; Kushner & Sher, 1991). 

이를 통해 ‘낙인’이 도움 추구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예상할 수 있다. 

낙인(stigma)이란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지 못한 관계가 성

립되는 상황에서, 개인에게 라벨을 붙여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고, 

특정한 맥락에서 평가절하하며, 사회적 지위의 손실이 따르고, 개별

적 또는 사회구조적인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Link, Phelan, 

2001).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 추구에서의 낙인은 심리적 도움을 받

는 것으로 인해 개인이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을 말한

다(정진철, 양난미, 2010). Judge(1997)는 상담에 대한 낙인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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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받는 다는 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염려, 상담이

나 내담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상담을 받는 사람

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의 3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다.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낙인의 결과, 사람들이 자신의 심

리적 고통을 인정하지 않고, 도움 추구 행동을 회피하게 된다. 또한 

설사 상담 및 심리치료를 시작하더라도 조기 종결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Satcher, 1999).    

낙인의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Corrigan(2004)

은 낙인을 사회적 낙인(public stigma)과 자기 낙인(self stigma)

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사회적 낙인은,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바

람직하지 못하며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다고 여기는 인식을 뜻한

다. 예를 들어, “상담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덜 좋아할 것

이다”라는 생각은 사회적 낙인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자기 

낙인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자신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

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인식으로써, 사회적 낙인이 내면화되

어 자신에 대해 열등하고 부적응적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면 나 자신에 대해 열등감을 느낄 것이다.”라는 식으

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 결과, 사회

적 낙인은 자기 낙인을 완전 매개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정진철, 양난미, 2010). 정

진철과 양난미(2010)는 사회적 낙인과 도움추구 태도 사이를 완전 

매개하는 모형과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이 도움 추구 태도에 직

접 효과를 미치는 모형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완전 매개 모

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에 의해서 부과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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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낙인이 개인에 의해서 자기 개념으로 내면화 될 때에만 심리

적 도움 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

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상담 및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내면화, 즉 ‘자기 낙인’에 대한 개입이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자기 낙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심리교육이나 수용 전념치료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와 같은 다양한 

개입방법들이 소개되었다. 정신 건강과 복지에 관한 주제로 1시간 

30분 정도의 강의를 진행한 결과 심리적 고통에 대한 이해도가 증

가하였고 그와 함께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자기 낙인이 감소하

였다(Tanaka, Ogawa, Inadomi, Kikichi & Ohta, 2003). 그러나 

심리교육은 오히려 더 강한 자기 낙인 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반동 효과(rebound effect)’가 반론으로 제기되었다(Macrae, 

et al., 1994). Masuda와 그의 동료들(2007)은 보다 더 효과적인 

자기 낙인 감소 개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심리 교육과 수용전

념 치료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수용 전념치료는 전체 연구 

대상자의 자기 낙인 정도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지만, 심리 교육의 

효과는 상담 및 심리치료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만 나타났다. 그러나 수용 전념 치료의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숙련된 지도자가 필요하므로 실제 상담 

장면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기가치 확인(self-affirmation)은 심리교육과 수용 전념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기 낙인 감소 개입 방안이다

(Daniel. G. L., et al., 2013). 사고 억제를 통해 낙인을 다루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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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아니므로 반동 효과의 우려가 적고, 단기간에 자기 낙인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치 확인이란, 자기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요한 자기 이미지에 대한 위협에 직면했

을 때 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위협을 받은 영역과 관

련되지 않은 자신의 중요한 측면을 확인하는 것이다(steel, 1988). 

이를 통해 위협의 영향을 완충시키고, 위협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심적 자원을 제공해서,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정보나 자극을 무조건 

피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수용하도록 한다(Cohen, et, al., 

2000; Corell, et, al., 2004; Fein & Spencer, 1997; Sherman, 

et, al., 2000; Spencer, et, al., 2001; Steel & Liu, 1983). 선행 

연구 결과, 상담 받을 필요성에 노출되기 전에 자기 가치 확인을 한 

집단의 경우 하지 않은 통제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기 낙인을 보고하였다.

 자기가치 확인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조작되었는데, 전형적인 조

작방법은 중요한 가치에 대해 가치척도를 완성하고 글쓰기하게 하

는 것이다(Cohen et al., 2000; Fein & Spencer, 1997). 13개의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항목 중 스스로 생각하는 중요성을 1~13

위 범위 내에서 평가하고, 자신이 가장 높게 평가한 특성이 특히 중

요하거나 좋았던 경험을 회상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또한 글쓰기 과

제(writing task)를 통해 자기-가치 확인을 조작하는 경우에는 높

은 성적을 받은 일, 상을 받은 일과 같은 자신의 장점이나 성취 경

험에 관해 회상한 후 적게 한다(Klein, et al., 2001).

그러나 모든 자기가치 확인이 효과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외재

적 자기가치 확인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Schimel 등(2004)에 따르면, 자기가치 확인은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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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intrinsic) 자기가치 확인’과 ‘외재적(extrinsic) 자기가치 확

인’으로 유형화 될 수 있다. 내재적 자기가치 확인 조건에서는 무

조건적인 수용 경험, 핵심적인 자기 가치 등에 초점을, 외재적 자기

가치 확인 조건에서는 조건적 수용 경험, 사회적 평가 기준 등에 초

점을 맞추어 회상하고 기록하도록 한다. 자기 가치 확인 개입 유형

에 따른 방어성 정도를 비교한 결과, 내재적 자기가치 확인을 한 집

단에 비해 외재적 자기 가치 확인을 한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비율로 자기 불구화 전략(self-handicapping strategy)1)를 사용하

였다. 이는 모든 자기가치 확인이 방어성을 감소시킨다는 선행 연구

와 상반되는 결과로써, 유형에 따른 자기가치 확인의 효과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가치 확인을 내재적 자기 가치 확인과 

외재적자기 가치 확인으로 나누어, 유형에 따른 자기가치 확인이 상

담 및 심리치료 도움행동에 대한 자기 낙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기가치 확인이 유의미하게 자기 

낙인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Daniel. G. L.,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aniel과 그

의 동료들의 연구(2013) 결과를 확장시켜, 자기가치 확인을 유형화

하여 개입하였을 때 자기 낙인 정도가 달라지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자기 손상화(self-handicapping)는 수행 전 불확실한 결과를 예상하여 수행실

패의 원인을 만들어 내는 전략이다. 이 개념은 Jones와 Berglas(1978)에 의해 

수행방해 요인을 전략적으로 만드는 개인의 심리기제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

었고, Midgley와 Urdan(2001)은 실패의 원인을 능력에 두지 않기 위한 동기 

전략으로 정의하였다. (한희진·윤미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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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유형에 따른 자기가치 확인이 심리적 고

통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의 상담에 대한 자기 낙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 1. 내재적 자기가치 확인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대학생 집단의 상담에 대한 자기 낙인을 감소시킬 

것이다.

연구 가설 2. 외재적 자기가치 확인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대학생 집단의 상담에 대한 자기 낙인을 증가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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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낙인 (stigma)

1) 낙인의 정의

낙인을 의미하는 단어인‘stigma’는 원래 그리스어로서, 그 어원

은 ‘표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본래는 나병환자나, 장애인

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 장식이나 종교적 문신을 지칭하였고 애초

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으나, 점차 그 용어가 부끄러움과 굴욕

을 의미하는 단어로 바뀌었다. 그 후 피부를 파고  들거나 태움으로

써 표시되는 일종의 표식을 의미하게 되었는데 이는 범죄자, 노예 

또는 반역자를 구분함으로써 이들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불도

장’을 뜻하는 낙인(烙印)의 한자어인 지질 락 ‘烙’과 도장 인 

‘印’을 통해서도 동일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연구자들은 현대 사회에서 낙인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다

양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먼저, Link와 Phelan(2001)은 낙인이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지 못한 관계가 성립되는 상황에서, 개

인에게 라벨을 붙여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고, 특정한 맥락에서 평가

절하 하며, 사회적 지위의 손실이 따르고, 개별적 또는 사회구조적

인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한편, Blain(2000)

은 낙인이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간주되는 개인적

인 또는 육체적인 특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특징 또는 결함’을 뜻

한다고 정의하였고 Goffman(1963; 황채운, 2003에서 재인용)은 

‘사람이나 집단에 의해서 유지되는 속성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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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의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면, 낙인 그 자체의 정의 뿐 아니라 

낙인으로 인한 결과가 함께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

어, Blain(2000)이 내린 낙인의 정의 중,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

기 어렵다고 간주되는 개인적인 또는 육체적인 특성’은 낙인 그 

자체의 정의라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특성’은 낙인

으로 인한 결과를 가리키는 것이다. Goffman(1963; 황채운, 2003

에서 재인용)은 낙인 그 자체의 정의에 초점을 맞춘 반면, Link와 

Phelan(2001)은 ‘평가 절하, 사회적 손실, 차별’등과 같은 낙인

으로 인한 결과가 낙인을 뜻한다고 정의를 내렸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선행 연구에서 확인한 낙인의 정의를 종합하여, ‘낙인’은  

낙인 그 자체의 정의와 낙인으로 인한 결과를 모두 포함하여‘다르

다고 느껴지는 대상을 거부하거나, 피하거나,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태도 및 믿음’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한편, 낙인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연구 결과 ‘낙인 

효과(stigma effect)’가 등장하였다. 낙인 효과가 유래한 범죄학 

이론인 낙인 이론(Labeling theory)에 따르면, 사회를 유지하기 위

한 기본적인 장치들인 제도, 관습, 규범, 법규 등이 오히려 범죄자를 

유발한다. 즉, 당사자의 행위 자체가 비도덕적 행위가 아님에도 불

구하고, 사회가 그렇게 규정함으로써 범죄 상황을 야기하게 되는 것

이다. 다시 말해, 일탈이라는 것은 행위자의 내적 특성이 아니라 주

위로부터의 낙인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Scheff, 1966). 

Goffman(1963)은 ‘사회적 낙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

는 손상된 사회적 정체성(Spoiled Social Identit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일탈한 속성은 결점, 실패, 심지어

는 장애로까지 보일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일탈한 속성을 가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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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은 사회에 온전히 어려워진다. 그로 인해 이들의 사회적 정체성

은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다. 

낙인 이론의 매커니즘을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상황에 적용시켜

보면, ‘도움추구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을 받는 사

람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다고 여기는 인

식이 있는 것이다(Vogel, Wade, & Hackler, 2007).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인종적으로는 동양인과 히스패닉 계통의 사람들이 백인보다 

더 강한 정도로 심리적 도움 추구 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Whaley, 1997; 박준호, 서영석 2009 재

인용). 

2) 낙인의 유형

Corrigan(2004)은 낙인을 사회적 낙인(Public Stigma)와 자기 

낙인(Self Stigma)로 유형화 하였다. ‘사회적 낙인’이란 도움 추

구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타인이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생각을 뜻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심리적 도움 추구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인식과 같은 개념이다. 예를 들어, ‘내가 상담을 받으면 다

른 사람들은 나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거야’식의 반응을 사

회적 낙인의 결과로 들 수 있다. 반면 ‘자기 낙인’이란 상담 서비

스를 이용한다면 자신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

식을 스스로 갖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심리적 도움 추구 행동을 하

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내면화 된 결과, 자기 자신에 대해 

나약하며 부적응적이라고 여기게 된 것이다(Nadler & F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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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예를 들어, ‘내가 상담을 받으면 나는 스스로를 부족한 사

람이라고 느낄 거야’식의 반응을 자기 낙인의 결과로 들 수 있다. 

Judge(1997)는 더 나아가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낙인을 세 

가지 개념으로  구체화하여 설명하였다. 상담을 받는 다는 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염려하고, 상담이나 내담자에 대한 사

회적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상담을 받는 사람에 대한 자신

의 부정적인 생각하는 것이다. 그 결과, 심리적 고통을 인정하지 않

으며, 고통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도움 추구 

행동을 하지 않는다. 또한 실제로 상담 센터를 내방하는 등의 도움 

추구 행동을 할 때에도 방어적인 태도로 인해 조기 종결하게 될 가

능성이 커지게 된다(Satcher, 1999). 

   

3) 낙인과 심리적 도움 추구 행동

심리적 장애를 가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

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보

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낙인을 경험한 사람들의 자존감이 낮아졌지

만(Markowitz, 2001; Rosenfield, 1997; Wahl, 1999; Wright, 

Gronfein, & Owens, 2000), 다른 연구에서는 낙인에 의해 자존감

이 낮아지지 않았으며(Hayward & Bright, 1997), 어떤 연구에서

는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였다(Llewellyn, 2000). 이처럼 

낙인의 결과가 연구에 따라 상이한 원인에 대해 분석한 추후 연구 

결과, 타인에 의한 사회적 낙인이 개인에 의해 내면화되는 경우, 즉 

자기 낙인에 의해서만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것이 밝혀졌다(Rüsch, 

et, a., 2005). 연구 결과를 종합하자면, 사회적 낙인이 자기 낙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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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고, 자기 낙인은 자존감을 낮추며 도움추구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을 동시에 다룬 연구를 개괄해보면 상이

한 두 가지 결론이 나옴을 알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사회적 낙인이 

자기 낙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주는 완전매

개효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Vogel, et, al., 2007; 윤지영, 2006),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 그리고 전문적 도

움추구 태도와 자기 은폐, 자기 개방 등을 함께 연구한 결과 윤지영

(2006)의 연구 결과, 자기 낙인이 사회적 낙인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완전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Vogel 등(2007)은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은 정적 상관을 보이며, 자기 낙인과 전문

적 도움추구 태도는 부적 상관을 보임을 밝혔다. 이에 비해 사회적 

낙인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사이에는 관련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자기 낙인이 사회적 낙인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완전 매개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완전매개모형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

도를 돕기 위해 사회적 낙인이 자기 낙인으로 내면화되는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반면,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이 함께 상호작용하여 각각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대한 직접효과를 지지하는 결과(Corrigan, 2004; 

이민지, 손은정, 2007; 박준호, 서영석, 2009)도 존재한다. 

Corrigan(2004)은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이 상호작용 속에서 전

문적 도움추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민지와 손은

정(2007)의 연구와 박준호와 서영석(2009)의 연구를 통해서도 동

일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직접효과모형은 사회적 인식과 내

면화 과정 모두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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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회적 낙인-자기 낙인 직접효과모형 

그림 1. 사회적 낙인-자기 낙인 완전매개모형

정진철과 양난미(2010)는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 완전매개모형

과 직접효과모형을 연구 모형과 가설 모형으로 설정하여 비교 연구

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낙인은 자기 낙인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기 낙인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낙인이 높아질수록, 자기 낙인이 높아지고, 

자기 낙인이 높아지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즉, 자기 낙인은 사회적 나인과 도움태도 사이를 완전매개하고 있음

을 확인한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단순히 사회적 낙인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도움추구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사회

적 낙인이 자기 낙인으로 내면화될 때에만 심리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Link 등(1989)이 주장한 ‘수정된 낙인이론(Modified Labeling 

Theory; MLT)’역시 사회적 낙인이 자기 낙인으로 내재화되는 과

정에 초점을 두고 맞추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심리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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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인식으로부터 소외와 차별을 겪으면서 

낙인을 지각하고, 사회적 낙인을 내재화하면서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위축되어 주거, 고용, 사회적 지지의 접근성이 줄어든다.  그 결과, 

정신질환에 대한 취약성을 높아지고, 회복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심리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차별 경험에 대해 스스로 비밀

을 형성해 나가며, 소극적 대처를 보이고, 삶에 대한 기회를 제한시

킨다. 따라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이들의 회복 및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내재화된 낙인, 즉 자기 낙인에 대한 예측 요인 규명이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잠재적 내

담자들의 도움 추구 행동을 돕기 위해서는 사회적 낙인을 줄이는 

것보다 사회적 낙인이 자기 낙인으로 내면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4) 자기 낙인 감소 방법 

심리적 도움추구 행동에 대한 자기 낙인을 감소시키는 방법 중 하

나는 심리 교육이다. 심리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본의 6

개 도시에서 정부 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약 1시간 30분 가량의 

강의를 실시하였다. 강의는 정신과 의사와 정신보건 간호사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24페이지의 강의안이 함께 제공되었다. 강의 내용은 

‘정신 건강이란 무엇인가? : 정신 건강의 바른 이해를 위하여’라

는 큰 주제 아래, 정신 건강이란 무엇인가,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방법, 심리적 고통 제대로 이해하기, 다양한 정신 질환에 대한 설명, 

정신 건강 자가 진단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6개 집단 중 한 

집단을 제외한 5개 집단에서 심리적 도움 추구 행동에 대한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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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가 감소하였다. 태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한 집단의 경우, 이

전에 유사한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구성원의 비율이 전체 집

단 중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에 사전 측정한 부정적 태도 수치가 가

장 낮았다. 그러므로 다른 집단에 비해  사전 사후 태도 변화에 유

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Tanaka, Ogawa, 

Inadomi, Kikichi & Ohta, 2003).  

실제 경험 연구를 통해 심리적 도움 추구 행동에 대한 자기 낙인

을 감소시키는 데 심리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한

편으로는 심리 교육이 반동 효과(rebound effect)로 인해 오히려 

자기 낙인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반동 효과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추진한 일이 오히려 의도한 것과 반대의 결과

를 가져오는 현상을 뜻한다. Macrae와 그의 동료들(1994)은 반동 

효과가 고정관념 영역에서 작동하는 기제를 분석하기 위해 24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은 두 단계로 진

행되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스킨헤드(skinhead)2) 남성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 속 남성의 일상을 예상하여 5분 동안 첫 번째 문

단을 적도록 하였다. 이 때, 실험 집단 참가자들에게는 ‘이전 연구

에서는 사회적 고정관념으로 인해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났

으니, 반드시 고정 관념을 배제’하라는 지시 사항을 주었고 통제 

집단에게는 주지 않았다. 이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와

는 다른 스킨헤드 남성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전 단계와 동일하게 

사진 속 인물의 일상을 추측해서 두 번째 문단을 작성하게 하였는

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참가자 모두에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

2) 스킨헤드족 : 머리를 아주 짧게 깎은 남성으로 폭력적인 인종 차별주의자를 일
컫는 말 (네이버 영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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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두 명의 평정자가 참가자들의 글에 사회적 고정관념이 반영된 

정도를 평정한 결과, 첫 번째 문단의 고정관념 정도는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는 참여자들이 연구자의 지

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고정관념을 배제한 채 글을 작성한 결과이다. 

그러나 두 번째 문단의 고정관념 정도는 실험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교육을 통한 사고억제는 원치 않는 사고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

치 않는 사고를 더 빈번하고 강하게 경험하게 하는 역설적인 상황

을 초래한 것이다. 이처럼 사고 억제로 인해 유발되는 반동효과는 

심리교육을 통한 자기 낙인 감소의 효과성 지속에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고정관념과 관련된 사고를 통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

니라,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생각으로써 비(非)판단적이고 

통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오히려 고정관념을 감소시

키는 데 유용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Forsyth & Eifert, 

2008). 이에 수용 전념 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 ACT, 이하)가 심리교육의 반동 효과를 보완하여 효과

적으로 자기 낙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안되었다. 심리 교육이 자동

적 사고를 교정함으로써 변화를 도모하는 변화 지향적인

(change-based) 접근이라면, 수용 전념 치료는 수용 중심적인

(acceptance-based)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이선영, 2010). 즉,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 갖는’기계적 접근이 아니라 ‘나쁜 

생각은 그저 하나의 생각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태도

로 그저 바라보기’를 강조하는 맥락주의적 관점인 것이다(Hayes 

et al., 1999). Masuda(2007)와 그의 동료들은 자기 낙인 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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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수용 전념 치료의 효과를 심리 교육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95명의 대학생들을 10명 내외의 그룹으로 구성하여 수용전념 치료 

집단 혹은 심리교육 집단에 배정하였다. 각각 총 4번의 세션이 진행

되었고 매회 2시간 30분 동안 진행하였다. 개입 사전과 사후, 그리

고 실험 개입 한 달 후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정신 장애에 대한 태

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심리 교육 집단의 경우 실험 개입 이

전부터 심리적 도움추구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참가자들에 한해서 유의미한 효과를 거둔 반면, 수용

전념 치료 집단의 경우 모든 참가자들의 자기 낙인이 유의미한 정

도로 감소하였다. 즉, 수용 전념 치료가 심리 교육에 비해 지속적이

고 효과적으로 자기 낙인을 감소시키는 개입방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용전념 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

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서 

언급한 Masuda 등(2007)의 연구에서는 각각 2시간 30분 씩 4회

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심리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점 

인정을 조건으로 연구 대상자를 모집한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잠

재적 내담자를 대상으로 10시간 가까운 시간을 확보하여 안정적으

로 개입을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

동 효과를 최소화할 뿐 아니라 단기간에 낙인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실용적인 개입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그 결과 제

시된 방법이 자기가치 확인(self-affirm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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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가치 확인 (self-affirmation)

1) 자기가치 확인의 정의

자기자기 가치(self-affirmation)이란 통합된 자기를 유지하기 위

한 방법으로, 중요한 자기 이미지에 대한 위협이 가해졌을 때, 위협

으로부터 도덕적이고, 적응적이며, 기능적인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

기 위해 위협을 받은 영역과 관련되지 않은 자신의 중요한 측면을 

확인하는 것이다(Steel, 1988). 자기가치 확인은 단순한 자신에 대

해 긍정적인 개념을 갖거나 자신의 강점 및 장점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면한 위협을 완충시키고, 위협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Steel, Spencer, & Lynch, 
1993). 

2) 자기가치 확인의 방법

자기가치 확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작하는데, 전형적인 조작 방

법은 중요한 가치에 대해 글쓰기를 하거나 가치 척도를 완성하게 

하는 것 혹은 그 두 방법을 모두 실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여러 

개의 가치와 성격 특성이 제시 된 목록 중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

거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에 표시하고 그 이유에 관해 쓰

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왜 이 가치를 중시하는지, 이 가치가 언제 

중요한지, 이 가치가 어떻게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지, 삶의 어느 

순간에 이 가치가 의미 있다고 증명되었는지, 그리고 과거에 그 가

치에 따라 어떻게 행동했고 미래에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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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Cohen, et, al., 2000; Fein &  

Spencer, 1997).

한편, 가치 척도를 제외하고 글쓰기 과제를 통해 조작하는 경우에

는 자신의 장점이나 긍정적인 경험에 관해 회상한 후 적도록 한다. 

예를 들어, 자랑스러웠던 순간이나 자신에 대해 소중함을 느꼈던 경

험을 기술하게 하는 것이다(Klein, et, al., 2001). Schimel 등

(2004)은 높은 성적을 받은 일, 상을 받은 일, 직장에서 승진한 일

과 같은 성취 경험을 적게 하거나 본인이 재능이 있고 유능하다고 

느꼈던 일을 적게 하였다. 

통제조건에서는 지난 48시간 동안 마신 먹은 것과 마신 것을 모

두 적기, 나열된 10개의 젤리 중 4번째로 맛있는 젤리의 맛 묘사하

기 등 중요도가 낮은 사건 목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조작 시기(timing)는 자기가치 확인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하

나의 변수이다. Critcher과 그의 동료들(2010)은 조작 시기에 따른 

자기가치 확인 효과를 밝히기 위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184명의 대

학생을 3개(자기 가치 확인 조건 : 사전 자기 가치 확인, 사후 자기 

가치 확인, 자기 가치 확인 없음) x 2개(과제 난이도 : 난이도 상, 

난이도 하)=6개 집단으로 랜덤 배정하여 과제 실시 후 방어성의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난이도가 낮은 과제보다 높은 과

제를 해결한 집단의 방어성이 유미하게 높았다. 또한 난이도가 낮은 

과제 해결 집단의 경우 자기가치 확인 조작 시기에 따른 방어성 차

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난이도가 높은 과제 해결 집단이 경우 

유의미한 방어성 차이를 보였다. 난이도가 높은 과제 해결 조건에서

는, 사후 자기가치 확인 집단, 자기가치 확인을 하지 않은 집단, 사

전 자기가치 확인 집단 순으로 높은 방어성을 보였다. 즉, 방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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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에 있어서 과제 해결 사후에 실시한 자기가치 확인 조작이 자

기 가치 확인 조작을 하지 않은 것보다 덜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이

를 통해 이미 ‘난이도가 높은 과제’라는 위협에 노출 된 후에 자

기가치 확인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것과 위

협의 강도가 강할수록 위협에 노출되기 전에 자기가치 확인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자기가치 확인의 효과 

자신의 자기 개념에 위협이 되는 정보를 받을 경우, 자기 개념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정보를 부인하거나 합리화하는 등의 왜곡된 방어 기제로 해석하는 

것이다(Steele, 1988). 그러므로 만약 자기 이미지가 위협적인 메

시지를 받기 이전에 확인될 수 있다면, 정보를 왜곡하는 방어성이 

감소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Trope과 Pomerantz(1998)의 연

구 결과, 위협 메시지와 관련되지 않은 영역의 과제라 할지라도 사

전에 그 과제를 통해 성취를  경험을 한 경우, 메시지를 수용하는 

반응 경향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즉, 긍정적인 자기 경험이 방

어성을 완화시켜, 위협적인 메시지를 수용할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는 자기가치감을 내재화된 낙인의 중요한 영향요인으

로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Livingston & Boyd, 2010; Ritsher & 

Phelan, 2004)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자기가치 확인은 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긍정적 자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고안된 개입방법이다.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가치 확인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기가치 확인을 통해 위협이 되는 정보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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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을 피하기보다 이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수용할 수 있음을 발견

하였다(Corell et al., 2004; Fein & Spencer, 1997; Sherman et 

al.l, 2000; Spencer, Fein & Lomore, 2001; Steel & Liu, 

1983). 또한 인지 부조화로 인한 태도 변화를 감소시키고, 고정 관

념화된 집단에 대한 편견을 줄일 뿐 아니라 죽음에 대한 심리적 위

협을 감소시켰다(Cohen et al., 2000; Corell et al., 2004; Fein 

& Spencer, 1997; Steele & Liu, 1983; Schimeichel & 

Martens, 2005). 

Sherman 등(2000)의 연구를 보면, 자기가치 확인을 통해 위협

이 되는 부정적인 건강 정보를 수용하고 더 나아가 실제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커피를 많이 마시

거나 혹은 거의 마시지 않는 여성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

하였다. 예비 실험 결과 전자 집단이 후자 집단에 비해  ‘카페인 

섭취량이 유방암 발생률과 밀접한 상관이 있다’는 위협 메시지에 

유의미한 차이로 동의하지 않았다. 즉, 자신에게 강한 위협으로 느

껴지는 만큼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이다. 본 실험에 참여한 여성 참

가자를 대상으로 5개의 개인적인 가치에 대해 순위를 매기도록 하

는 자기가치 확인을 조작하였다. 그 후 예비 실험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위협 메시지가 담긴 기사를 읽게 한 후 메시지에 대

한 수용정도와 행동변화 의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자기가치 확

인 조건의 참가들이 자기 가치 확인을 하지 않은 통제 집단의 참가

자들에 비해 메시지에 더 수용적이었으며, 카페인 섭취를 줄이겠다

는 행동 의도도 더 높았다. 이를 통해 자기가치 확인이 위협에 대한 

방어적 자세를 감소시키고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한

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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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등(2013)은 실험 연구를 통해 자기가치 확인이 심리적 도

움추구 행동을 방해하는 자기 낙인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대학생 84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

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실험 집단에 속한 참가자들에게는 

13개의 가치 항목(예술적 스킬, 유머감각, 친구 등)을 스스로 생각

하는 중요성에 따라 1위에서 13위까지 매긴 후 가장 높게 평가한 

특성이 특히 중요하거나 좋았던 경험을 회상하고 기록하도록 하였

다. 반면 통제 집단에 속한 참가자들은 젤리의 맛을 묘사하는 작문

을 하도록 하였다. 자기 낙인, 상담 도움 요청 의도와 자발성을 사

전·사후 측정한 결과, 자기가치 확인이 자기 낙인에, 그리고 자기 

낙인이 상담 도움 요청 자발성에 유의미한 경로로 부적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상담을 받을 필요성에 

노출되기 이전에 자기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면, 자기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덜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며 따라서 상담

을 받는 것에 대한 잠재적 효용성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자기가치 확인의 유형 

지금까지 자기가치 확인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작 방법에 대한 지시 사항은 안내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각한 경험은 무엇이든지 모두 다 자기가치 확인 개입

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Kernis(2003)는 자기가치감이 형성된 맥락에 따라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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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지속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자기가

치가 외적인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서 나올 때에 비해 자발적

인 선택과 이에 따른 행동을 통한 자아 경험에서 만들어질 때 상대

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다. 생애 초기에는 생존을 위해 전적

으로 양육의 기준과 외부 세계의 가치에 순응하며 맞추어 살 수밖

에 없으나 성장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해 내재

적 자기가치를 경험하게 된다. 전 생애에 걸쳐 외재적 자기가치와 

내재적 자기가치가 모두 존재하며, 중요한 것은 개인이 어디에 초점

을 맞추는 가라고 할 수 있다. 

Schimel과 그의 동료들(2004)은 자기가치를 세분화 하여 자기가

치 확인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자기가치 확인을, ‘내재적

(intrinsic) 자기가치 확인’과 ‘외재적(extrinsic) 자기가치 확

인’으로 유형화하였다. 내재적 자기가치 확인은 무조건적인 수용 

경험이나 핵심적 자기가치 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외재적 자기가

치 확인은 조건적 수용 경험이나 사회적 평가 기준 등에 초점을 맞

추어 조작이 이루어진다. 과제 시행 시 자신의 능력을 평가 절하하

여 제시하는 자기 불구화 전략(self handicapping strategy)정도를 

통해 방어성을 측정한 결과, 내재적 자기가치 확인 집단에 비해 외

재적 자기가치 확인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방어성을 보였다. 외재적 

자기가치 확인 집단의 방어성은 통제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써, 

이를 통해 그래서 모든 자기가치 확인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 오

히려 특정 유형의 자기가치 확인은 방어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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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대부분의 정신적 장애가 15세에서 24세 사이에 출현(Kessler, et 

al., 2005)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청소년기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을 다루는 것은 이후의 정신 건강을 위해 매

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대학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써, 연구 모집은 주로 온라인 홍보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사전 설문을 통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집단

을 분류하여 선발하였다. 또한 자기 낙인 척도도 함께 실시하여 자

기 낙인 기저 선을 측정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총 238명이

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한 12명의 자료를 제외한 226명 중 심리

적 불편감을 느끼는 기준 평균 점수(남자=1.49, 여자=1.63)이상

(Sinclair et al., 2005)인 참가자 79명이 실험 대상자로 선발되었

다. 설문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 124명(52.1%), 여자 114명

(47.9%)이었다.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집단으로 분류된 참여자는 연구자가 개별 

연락을 취하여 실험 참여를 권유하였으며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

힌 참여자에 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중 연락이 되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의사를 밝힌 7명을 제외한 72명이 최종 실

험에 참여하였으며, 무선반응 응답자 3명, 위협 메시지 

manipulation check 및 실험 의도 예상을 통해 걸러진 참가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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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구 분 사례 수 백분율(%)

성 별 
남 33 53.2

여 29 46.8

상담 경험 유무 
유 26 41.9

무 36 58.1

연 령

18 1 1.6

19 8 12.9

20 13 21.0

21 6 9.7

22 7 11.3

23 15 24.2

24 6 9.7

25~26 6 9.6

총 합 62 100

표 1. 실험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을 제외하고 62명이 최종 분석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실험 참여자

의 성별은 남자 33명(53.2%), 여자 29명(46.8%)이었으며, 연령대

는 만 18세에서 26세(M=21.6, SD=2.07)로 분포하였다. 실험 참

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1과 같다. 

총 62명의 실험 참여자들은 내재적 자기가치 확인 집단과 외재적 

자기가치 확인 집단에 배정되었으며 실험 집단의 구성은 아래의 표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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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 

수 

백분율

(%)
구분

사례 

수

백분

율

(%)

내재적 자기가치 

확인 집단

남 19 61.3 상담 경험 유 14 45.2

여 12 38.7 상담 경험 무 17 54.8

합계 31 100 31 100

외재적 자기가치 

확인 집단 

남 14 43.8 상담 경험 유 12 37.5

여 17 53.1 상담 경험 무 19 59.4

합계 31 100 31 100

총합 31 100 31 100

표 2. 실험 집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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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1) 일상 평가 임상 척도(Clinical Outcomes in 

Routine Evaluation for the General Population ; 

CORE-GP)

Sinclair 등(2005)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거나 저하된 기능을 

경험하고 있는 참가자를 선별하기 위한 제작한 척도이다. Beck의 

우울검사와 같은 기존의 검사 도구의 경우, 임상 장면에서 특정 병

리 증상을 진단하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비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일상 

평가 임상 척도는 일반 대중의 심리적 고통 정도를 진단하여 잠재

적 내담자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이다. 검사 결과 평균 점수 

남자 1.49점, 여자 1.63점 이상이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집단

으로 분류된다. 일상 평가 임상 척도는 아직 국내에 번안되지 않았

으므로, 본 연구에서 척도를 번안하여 상담 전공 박사 3인의 평정을 

받아 실시하였다. 

척도는 총 14개 문항으로, 삶의 질· 문제 증상 · 기능의 세 가

지 영역을 평가한다.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그 

중 2, 3, 4, 6, 8, 9, 13, 14문항은 역 채점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는 2개의 중복 문항을 통해 무선 반응을 체크하였다.  Sinclair 등

(2005)의 연구에서 확인한 내적 합치도는 .82 ~ .90점이었으며, 

Lannin 등(2013)의 연구에서 확인한 내적 합치도는 .8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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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 낙인 척도(Self Stigma Of Seeking Help 

; SSOSH)

   Vogel 등(2006)이 개발한 것으로 이민지와 손은정(2007)이 

번안하였다. 자기 낙인이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자신은 사회

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스스로 갖는 것을 뜻한

다.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심리적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자(심리치료사)를 찾아간다면 나 자신에 대해 불충분함을 

느낄 것이다.”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응

답하게 되어 있으며, 2, 4, 5, 7, 9번 문항은 역 채점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1개의 중복 문항을 통해 무선 반응을 체크하였다. 

Vogel 등(2006)의 연구에서 확인한 내적 일치도는 .86~.90이었으

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2로 보고되었다. 이민지와 손은정의 

연구(2007)의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83,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78이었다.  

3)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 PANAS)  

Watson 등(1988)이 개발하고, 이유정(1994)이 번안하였으며 이

현희 등(2003)이 타당화 하였다. 현재 느끼는 상태적인 정서를 측

정하기 위한 도구로써, "각각의 감정에 대해 '지금' 느끼는 정도를 

표시하시오"라는 지시에 따라 형용사로 제시된 각 항목에 응답하도

록 한다. 정적 정서 10문항과 부적 정서 10문항, 총 20문항으로 이

루어져있으며 각 문항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를 5점 Likert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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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Watson 등(1988)의 연구에서 내적 합

치도는, 정적 정서는  .86~.90, 부적 정서는 .84~.87이었다. 

Lannin 등(2013)의 연구에서 확인한 내적합치도는, 각각 .86, .7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확인한 내적 합치도는 각각 .86, .91이었다.  

 

3. 실험 절차

본 연구의 실험은 일상 평가 임상척도(GP-CORE)를 실시한 후 

선발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대상자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5분이었다. 사전 설문과 함께 자료 분석을 위해 필요한 성

별, 나이 등의 기초 정보와 소속 학교, 연락처 등 실험 참여 시간을 

잡기 위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사전 설문에

서 수집한 정보는 실험 약속을 잡기 위한 용도와 자료 분석 용도로

만 사용됨을 명시하였다. 선발된 실험 대상자들은 연구자가 개별 연

락하여 실험 일정을 정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연구자 1인의 안내로 

진행되었다. 실험 시간은 25~30분이 소요되었고 실험이 종료된 후 

연구 참여자에게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되었다.

연구의 모든 절차는 서울대학교 윤리위원회(IRB) 승인 후에 이루

어졌으며 간략하게 정리한 실험 절차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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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내 용 자 료

소요 

시간 

(분)

1
실험 안내 및 동의서 

작성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2

2 사전 정서 측정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s Schedule ; PANAS)

2

3

내재적 자기가치 확인 
실험지 (내재적 자기가치 확인 

집단용)   

8~10
외재적 자기가치 확인

실험지 (외재적 자기가치 확인 

집단용)

4 위협 메시지 제시 실험지 2

5 사후 정서 측정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s Schedule ; PANAS)

2

6 자기 낙인 측정
자기 낙인 척도 (Self Stigma 

Of Seeking Help ; SSOSH)
2

7 위협 조작 확인 실험지 1

8 

인적 사항 기입 

(나이, 성별, 상담 경험 

여부)

실험지 3

9 디브리핑 디브리핑 자료 3

표 3. 실험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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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 안내 및 동의서 작성

연구 참여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연구자는 실험 진행을 위해 필

요한 절차를 알려주고,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에 서명

을 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에는 연구자 

정보와 연구의 주제, 실험 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

는데 본 연구의 경우 연구의 주제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실험 결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서의 변화가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가제를 알려준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2) 자기가치 확인 

연구 참여자는 정적 부적 정서 사전 검사에 응답한 후 집단 별로 

내재적 혹은 외재적 가치 확인을 하게 된다. 두 집단 모두 동일하게 

예술가, 학생, 음악가 의사 등 12개의 항목 중 자신의 개념을 잘 나

타낸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1위부터 12위까지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후 내재적 자기가치 확인 집단의 경우, 내재적 자기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1위로 선정한 항목을 넣어 6개의 문장을 완성하도록 하였고 

외재적 자기가치 확인의 경우, 외재적 자기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1

위로 선정한 항목을 넣어 문장 완성 과제를 하도록 하였다. 각 집단

의 조건에 맞추어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시 문장을 제시하

였고, 각 집단 별로 주어진 문장은 서로 달랐다. 다음은 집단 별로 

제시된 문장 예시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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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 자기가치 확인 집단]

▷ (      )(으)로서 나는 (                      )을 경험한다.

▷ (  )(으)로 지내는 삶의 기쁨은 나의 내면의 (            )에서/한 

점에서/한 부분에서 나온다.

▷ (      )(으)로서 지내는 것은 나의 진정한 (            )을 

나타내준다.

[외재적 자기가치 확인 집단]

▷ 내가 성공적인 (      )이(가) 되면 나는 (               )(을) 

받는다.

▷ 나는 (              ) 때문에 내가 능력 있는 (      )(이)라는 

것을 안다. 

▷ 내가 (    )(으)로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다른 사람들은

   (            　　　　　　）할 것이다.

표 4. 자기가치 확인 개입 문장 완성 과제 예시  

3) 위협 메시지 제시

자기 가치 확인이 끝난 후 참여자는 위협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사전에 실시한 일상 평가 임상 척도의 결과를 실제보다 과장한 것

으로써, ‘현재 심각한 정도의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를 방

치할 경우 만성화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일상 평가 임상 척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더불

어, 심리적 고통 호소 집단 분류 기준 점수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참여자에게 제시된 내용은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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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위협 메시지  

3) 위협 조작 확인 

건강에 대한 위협과 주의 편향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한 Kaur 등

(2013)의 연구와 건강염려증에 관한 Lecci 등(2002)의 연구에서 

위협 메시지가 사용되었는데,  두 연구 모두 종속 변인 측정 후 두 

연구 모두 조작 확인을 실시하였다. 이는 직접적인 조작 확인으로 

인해 참여자가 실험의 주제 및 의도를 파악하여 결과가 오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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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자기낙인 척도에 

응답한 후 ‘6p의 심리 검사 결과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조작 확인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험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작 확인 질문에 0점(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참여자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를 분석하기를 추천한 Lecci 

등(2002)의 의견에 따라,  5점(매우 신뢰한다)와 2점(별로 신뢰하

지 않는다) 사이 응답자를 대상으로 결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 문제는 자기가치 확인 유형이 자기 낙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재적 자기가치 확인 집단과 외재적 

자기가치 확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변화량을 비교하는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두 집단 사이의 정서 변화량 차이와, 

각 집단 내에서 성별, 상담 경험 여부를 기준으로 자기 낙인 변화량 

차이도 분석하였다. 

모든 자료 분석에는 SPSS 21.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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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M SD t 값

자기 낙인

(기저선 측정 

값) 

남(n=33) 2.52 .597
.706

여(n=29) 2.42 .466

표 5. 성별 집단 간 자기 낙인 사전 점수 독립표본 t검증

집단 M SD t 값

자기 낙인

(기저선 측정 

값) 

상담경험 무

(n=36)
2.53 .556

.942
상담경험 유

(n=26)
2.40 .513

표 6. 상담 경험 유 · 무 집단 간 자기 낙인 사전 점수 독립표본 t검증

Ⅳ. 연구 결과

1. 기초 분석

1) 성별에 따른 자기 낙인 기저선 

먼저, 사전에 측정한 자기 낙인 기저선 값을 성별을 기준으로 분

석하였다. 그 결과, 남자의 자기 낙인 기저선 값이 여자의 자기 낙

인 기저선 값보다 높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

았다(t=.706, p=.483)

2) 상담 경험 여부에 따른 자기 낙인 기저선 

상담 경험 여부를 기준으로 자기 낙인 기저선 값을 분석한 결과, 

상담 경험이 없는 집단의 자기 낙인 기저선 값이 상담 경험이 있는 

집단의 자기 낙인 기저선 값보다 높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t=.942, p=.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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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검사 결과–기저선 

측정값 (n=31)

t값
유의확률

(p)평균

(M)

표준편차

(SD)

정적 정서 .296 .525 3.147 .004

부적 정서 -.274 .632 -2.414 .022

표 7. 내재적 자기가치 확인 집단 정서 변화량 대응표본 t검증

사후 검사 결과–기저선 

측정값 (n=31)

t값
유의확률

(p)평균

(M)

표준편차

(SD)

정적 정서 .290 .353 4.574 .000

부적 정서 -.421 .598 -3.918 .000

표 8. 외재적 자기가치 확인 집단 정서 변화량 대응표본 t검증

3) 자기 가치 확인 유형에 따른 정서 변화 

내재적 자기 가치 확인 집단에서는 유의수준 p<.01에서 정적 정

서가 감소하였으나,(t=3,147, p=.004), 부적 정서에는 변화가 없

었다(t=-2.414. p=0.22). 

반면, 외재적 자기가치 확인 집단에서는 정적 정서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t=4.574, p=.000, 부적 정서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t=-3.918,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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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선 

집단(n=31)
사후 집단(n=31)

t값

유의확

률

(p)
평균

(M)

표준편

차

(SD)

평균

(M)

표준편

차

(SD)
자기 

낙인 
2.62 .551 2.44 .556 3.029 .005

표 9. 내재적 자기가치 확인 집단 자기 낙인 변화량 대응표본 t검증

기저선 

집단(n=31)
사후 집단(n=31)

t값

유의확

률

(p)
평균

(M)

표준편

차

(SD)

평균

(M)

표준편

차

(SD)
자기 

낙인 
2.33 .490 2.61 .449 -3.619 .001

표 10. 외재적 자기가치 확인 집단 자기 낙인 변화량 대응표본 t검증

2. 가설 확인 

1) 가설 1. 내재적 자기가치 확인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대학

생들의 자기 낙인을 감소시킬 것이다.

유의수준 p<.01에서, 내재적 자기가치 확인이 자기 낙인을 유의미

하게 감소시켰다(t=3.029, p=.005)

2) 가설 2. 외재적 자기가치 확인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대학

생들의 자기 낙인을 증가시킬 것이다.

외재적 자기가치 확인이 자기 낙인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t=-3.61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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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자기가치 확인 유형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대학생

의 상담에 대한 자기 낙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연

구이다. 실험을 실시하기 전 일상 평가 임상척도(GP-CORE)를 통

해 심리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을 선발하였고, 자기가치 확

인 유형별로 집단을 나누어 개입을 실시하였다. 위협 메시지에 대처

하는 방식을 통해 자기가치 확인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위협감을 느끼는 상황을 조작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한 일상 평가 임상척도의 결과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제시하였

다. 위협 메시지의 안면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담 전공 석사 

재학 7명, 석사 졸업 3명, 석사 수료 1명, 박사 재학 8명, 박사 수

료 3명의 검토를 받았다. 

본 실험에서는 먼저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를 측정한 후, 집단 

별로 내재적 자기가치 혹은 외재적 자기 가치 확인을 실시하였다. 

그 후 위협 메시지를 제시하고 자기 낙인을 측정하였다. 사후 설명

을 하기 전에 위협 메시지에 대한 조작 확인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

였고, 0점(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참가자의 데이터는 제외

하였다. 사전 설문 시 측정한 사전 자기 낙인 점수와 실험에서 측정

한 사후 자기 낙인 점수의 차이를 집단 별로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내재적 자기가치 확인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대학

생 집단의 자기 낙인을 감소시켰고, 외재적 자기가치 확인은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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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자기가치 유형에 따른 집단별로 부적 

및 정적 정서의 변화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내재적 자기가치 

확인 집단의 경우 정적 정서가 감소하였으나, 부적 정서에는 변화가 

없었던 반면 외재적 자기가치 확인 집단에서는 정적 정서가 유의미

하게 감소하고, 부적정서는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으며, 자기가치 확인 개입 시 내용에 대

한 구체적인 지시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통해 Daniel 등(2013)이 주장한 자기가치 확인의 자기 

낙인 감소 효과는 내재적 자기가치 확인 조건에서만 유효함을 확인

하였다. 내재적 자기가치 확인 조건에서는 자기 낙인 정도가 유의미

하게 감소하였으나, 외재적 자기가치 확인 조건에서는 오히려 자기 

낙인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Solomon 등(1995)은 자기

가치감이 위협을 받는 상황은 개인에게 불안을 유발하고 이러한 불

안으로부터 자기(self)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 작동한다고 설명하

였는데, 내재적 자기가치 확인은 효과적인 자기 보호 전략으로 작용

한 반면 외재적 자기가치 확인은 상대적으로 덜 효과적인 자기 보

호 전략으로 작용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자기가치 중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상이한 결

과가 나온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자기가치감은 고정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시적인 초점이 내재적 혹은 외재적 자기가치 중 어느 

곳에 맞추어 지에 따라 자기 낙인이 증가 혹은 감소한 것이다. 이는 

‘주위의 환경적 변화에 따라 자존감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는

다’는 고현석 등(2012)의 주장과 대조되는 것이다. 즉, 자기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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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 변동 가능한 요인이며, 적절한 개입을 통해 내재적 자기 가치

감을 효과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내재적 자기가치 확인 집단의 자기 낙인 감소 폭(t=3.029, 

p=.005)이 외재적 자기가치 확인 집단의 자기 낙인 증가 폭

(t=-3.619, p=.001)보다 더 작았다.  이는 외재적 자기가치 확인

에 비해 내재적 가치 확인 조작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음을 의

미한다. 실제로 내재적 자기가치 확인 응답자 31명이 개입 조작 시 

서술한 6개의 문장을 평정한 결과, 6명(19%)가 1~3개의 문장을 

방어적 자존감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서술하였다. Kernis(2003)에 

따르면, 내적인 자기가치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외재적 자기가

치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비해 더 방어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

장하였다. 경험을 통한 성취나 타인으로부터 주어지는 인정을 통해 

내적인 자기가치 확인을 유지하려고 할 경우, 자신에 대한 피드백을 

객관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재적 자기가치를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

이 제기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방법이, 사회적 정향성 척도

(Crowne-Marlowe Social Desirability Scale, Crowne & 

Marlowe, 1960)을 활용하는 것인데, 사회적 정향성이란, “문화적

으로 인정되고 받는 행동을 추구함으로써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

구”를 뜻한다. 그러므로 높은 사회적 지향성과 높은 자기가치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방어적인 자기가치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자기가치 감에 대한 무의식적

인 영역을 분석하는 것인데 압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 Greenwald, et al., 2000)가 대표적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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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도구이다. 검사 결과, 낮은 암묵적 자기가치를 가지고 있는 반면 

높은 명시적 자기가치감을 가진 것이 확인된다면 취약한 자기 가치

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내재적 자기가치를 세분화하

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내재적 자기가

치 확인의 자기 낙인을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가 상담 연구와 실제에 주는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가치 확인 유형’과 상담에 대한 자기 낙

인의 관계를 분석한 첫 연구이다. 이전 선행 연구에서는 자기가치 

확인을 유형화한 사례가 거의 없었으며, 자기가치 확인 유형화를 시

도한 Schimel 등(2004)의 연구에서도 사회심리학적 상황을 배경으

로 하였다. 이에 심리적 도움 요청을 막는 주요한 회피 변인인 자기 

낙인을 종속 변인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여 자기가치 확인이 상담학

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둘째,  자기가치 확인 관련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자기가치 확인이 상담에 대한 자기 낙인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Daniel 등(2013)의 연구는 실험 과정 중 사용된 위협 

메시지가 실제로 위협감을 불러 일으켰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

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조작 확인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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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첫 번째로, 실험 마지막 부분

에 조작 확인 설문을 실시하여 0점(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에 응답

한 실험 참가자의 데이터를 제외시켰다. 두 번째로, 위협 메시지를 

보기 직전과 직후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처 척도를 실시하여 위협 

메시지가 정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셋째, ‘효과적인 자기가치 확인 개입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사

항’을 확인하여 상담 센터를 홍보하거나, 방어적인 내담자와 상담

을 시작하는 초기 상담 장면, 혹은 심리 피검자에게 상담을 안내하

는 등 방어성을 감소시켜야 하는 실제 상황에 필요한 구체적인 개

입방법을 제시하였다. 외재적 자기 가치 확인은 오히려 자기 낙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고, 자기 낙인을 효과적으로 감소하기 위

해서는, 자기가치 확인 개입 시 ‘내재적자기 가치’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Schimel(2004)과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내재적 자기가치 확인을 

위한 척도와 문장 완성과제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증명하여 실효성

을 입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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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 점 및 추후 연구 제언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의의와 시사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분석하고 추후 연구에 대

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이 다양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

구는 서울 소재 대학의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특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

을 수 있다. 또한 내재적 자기가치 확인 집단과 외재적 집단 내에서 

성별 및 상담 경험 유무에 따른 비교 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통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에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았다. 자기가치 확인 유

형이 자기 낙인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

성과 호소 문제를 가진 집단 중 충분한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

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기 낙인이 감소했다고 해서 반드시 도움추구 행동으로 이

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자기 낙인과 실제 도움추구 행동 사

이의 관계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합리적 행동이론에 따르

면, 자기 낙인은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도, 태도를 거

쳐 실제 도움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도움 요청 자발성 척도(Willingness 

to Seek Help Scale; WSHS, Hammer & Vogel, 2013)등과 같

은 도구를 활용하여 자기 낙인 감소가 실제적인 도움 추구 행동으

로 이어지는 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실험 참가자들 사이의 심리적 고통 척도 점수 격차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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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된 심리 검사 결과 메시지로 위협감을 느끼는 정도가 개인별로 

상이하였다. 위협 메시지에 대한 조작 확인 설문 결과 5점(매우 신

뢰한다)과 2점(별로 신뢰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피험자 비율이 비

슷하였다. 또한 메시지가 서면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현실감이 반

감되었다. 급간 별로 구분된 결과 점수를 활용하여 위협 메시지 내

용을 차별화고, 면접 방식으로 결과를 제시한다면 실제적으로 위협

감을 느끼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자기가치 확인의 실용적인 개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상담 

맥락에서 ‘내재적’자기가치 확인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기가치 확인은 상담 장면보

다는 상담소 홍보나 심리 교육 장면과 같이 다수의 대상자를 대상

으로 단기간에 실시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다. 내담자와 상담자가 일

대일로 대면한 상담 장면에서는 자기가치 확인의 내용을 구두로 풀

어서 대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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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장소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1동 407호 (상담 실습실)
소요 시간 : 약 30분
사례 : 5,000원 (문화상품권)

본 설문지는 <정서의 변화가 상담에 대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

험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실시되는 실험 참여자 선발용 사전 설문지입니다. 참

여자들의 정서 상태가 실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 설문을 통해 정서 상

태의 개인차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

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반드시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여러분의 개인정보

는 통계처리에만 사용될 뿐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가 출판되거나 발표될 때에도 참여자의 개인 정보는 외부로 공개되

지 않습니다.

아래의 설문지를 작성하신 분들 중에 정서 측정 검사 결과 기준 점수 이상인 분

들에 한해서, 추후 본 실험을 위한 연락을 드립니다. 본 실험 관련 연구 참여자

용 설명서 및 동의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장소 및 시간)은 

문자로 조율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추후 본 연구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설문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1505/001-020)을 받

았으며, 기타 연구에 대한 문의는 연구 책임자의 이메일(******@gmail.com) 

또는 핸드폰(01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답 하나 하나

가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끝까지 솔직하게 설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지 도 교 수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창대 

연구 책임자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신은혜

부    록

부록 1. 실험 참여자 모집용 설문지 

● 아래 문항에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ID : (                  ) (실명 혹은 닉네임 모두 가능합니다.

2. 성  별 : 남  /  여

3. 나  이 : 만 (       ) 세

4. 소  속 : (        ) 대학교 (           ) 대학 (e.g.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5. 전화번호 : (                               ) (실험 약속을 잡기 위해서 쓰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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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화 수 목 금 토

09:00 ~ 10:00

10:00 ~ 11:00

11:00 ~ 12:00

12:00 ~ 13:00

13:00 ~ 14:00

14:00 ~ 15:00

15:00 ~ 16:00

16:00 ~ 17:00

17:00 ~ 18:00

18:00 ~ 19:00

19:00 ~ 20:00

20:00 ~ 21:00

아래 문장을 보시고 오른 편에 있는 5가지 항목 중 당신이 최근 한 달 

동안 느끼고 있는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정도를 표시하십시오. 여

기에서 옳고 그른 답은 없습니다. 어느 한 문장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 최근 한 달 동안의 느낌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문장에 바

로 답을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대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가끔 

그렇

다 

대부

분 

혹은 

항상 

그렇

다

1. 나는 대체로 불안이나 긴장을 느낀다. 0 1 2 3 4

2. 힘든 일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

람이 있다.
0 1 2 3 4

3. 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낀다. 0 1 2 3 4

4. 일이 잘못될 때 스스로 대처할 수 있

다. 
0 1 2 3 4

5. 신체적 통증으로 애를 먹고 있다. 0 1 2 3 4

6.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생각하면 행 0 1 2 3 4

* 후속 본 실험에 참여 가능한 시간을 최대한 많이 표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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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다.
7. 잠에 들거나 숙면을 취하는 것이 어렵

다.
0 1 2 3 4

8.  타인을 향한 애정이 느껴진다. 0 1 2 3 4

9. 해야 하는 것들의 대부분을 해낼 수 

있다.
0 1 2 3 4

10.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는 것 같

다.
0 1 2 3 4

11. 나는 불행한 것 같다. 0 1 2 3 4

12.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짜증이 난다. 0 1 2 3 4

13.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다. 0 1 2 3 4

14. 내가 원한 것들을 이루어왔다. 0 1 2 3 4

15. 신체적 통증으로 애를 먹고 있다. 0 1 2 3 4

16. 잠에 들거나 숙면을 취하는 것이 어

렵다.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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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양식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주제 : 정서 변화가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책임자명 : 신은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정서 변화가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연구의 선정기준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받

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연구원(신은혜, 

010-****-****)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

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자

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정서 변화가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여, 대학생들이 심리적 고통을 겪을 때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신 건강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약 80여 명의 서울, 경기 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참여할 것입니

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귀하는 연구자가 제시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실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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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

다.

귀하는 먼저 연구자의 간단한 지시사항과 함께 간략한 설문을 하고, 몇 가

지 과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순위 매기기와 글짓기 과제이며, 이 

과제들이 끝나면 연구자가 한 문단 가량의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시 한 번 설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모두 하시게 되면 연구자

의 사후 설명과 함께 실험은 종료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일 약 30분 내외로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

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실험이 끝난 후 연구자의 사

후 설명을 듣고 나서 연구 자료 활용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

후에도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010-****-****/ *******@gmail.com) 동

의 철회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실험 과정에서 위협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부정적 감정이 심할 경우 귀하는 언제든지 실험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

험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또

한 연구자와의 단회 상담 이후에도 정서적 고통이 남아있다면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02-880-5501)에서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

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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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추후 대학생들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상담 서비

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김창대 교수 (02-880-7633)입니

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

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

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

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

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

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

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5,000원 정도의 작은 기념품이 증정될 것

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

에게 연락하십시오.

       연구자: 신은혜(*******@gmail.com)      전화번호: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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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

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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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

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

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

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

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

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

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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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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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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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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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회인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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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신은혜 (교육학과 상담전공 석사 수료)

h.p  010-****-****

email h******@gmail.com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상담 전공]

<실험 연구 설문지>

정서의 변화가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A)

피검자 코드 : #2015-01-027

부록 3. 내재적 가치 확인 조건 실험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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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형용사를 보시고 오른 편에 있는 5가지 항목 중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바로 느끼고 있는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정도를 표시하십시오. 여기에서 

옳고 그른 답은 없습니다. 어느 한 문장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 당신의 

지금 현재의 느낌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문장에 바로 답을 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 

정도로 

그렇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1 흥미진진한 1 2 3 4 5

2 과민한 1 2 3 4 5

3 괴로운 1 2 3 4 5

4 기민한 1 2 3 4 5

5 흥분된 1 2 3 4 5

6 부끄러운 1 2 3 4 5

7 마음이 상한 1 2 3 4 5

8 원기왕성한 1 2 3 4 5

9 강한 1 2 3 4 5

10 신경질적인 1 2 3 4 5

11
죄책감이 

드는
1 2 3 4 5

12 단호한 1 2 3 4 5

13 겁에 질린 1 2 3 4 5

14 주의 깊은 1 2 3 4 5

15 적대적인 1 2 3 4 5

16 조바심 나는 1 2 3 4 5

17 열정적인 1 2 3 4 5

18 활기찬 1 2 3 4 5

19 자랑스러운 1 2 3 4 5

20 두려운 1 2 3 4 5

질문지 Part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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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순대로 1위부터 12위까지 순위를 

매겨주십시오. 

예술가

(      ) 

코미디언/유쾌한 

사람

(      )

운동을 잘하는 

사람/

운동선수

(      )  

음악가

(      )

사업가

(      )

 학생

(      ) 

간호사

(      ) 

의사

(      )  

변호사

(      ) 

수학자

(      )

 과학자

(      )

기술자

(      )

그 후 1순위로 선택한 내용을 넣어서, 아래 제시된 예시와 같이 6개의 

문장을 내용을 완성해주십시오. 이 때, 자신의 신념 및 성격, 무조건적

인 가치, 수용적인 관계 경험 등 “내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해 

주십시오.  

[ 예   시 ] 

- 1순위가 학생인 경우- 

▶  학생  이(가) 되는 것은 나의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 하는 호기심

과 학문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을/한 점을 반영한다.

▶   학생  (으)로서 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질문지 Part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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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해야 한/하는    개인적 어려움을 겪는다. 

▶   학생  (으)로 지내는 삶의 기쁨은 나의 내면의

   새로운 지식을 배우면서 통찰을 얻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

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한 점에서/한 부분에서 나온다.

< 정답은 없습니다. 내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기술해주십시오.>

1. ____________이(가) 되는 것은 나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를/을/한 

점을 반영한다.

2. ____________(으)로서 나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을 경험한다.

3. ____________(으)로서 나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는/한 개

인적 어려움을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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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____________(으)로 지내는 삶의 기쁨은 나의 내면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에서/한 점에서/한 부

분에서 나온다.

5. ____________(으)로서 지내는 것은 나의 진정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을 나타내준다.

6.              이(가) 되는 것은 나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게/것처럼/듯

이 느끼게 한다. 

< 다시 한 번 위의 문장들을 검토해주시고, 수정 & 보완할 사항이 있는 지 

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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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B Subjective well-being 불행감

P-PHY Problems-physical 신체적 고통

P-ANX Problems-anxiety 불안 

P-DEP Problems-depression 우울

FGL Functioning-General 전반적 기능 

male female level

   0~0.78    0~0.97 양호

0.79~1.48 0.98~1.62 보통

1.49~2.78 1.63~2.94 주의

2.79~3.01 2.95~3.32 심각

  3.02~4 3.33~4
매우 

심각

             < level 분류표 >

귀하의 검사 결과는 평점 ( 2.98점 )으로, 약 ( 상위 18% ) 에 해당하는 수치이

며 이는  ‘심각’ 수준임을 뜻합니다. 

피검자 코드 : #2015-01-027

귀하께서 사전 설문지에서 응답한 정서 검사는 “일반 대중을 위한 일상 평

가 임상 척도”(The Clinical Outcomes in Routine Evaluation for the 

General Population: CORE-GP)로써, 피험자가 지각하는 행복감, 전반적 기능 

정도, 심리 및 신체적 문제와 같은 세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검자의 검사 결과가 일정 기준(남자=1.49점, 여자=1.63점) 이상인 경우 평

균 이상의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집단으로 분류됩니다. 종단 연구 결과, 임

상 집단으로 분류된 사람들 중 약 85 %가 실제로 정신 병리 증상을 보고하였

고, 약 48 %가 반복적인 자살 사고와 자살 시도를 보고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귀하의 고통이 주의해야 하는 수준이며,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 

문제임을 의미합니다. 이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

울증이나 불안 장애로 인해 만성화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험자 코드 #2015-01-027 님께서 사전 설문에서 실시한 심리 검

사 결과입니다. 메시지를 주의 깊게 읽어주십시오.

질문지 Part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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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형용사를 보시고 오른 편에 있는 5가지 항목 중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바로 느끼고 있는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정도를 표시하십시오. 여기에서 

옳고 그른 답은 없습니다. 어느 한 문장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 당신의 

지금 현재의 느낌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문장에 바로 답을 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 

정도로 

그렇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1 흥미진진한 1 2 3 4 5

2 과민한 1 2 3 4 5

3 괴로운 1 2 3 4 5

4 기민한 1 2 3 4 5

5 흥분된 1 2 3 4 5

6 부끄러운 1 2 3 4 5

7 마음이 상한 1 2 3 4 5

8 원기왕성한 1 2 3 4 5

9 강한 1 2 3 4 5

10 신경질적인 1 2 3 4 5

11
죄책감이 

드는
1 2 3 4 5

12 단호한 1 2 3 4 5

13 겁에 질린 1 2 3 4 5

14 주의 깊은 1 2 3 4 5

15 적대적인 1 2 3 4 5

16 조바심 나는 1 2 3 4 5

17 열정적인 1 2 3 4 5

18 활기찬 1 2 3 4 5

19 자랑스러운 1 2 3 4 5

20 두려운 1 2 3 4 5

질문지 Part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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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사람들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문제에 직면합
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움을 구하는 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
게 합니다. 이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각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를 사용하여 그 정도를 표시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심리적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자(심리

치료사)를 찾아간다면 나 자신에 대해 불

충분하다고 느낄 것이다. 

1 2 3 4 5

2. 전문가의 도움을 구한다 하더라도 나

의 자신감이 위협받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3. 심리적 도움을 구하는 것은 나 자신을 

더 지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다.

1 2 3 4 5

4. 상담자(심리치료사)에게 이야기 한다

면 나의 자아 존중감이 향상 될 것이다. 
1 2 3 4 5

5. 단지 상담(심리치료)을 받기로 선택한 

것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변하지

는 않을 것이다.

1 2 3 4 5

6. 상담자(심리치료사)에게 도움을 요청

하면 나는 열등감을 느낄 것이다.
1 2 3 4 5

7.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선택을 하더

라도 나 자신에 대해 좋게 느낄 것이다.
1 2 3 4 5

8. 상담(심리치료)을 받는다면, 나는 자신

에게 덜 만족할 것이다.
1 2 3 4 5

9.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전

문가의 도움을 구한다 하더라도 나의 자

신감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1 2 3 4 5

10. 내가 가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할 것이다.
1 2 3 4 5

11. 심리적 도움을 구하는 것은 나 자신

을 더 지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다.

1 2 3 4 5

질문지 Part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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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여러분께서 참여하신 연구는 자기 가치 확인 유형(내재적 자기 가치 확

인 및 외재적 자기 가치 확인)이 상담에 대한 자기 낙인에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한 것입니다. 

2. 자기 가치 확인은 위협으로부터 자존감을 복구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

로 위협을 받은 영역과 관련되지 않은 자신의 중요한 측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재적 자기(intrinsic self) 가치 확인 조건은 ‘무조건적인 관계, 핵심적인 자

기 가치 등’에 초점을, 외재적 자기(extrinsic self) 가치 확인 조건은‘ 조건

적 관계, 사회적 기준 등’에 초점을 맞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사전 실험에서 귀하는 일반 대중을 위한 일상 평가 임상 척도를 통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집단(남자=1.49점 이상, 여자=1.63점 이상)으로 선발되셨습니

다. 또한 상담에 대한 자기 낙인과 상담을 받고자 하는 의도와 자발성의 기저선

을 측정하고자 자기 낙인 척도(SSOSH)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4. 실험 과정 중 제시된 위협메시지는 자기 가치 확인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

여 귀하의 실제 검사 결과보다 과장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협메시지로 

인해 불쾌한 감정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전공한 연구자와 이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권리가 귀하에게는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와의 단

회 상담 이후에도 정서적 고통이 남아있다면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 대학생활

문화원(02-880-5501)에서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5. 실험 목적에 대해 사전에 알게 될 경우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부득이하게 실험의 목적을 감추고 조작된 피드백을 할 수 밖

에 없었던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6. 귀하의 참여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상

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

다. 이 밖에 연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구자에게 질문해주십시오. 끝

까지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 사후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만약 연구 결과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연구자에게 알려주십시오. 동의하신다면, 아래에 성명을 쓰고 서명하여 주

십시오.

                                                           

연구 참여자 성명                서 명     

또한 추후에도 참여 동의를 철회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래에 기재된 연구자의 연

락처를 통해 의사를 표현해주십시오.

 연구책임자 : 신은혜(*******@gmail.com 010-****-****)

부록 4. 실험 사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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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ypes of self-affirmation on self 

stigma regarding counseling for college students 

with psychological suffering 

- Comparison analysis between the effect of intrinsic and 
extrinsic self affirmation -

Shin, Eunhye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the effect of types 

self-affirmation on self stigma regarding counseling for 

college students with psychological suffering. Among 238 

college students from Seoul, 79 were selected for 

psychological suffering group and 61 participants’data was 

used for the analysis.

At first, after measuring emotional state by PANAS, 

participants conducted  intrinsic or extrinsic self-affirmation 

according the group they are randomly assigned to. The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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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atening message that exaggerates the results of the pre 

survey was suggested. Afterward, degree of self stigma was 

measured. Also, participants responded to the manipulation 

check of the threatening message and the data of the 

participants, who answered not believing the message, at all 

was excluded. 

The results showed that intrinsic self affirmation decreased 

the degree of self stigma, while extrinsic self affirmation 

increased the degree of self stigma. In addition, the types of 

self affirmation influenced emotional state of the participants. 

The positive affect of participants in intrinsic self affirmation 

group was reduced but the negative effect was not changed. 

However, the negative effect of participants in extrinsic self 

affirmation group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nd the positive 

effect was decreased.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ed that 

the types of self-affirmation have different influences on 

self stigma of college students with psychological suffering.   

      

Key words : Types of self-affirmation, psychological 

suffering, self stigma

Student number : 2013-2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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