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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나약한 행동’, ‘무능력한 일’ 등으로 낙인이 찍힌 건강행위를 촉

진하기 위해 어떻게 건강 캠페인를 해야 할까. 이 연구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시 전문적 도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효과

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캠페인의 등장인물이 어떤 속성을 갖추면

좋은지 탐구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정신적 문제를 경험한 인물의 ‘치료회복 증언’

효과만을 살피거나, 유명인의 치료고백 효과를 연구하는 데 치중

했다. 낙인을 감소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

상적인 삶을 순조롭게 영위하는 인물을 캠페인 메시지의 화자로

내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인물이 어떤 조

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천착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 연구에서는 기꺼이 본받고 싶은 속성을 지닌 인물을 건강

캠페인 메시지의 화자로 내세움으로써 낙인효과를 상쇄할 수 있

고, 이를 통해 태도, 사회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에도 긍정적인 효

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데 착안했다. 인물 평가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이 ‘따뜻함’과 ‘유능함’이라는 두 차원으로 이루어진다는 선행연

구를 수용해서, 이 두 속성과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기술규범

제시를 실험변수로 삼아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 사회적 규범, 태

도, 지각된 행위통제, 그리고 행위의도 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설과 질문을 설정했다.

연구방법으로 2(유능함 정보 제시 : 유, 무)x2(따뜻함 정보 제시

: 유, 무)x2(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기술규범 제시: 유, 무) 등 총 3

요인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실험설계를 채택했다. 온라인 리서치 회

사의 응답자 패널에 가입한 20대 대학생 621명이 실험에 참여했다.

연구결과, (1) 자기낙인에 대해서는 따뜻함 실험처치가 미치는

주효과를 발견했고, 사회적 낙인에 대해서는 따뜻함과 유능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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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했다. (2)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지각된

제재규범과 관련해서는 따뜻함·유능함·기술규범 제시의 주효과를

발견했다. (3) 지각된 행위통제에는 유능함과 따뜻함, 전문적 도움

추구와 관련한 대학생 기술규범 제시의 주효과와 요인들 간 상호

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태도와 행

위의도에 대해서는 유능함과 따뜻함의 실험처치 주효과를 발견했

다.

이 연구는 또한 우월성 지각을 바탕으로 한 수직적 동일시가 유

사성 지각을 기반으로 한 수평적 동일시보다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

련한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과 사회적 규범,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행위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5) 수

평적 동일시는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

머지 변수들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수

직적 동일시는 모든 변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따뜻함, 유능함, 규범제시가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수

직적 동일시가 매개하는지를 경로분석과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한

매개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분석결과 (6)수직적 동일시는 따

뜻함과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 제재규

범, 태도, 행위의도와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수직적 동일시는 유능함 제시와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 제재규범,

태도, 의도와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수직적

동일시는 규범제시와 자기낙인, 제재규범, 태도, 의도와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 간 효

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

련한 사회적 낙인은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지각된 행위통제

및 태도와 행동의도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지만, 자기낙인

은 모든 변수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8) 자기낙인은

사회적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지각된 대학생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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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의도와의 관계를 모두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따뜻함, 유능함, 전문적 도움추구,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

학 번 : 2010-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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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선망하는 인물이 사실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신건강 전문서비스

를 받았다는 정보를 접한다면 정신건강 전문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편

견이 감소할 수 있을까? 과연 선망을 바탕으로 한 동일시의 감정이 유사

성 지각을 통한 동일시보다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를 높이는 데 기여를

할까? 그렇다면 청년들은 어떤 자질을 지닌 인물이 정신건강 전문서비스

를 받았다고 했을 때 전문적 도움추구를 하려고 할까. 이 연구는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한다. 또한 전문적 도움추구 행위를 직간접

적으로 예측하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여 향후 정신건강 캠페인

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0대 청년들의 정서적 위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소속 김지경 등(2018)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

전체의 7%가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 8.6%가 심한 불안증을 겪고 있으며

22.9%가 최근 6개월 이내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한다(김지경, 이윤주, 이

민정, 2018).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

하면 정신적 어려움으로 진료를 받은 20대는 2018년 기준 20만5847명으

로 2014년(10만7982명) 대비 90.6% 늘어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진료받은 환자의 증가세는 20대에 뚜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정신건강

전문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 꺼리는 문화가 여전해, 치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회피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정신건강 전

문서비스 이용에 대한 낙인 때문이다(Cheng, Wang, McDermott,

Kridel, & Rislin, 2018; Corrigan, 2004). 왕윤정과 서영석(2015)은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받는 사람들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에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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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최근까지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정신적인 문제로

상담받는 사람들에 대해 ‘매사에 비관적인’, ‘성격이 예민한’, ‘주변에 의

지할 사람이 없는’ 등의 부정적인 표현으로 묘사했다.

20대는 부모로부터의 정서적·경제적 독립이라는 발달기적 과업, 고

조되는 취업난 등 외부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

고 한다(유경희, 김종경, 2016; Lee & Gramotnev, 2007; Hashim, 2003;

Weiss, Freund, & Wiese, 2012). 이들은 특히 정신적인 문제를 그 사람

의 내부적인 문제로 귀인하는 성향이 짙고, 전문서비스를 받는 게 마치

주변에 친구나 지인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신건강 전문서비스에 대한 낙인은 특히 아시아권 문화에서 두드

러진다(Abdullah & Brown, 2011; Kim, Atkinson, & Umemoto, 2001;

Shea & Yeh, 2008; Sue & Morishima, 1982). 유교문화에서는 정신적

어려움을 스스로 참고 이겨내는 걸 인격적 도야로 여기는 문화가 남아

있다. 정신적 문제를 외부로 드러내는 걸 가족의 수치, 체면손상, 나약

함, 무능력함의 소실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문화적인 습성이 잔존하고

있다

낙인은 정신질환과 관련한 언론 보도 행태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정신적인 문제를 지닌 사람은 정상적인 직업을 갖거나 제대로 된 교육

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자주 묘사된다(이선혜, 서진환, 2010;

Goulden et al., 2011; Rhydderch et al., 2016). 정신질환이 범죄의 주된

이유로 자주 지목되면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 자체를 위험함, 통제

불가과 연결짓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더불어 완벽주의와 이기주의,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성격, 예민하고 강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정

신적인 문제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식으로 보도한다(최신혜, 2014. 8.

14; 헬스조선, 2016. 10.11). 반면 어려움을 훌륭하게 극복한 사례,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기사는 드물다. (백혜진, 조혜진, 김정현, 2017;

황애리와 나은영, 2018). 정리하자면 정신적 문제는 그 사람의 내부적인

요인 탓으로, 평생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무능하고 인격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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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기 쉽다는 낙인이 언론보도에 의해서도 강화

된다는 게 요점이다.

따라서 정신건강 전문서비스 이용률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이 같은 낙인을 줄이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속성을 지닌, 자신이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행동은 가

급적 피하려고 한다(Berger & Heath, 2007; White & Dahl, 2006,

2007). 자칫 자신의 정체성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오염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능력있는 사

람도 때때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때 정신건강 전문서비스

를 이용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사람들이 존경하

는 속성을 지닌 인물도 전문적 도움추구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

함으로써 정체성 오염에 대한 불안을 낮추고 관련 행위를 도모하고자

한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정신건강 전

문서비스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는 도움추구 행위의 ‘보편성’을 강조하

는 것도 중요하다.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특히 한 사회의 구성원이 그

행위를 얼마나 바람직한 것으로 승인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 행위를 하

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내’ 행동의 준거로 작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Bontempo & Rivero, 1992; Mo & Mak, 2009; Rhodes, Shulman, &,

McClaran, 2020). 문제는 수많은 정신건강 캠페인에서 정신적인 위기시

전문서비스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외치고는 있지만 실제로 전문적 도움

추구를 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접하기 힘들다는 점이

다. 정신적인 문제를 타인에게 터놓고, 자신의 치료경험담을 나누는 경

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지각

된 낙인이 실제보다 부정적으로 과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실제

존재하는 규범보다 지각된 규범이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Calear,

Griffiths, & Christensen, 2011; Eisenberg, Down, Golberstein &, Zivin,

2009; Pedersen & Paves, 2014).

물론 정신건강 전문서비스 이용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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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대, 즉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도 정신건강 전문서비스 이용 의

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는 전문적 도움추구 행위와 관련한

낙인, 규범, 태도 등이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지를 분명하게 규명하여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를 증진하기 위해 무엇

을 공략해야 하는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사람들이 선망하는 속성을 지닌 인물, 즉

역할모형이 전문적 도움추구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낙인을 감소시키고 행위 의도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역할모형의 속성으로 인물의 ‘따뜻함’과 ‘유능함’ 두 가치 차원을 설정하

여 이 속성들이 낙인감소와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와 행위 의도 등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실제 다수 20대 청년들이 정신적으

로 힘들 때 전문적 도움추구를 한다는 규범적 메시지를 제공하는 게 정

신건강 전문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도 등을 높일 수 있는 지를 살펴본

다. 셋째, 낙인이 남아있는 건강행위를 도모하는 데 타인과의 유사성 지

각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동일시’와 우월성 지각을 바탕으로 한 ‘수직적

동일시’ 중 어떤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한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마지막

으로 전문적 도움추구 행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낙인, 사회적규범, 태

도 등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정신건강 캠페인이 무엇에 초

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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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대학생과 전문적 도움추구

전문적 도움추구(professional help seeking)란 우울, 불안 등 정신적

인 어려움이 고조되었을 때 공인된 심리상담사 또는 정신과 전문의를 찾

아가 심리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것을 뜻한다. 국내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무료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

고 있다. 하지만 활용률이 낮다는 점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었다(박경

애, 조현주, 2007; 최윤미, 2012; Kim, Jeon, &, Kim, 2016).

    대학생 시기는 부모로부터 정서적, 경제적으로 독립도 해야 하고 새

로운 관계망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하며 직업까지 찾아야 하는 시기다.

더욱이 청년 고용시장이 나날이 얼어붙으며 취업 스트레스와 이에 따르

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지적된다

(윤우석, 2016; 이소원, 김경숙, 김보영, 2017). 실제로 최근 보건복지부

(2021)가 시행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

들의 우울감이 30대 이상의 타 연령대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우울증, 불안장애, 약물중독 등을 비롯해 생의 중요한 심리적 문

제들이 25세 이전에 발현된다(Kessler et al., 2005). 심리적 문제는 조기에

적절한 개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업 및 취업 부진, 사회적 관계 실패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후, 약물남용, 자살 생각 및 행동 등의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Czyz, Horwitz, Eisenberg, Kramer, & King, 2013; 

Farrer et al., 2013; Hysenbegasi, Hass, & Rowland, 2005).

문제는 오히려 전문가의 개입이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정신건강 전문

가에게서 도움을 구하길 꺼리는 태도는 타 연령 대비 가장 뚜렷하다는 점

이다(Michelmore & Hindley, 2012; Rickwood, Deane, & Wilson, 2007). 국

내외 선행연구들은 이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혼자서 해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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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선배, 가족 등에게서 도움을 구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김명언, 이훈

진, 이병주, 이지영, 박진석, 2006; 오윤자, 김현주, 2015; 이기학, 이경아, 이

정화, 2008; Rickwood et al.. 2007). 청년들은 친구를 비롯한 주변인이 혹여

자신을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찍는 것에 대한 우

려가 특히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ickwood et al., 2007; Wisdom,

Clarke, & Green, 2006). 덧붙여 이 시기에, 자신의 심리적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독립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시기보다 강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Gulliver, Griffiths, &, Christensen, 2010). 
정리하자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캠페인은 정신적인 어려움

이 있을 시 도움을 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라는 ‘규범성’을 강조

할 필요가 있다. 또 정신건강 전문서비스를 받는 것이 ‘이상한’ 사람들이 하

는 모자란 행위라는 낙인을 깨끗이 벗겨내고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

를 긍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제 2 절 건강행동이론과 전문적 도움추구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을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정신건강 전문서

비스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 유용성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문화적·사

회적인 규범과 본인의 능력에 대한 지각에 따라 행동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검증해 왔다(Christopher, Skillman, Kirkhart, &, D'Souza, 2006;

Lee & Shin, 2020; Mak & Davis, 2014; Mo & Mak, 2009). 타인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권이 우세한 나라들에서는 특히 남들이

그 행위를 얼마나 승인하고, 실제로 행하는지, 즉 사회적 규범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hristopher et al., 2006; Mo & Mak,

2009).

아젠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Ajzen,

1991)은 이러한 변수들을 모두 포함해 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행위의 직접적인 결정인자로 보며 의도의 결정요인을 행위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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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TPB에서는 행위를

수행하려는 개인의 의도가 강할수록 개인이 그 행위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TPB에서 행위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행위에 대해 내리는 긍정적이거

나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반면 사회적규범은 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가해지는 사회적인 압력을 개인이 지각하는 것을 뜻

한다. 또한 지각된 행위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는 특정 행위가

얼마나 수행하기 어려운지 혹은 쉬운지 등을 개인이 지각하는 정도를 일

컫는다. PBC는 본인이 행위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자원이나 능력, 기회

등을 얼마나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Ajzen, 1991).

TPB는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Ajzen

& Fishbein, 1980)을 보완 및 발전시킨 이론적 모델로 전문적 도움추구

행위를 설명하는 데 다양하게 활용됐다(Lee & Shin, 2020; Mak &

Davis, 2014; Mo & Mak, 2009). TRA에서는 PBC가 포함되어 있지 않

아 개인의 의지와 통제를 벗어난 행위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TPB에서는 PBC를 이론적 모델에 포함시켜 이러한 단점을 보

완했다. 전문적 도움추구 역시 온전히 개인의 의지로만 추구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필요하

며 어디서 도움을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이 연구에

서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기본 구조를 참조 및 보완해 전문적 도움추구

행위를 저해하거나 촉진하는 조건을 규명하는 동시에 행동 의도를 높

일 수 있는 효과적인 설득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사회적 규범과 전문적 도움추구

사회적 규범은 사회적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이 통상적으로 공통된

행위 규준이라 여기는 규칙들을 의미한다(Cialdini & Trost, 1998: p.

152). 집단의 규범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은 일종의 사회화 과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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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은 대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혹은 다양한 매체로부터 규범을 지각

및 판단하게 되고, 어떤 것이 적절한 행위로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인

식을 형성하게 된다(Glynn & Huge, 2007). 사람들이 규범에 의해 영향

을 받는 것은 사람들과 원만하게 관계를 맺고 유대를 형성하고 싶어하는

욕구와 함께 주어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욕구에서 비롯된

다(Cialdini, 2001; Cialdini & Goldstein, 2004).

(1) 주관적 규범과 전문적 도움추구

아젠(Ajzen, 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을 기본 토대로 사회적 규범이

전문적 도움추구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논문들은 그들이 인식한 ‘중요

한 타자’의 승인(approval), 즉 ‘주관적 규범’이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태도를 경유해 의도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Mak & Davis, 2014; Mo & Mak, 2009).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은 문화권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개인주의

가 강한 영미권의 백인들에게서는 주관적 규범이 전문적 도움추구에 미

치는 영향이 미미한데 반해 집단주의나 가족을 우선시 하는 가족주의가

강한 태국, 중국, 라틴 문화권에서는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이 우세한 것

으로 조사됐다(Cabassa & Zayas, 2007; Christopher et al., 2006; Mak

& Davis, 2014; Mo & Mak, 2009). ‘가족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미

국의 소수인종인 흑인들에게서도 주관적 규범, 특히 가족의 규범은 전문

적 도움추구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Barksdale &

Molock, 2009).

이들이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타자’로 꼽은 집단은 가족

이며 그 다음이 친구, 동료 순이다(Barksdale & Molock, 2009; Mak &

Davis, 2014). 가족이 전문적 도움추구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며, 이

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

지만 규범적 영향력은 반드시 ‘중요한 타자’의 ‘승인’뿐만 아니라 가깝지

않은 집단의 행동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Park, Klein,

Smith, & Martell, 2009; Silk et al., 2017; Yun & Silk, 2011). 또한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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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람직한지 ‘승인’하는 규범뿐만 아니라 실제 다수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규범도 존재한다. 따라서 다양한 층위, 차원의 규범을 잘 활용해 전

문적 도움추구 의도를 높일 수 있는 규범제시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2) 사회적 규범의 차원과 전문적 도움추구

사회적 규범은 크게 그 행위가 실제로 구성원들에 의해서 얼마나

보편적으로 행해지는지를 의미하는 ‘기술적 규범’과 구성원들이 얼마나

그 행위를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며 승인하는지를 일컫는 제재규범으로

나뉜다(Cialdini, Reno, & Kallgren, 1990; Cialdini, Kallgren, & Reno,

1991). 이에 따르면 때때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행위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행위가 만연할

수 있다.

치알디니(Cialdini, 2003)와 스미스와 그 동료들(Smith et al., 2012)

은 많은 캠페인들이 특정 행위를 구성원들에게 권장하면서, 부정적인

기술 규범을 의도치 않게 부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메시지의

설득효과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규범과 제

재규범이 서로 상충하기보다 합치될 때 효과가 강력할 수 있는 것이다

(Smith & Louis, 2008; Smith et al., 2012). 이는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

련한 캠페인이 왜 자주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많은 경우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는 메

시지를 전하면서, 동시에 전문가를 잘 찾아가지 않는 현실과 이로 인해

서 빚어지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대다수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전문적 도움추구를

하고 있다는 기술 규범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규범은 ‘지각된 규범’(perceived norms)과 실제 규범(actual

norms)으로 나뉠 수 있다(Lapinski & Rimal, 2005; Rimal &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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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사회적 규범접근(social norms approach)에서는 사람들이 과대평가

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있는 규범을 현실에 맞게 교정함으로써 행동의 변화

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제시해 보였다(Downs & Eisenberg, 2012; Foss,

Bartley, & Goodman, 2004; Rimal, Lapinski, Cook, & Real, 2005;

Rhodes et al., 2020; Rimal & Real, 2005; Silk, Perrault, Nazione, Pace,

&, Collins-Eaglin, 2017). 대표적으로 청년들의 음주 운전율이 높은 미국

의 몬테나 지역에서, 실제로 대부분의 청년들이 술을 마신 후 절대 운전대

를 잡지 않는다는 규범 교정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펼친 결과,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음주 운전율이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Perkins,

Linkenbach, Lewis, & Neighbors, 2010).

사회적 규범의 교정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로즈 등(Rhodes et al., .,

2020)의 연구에 따르면 효과는 집단주의 문화가 우세한 아시아권이 영미

권보다 큰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아시아 문화권인 한국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한 정신건강 증진 캠페인에서 왜 규범에 대한 소구가 필요한 지

에 대한 이유를 잘 보여준다.

예컨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다수(75%)의 대학생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친구들에게 교내 상담센터를 권유한다”는 규범적 메

시지를 노출시키고 그 효과를 증명한 실크 등(Silk et al., 2017)은 규범

소구가 지닌 긍정적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교내 상담센터 이용에 대한 행위의도와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고, 어려움을 겪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교내 상

담센터를 추천할 의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대학생들은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실제보다 부정적

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진다(Calear, Griffiths, & Christensen,

2011; Eisenberg, Down, Golberstein &, Zivin, 2009; Pedersen & Paves,

2014). 이는 문화권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

한 낙인이 존재하고 있기에 자신이 현재 정신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쉽사리 털어놓지 않는 문화에서 연유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Papadopoulos, Foster, &, Caldwell, 2013). 이상의 선행연구들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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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 학업성취 등 비슷한 발달기적 과제

를 지닌 청년들이 실제로는 전문적 도움추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기술적

규범을 제시해 전문적 도움추구 행위의도 등을 높이고자 한다.

(3) 규범제시자의 특성과 전문적 도움추구

개개인은 다양한 사회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각각에 의해 제시되는

규범은 일치할 수도 있고 상충할 수도 있다. 대체로 물리적으로 가까운

집단, 예컨대 부모와 친구의 규범이 먼 집단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는 점이 확인되어 왔다(Cho, 2006; Neighbors et al., 2010; Woolf,

Rimal, &, Sripad,, 2014). 청년들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가

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먼저 털어놓게 되는데, 이때 이들이 전문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 도움을 구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이어지게 된다(Fathima, Mehrotra, & Sudhir, 2020; Hui, Wong,

& Fu, 2014).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선혜(2007)의 연구에서도 가족이

전문적 도움추구 행위를 승인한다고 지지할수록 실제 도움 요청 가능성

이 커진다는 결과가 제시한 바 있다.

선행연구는 영향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

의 규범(e.g 한국 대학생들의 규범)도 근접한 집단과 별개의 영향을 행

사하며, 영향력은 행위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제시했다(Park &

Smith, 2007; Park et al., 2009; Yun & Silk, 2011). 규범지각에 따른 음

주 절제 의도의 변화를 연구한 박과 그 동료들(2007)은 근접집단의 영향

력을 통제하고 난 이후에도 미국 대학생 일반의 음주절제에 대한 규범지

각이 대학생 본인의 음주절제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

을 밝혔다. 또한 윤과 실크(2011)의 연구에서는 건강한 식습관 관련한

의도에, 대학 전체의 규범이 가까운 친구의 규범 만큼이나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이 같은 결과를 해석하면서

“낙인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넓은 범위에서의 규범적 영

향력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p.238)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가족과 친구

가 실제로 행하고 승인하는 것을 바꾸기도 어렵고 가까운 집단의 규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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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각은 비교적 정확하기에 이를 바꿔서 행위변화를 유도한다는 것

은 실현하기 힘들다(Borsari & Carey, 2000). 이러한 연유로 대학생의

건강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이나 사회적 차원의 규범 지각을 교

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Rhodes et al., 2020; Silk et al., 2017).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도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동경하는 집단의 행동은 따라 하고자 한다(Belk,

1988; Englis & Solomon, 1995). 반면 연결되고 싶지 않은 정체성을 지

닌 집단이 하는 행동은 가급적 피하려고 한다(Berger & Heath 2007;

Dunn, White, &, Dahl 2012, White & Dahl, 2006, 2007). 예컨대 버거와

히스(2007)는 미국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멀리하고 싶은 대

상이라 밝힌 그룹이 살찌는 음식을 먹고 음주를 즐긴다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알코올 섭취량을 줄이고 정크푸드 섭취를 줄였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미디어에서 긍정적 특성, 매력도가 높은 사람들이 특정한 건강 행위

를 자주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도하

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Reid, Cialdini, & Aiken, 2010). 사회적 규

범 소구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수가 실제로 그 행동을 승인하고

행한다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태도는 특정 행위에 대한 호불호의 선호하는 마음의 상태로 행위의

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로 알려져 왔다(Ajzen, 1991). 구체적으로 전

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유용하고 중요한지, 가치 있고 바람직한 행위인지

등에 대한 개인적 믿음을 의미한다(Fischer & Turner, 1970; Hammer,

Parent, &, Spiker, 2018).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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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어 왔다(Fischer & Farina, 1995; Möller-Leimkühler, 2002). 이는 남

성들이 상담을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여기

는 경향이 여성보다 강하기 때문이다(Angermeyer, Matschinger, &

Riedel-Heller, 1999). 전통적 의미에서의 ‘남성성’을 강조하는 문화적 규

범에 영향을 받을수록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나약함’(weakeness)의 상

징으로 여기게 되어 치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전문적 도움추

구를 덜 하게 된다(Berger et al., 2005; Pederson & Vogel, 2007; Smith

et al., 2008)

비슷한 맥락에서 선행연구들에서는 문제를 스스로 이겨내는 걸 중시

하고, 감정절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규범을 친구나 부모 등에게서 접했을

때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해 꺼리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Scott et al., 2007). 특히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해 부정적인 규범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집단주의 문화권인 아시아와 라틴 문화권에서

영미권에 비해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띠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Shea & Yeh, 2008; Zhang & Dixon, 2003)

문제는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적인 어려움이 심각해지면 질수록, 부

정 사고 패턴이 강화되어 도움추구 행위를 하지 않으려 하게 되고, 도움

추구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Keeler,

Siegel, & Alvaro, 2014; Lienemann, Siegel, & Crano, 2013).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사회적으로 자신이 덜 바람직하게 여겨질 거라는, 이른바 자

기낙인이 뚜렷해지고 이로 인해 전문적인 도움추구를 더욱 꺼리는 태도

로 이어지는 것이다(Lienemann & Siegel, 2016).

정신적인 어려움을 지닌 사람을 사회적으로 덜 우호적으로 바라볼

것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함께 이를 내면화한 자기낙인은 전문적 도움추

구태도를 감소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어 왔다(이민지, 손은정,

2007; 정진철, 양난미, 2010; Nam et al., 2013; Vogel, Wade, &,

Hackler, 2007). 대표적으로 대학생들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관련한

연구들에 대해 메타분석을 한 남과 그 동료들(Nam et al., 2013)은 자기

낙인이 정신건강 전문서비스 관련한 태도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

- 14 -

사하고 있음을 밝혔다.

반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을 긍정적으로

예측할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Nam et al.,

2013).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전문적인 도움추구 태도를 높이기 위

해서는 자기낙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치료를 받음으로써 얻

을 수 있는 이로움들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캠페인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3. 지각된 행위통제

지각된 행위통제란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또는

어려운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함께 행위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

해 얼마나 많은 자원(e.g., 시간, 기술, 다른 사람의 협조, 비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반두라(Bandura, 1977)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발전시킨 개념이다. 자기효능감이 미래의 특

정 상황에 자신이 스스로에게 필요한 행동을 실행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신념에 집중한다면, 지각된 행위통제는 외적인 자원에 접근이 얼마

나 쉬운가에 대한 판단까지 포괄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Ajzen,

1991).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르면 태도와, 행위 규범은 지각된 행위통제와

상호작용을 하고, 지각된 행위통제는 행위의도를 통해 행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은 물론, 직접 행동을 예측하기도 한다. TPB 모델을 통해 정신

건강 캠페인 효과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자극물에 노출된 이후, 실험

참가자의 태도와 규범이 변화하면 지각된 행위통제 수준 역시 변화한다

는 결과를 보여주고, 의도에 대한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Mak & Davis, 2014; Mo & Mack, 2009).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와 신(Lee & Shin, 2020)의 연구에

서는 전문적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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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 행위통제를 높일 수 있고, 이것이 의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신건강 전문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은 전문적 도움추구 행위

를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Leong & Kalibatseva, 2013).

더불어 정신적인 건강이 악화될수록 자신이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상실하게 되어 지각된 행위통제가 떨어지고, 의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Lee & Shin, 2020). 이상의 논의

를 종합하자면, 직접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자신이 어

떻게 어떤 경로로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할 때, 지각된

행위통제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란 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4.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행위의도는 행위를 설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예측변수로 인정받는다.

계획된 행동이론(Ajzen, 1991)에 따르면 의도는 개개인이 특정 행위를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뜻하는 동기

적 요인으로, 의도가 강할수록 실제로 특정행위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아진다(p.183). 이 이론에 따르면 행위에 대한 호불호를 뜻하는 태도,

주관적인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의 수준에 따라 의도가 결정된다.

자기낙인과 사회적 낙인이 태도를 경유해서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이민지, 손은정, 2007; Vogel et al., 2007). 사

회적 낙인은 전문적 도움추구를 하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수용하지 않으

려고 하며, 부정적으로 여긴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자기낙인

은 이를 내면화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전문적 도움추구를 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못하며, 자기가치에 손상을 가져온다고 믿는 것을 뜻한다. 특히

자기낙인이 전문적인 도움추구 의도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Barney, Griffiths, Jorm, & Christensen, 2006).

또한 전문적 도움추구 행위에 대한 규범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관련 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ak & Davis, 2014; Mo &

Mack, 2009). 모와 맥(2009)은 주관적 규범이 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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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예측변수으로, 태도를 경유해서 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규범은

개인주의 문화권보다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감정절제와 규범에 대한 순응을 중요하게 여기며 가족 체면을 중시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규범이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Rhodes et al., 2020).

지각된 행위통제 역시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Kung, 2004; Mak & Davis, 2014). 정신건강 전문서비스를 받는 것은

온전히 의지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며, 관련한 정보 습득이 용이해야 전문적 도움추구를 할 수 있다.

어디서 어떻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만으로도 지각된 행위통제가 증대되며 이는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Lee & Shin, 2020).

전문적인 도움추구 의도는 정신적인 문제가 악화할수록 오히려 낮아

진다. 예컨대 우울증이 심해지게 되면 치료를 받아서 상황이 호전될 것

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품기가 힘들어진다(Keeler et al., 2014;

Lienemann et al., 2013). 정신적인 어려움이 고조되면 자기낙인이 심화

하고 이는 곧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저하로 이어진다.

성별에 따라서도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대체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정신건강 전문서비스를 꺼린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Pederson & Vogel, 2007; Smith et al., 2008; Vogel, Heimerdinger-Edwards,

Hammer, & Hubbard, 2011). 문화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남성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정서적으로 나약함을 엿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규율을 강요

받는 경우가 더 많다(Vogel et al., 2011). 특히 전통적인 남성성을 내면화

하고 이를 고수할수록 전문적인 도움추구에 대한 의지는 더 떨어지게 된

다(Smith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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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전문적 도움추구를 받는 데 돈, 시간 등의 구조적 제약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등 심리적 제약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Cheng, et al., 2018; Corrigan, 2004). 낙인은 전문적 도움추구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제약 중 하나로 확인되어왔다(Nam et al.,

2013). 사회적 낙인은 크게 심리적 어려움을 지닌 것 자체에 대한 낙인

과 함께 도움추구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낙인으로 나뉜다. 하지만 실 생

활에서 대체로 심리적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행위

자체에 대해 혼용되어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 보통 심리적 어려움을 밝

힌 사람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한다고 말했을 때 사회적 낙인이 보다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n-Porath, 2002). 사회적 낙

인은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부적

절하고 열등하며, 불행하고 문제가 많을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나타낸

다(Lannin, Vogel, &, Heath, 2017). 이는 심리적 문제를 겪을 시 전문가

를 찾아가야 한다는 당위적 판단, 즉 제재규범과는 별도의 문제로, 뿌리

깊게 박혀온 문화적 습속으로 봐야 한다(Bos, Schaalma, & Pryor,

2008). 이 절에서는 낙인의 종류와 각각의 영향력을 살피며, 무엇이 낙인

을 강화시키는지, 낙인을 줄이는 게 왜 중요한지, 이 실험을 통해 증명하

려는 낙인 감소 메커니즘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1. 사회적 낙인

(1)성격상의 결함으로서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낙인은 정신건강 전문서비스 이용을 저해하

는 중요한 방해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Corrigan, 2004; Shechtman,

Vogel, & Maman, 2010; Vogel, Bitman, Hammer, & Wade, 2013). 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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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Goffman, 1968)은 낙인을 심각한 불명예나 수치를 가져오는 속성이라

고 정의내렸다. 고프먼에 따르면 낙인은 ‘신체적인 혐오’, ‘성격상의 결함’,

‘인종, 민족, 종교에 대한 종족 낙인’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정신

질환에 대한 낙인은 성격상의 결함에 해당하며, 나약한 의지, 횡포하거나

지나친 걱정, 위험하며 완고한 신념, 부정직하다고 추론된 성격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낙인은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바람직하지 못하고 결함이

있는 존재로 인식,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는 ‘사회적

낙인’과 개인이 스스로 이러한 사회적 낙인을 받아들여 본인에게 적용하

는 ‘자기 낙인’으로 구분된다. 낙인은 특히 타인과의 조화, 감정절제를 주

요한 능력으로 보는 아시아 문화권에서 두드러진다(Kudva et al., 2020;

Shea & Yeh, 2008; Zhang & Dixon, 2003). 또한 만 18세부터 25세의

젊은 청년층이 전체 연령층 중에서 낙인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경향성을 띤다(Ojeda & Bergstresser, 2008). 이는 왜 대학생

들을 겨냥한 낙인감소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한다.

아시아 문화권에서 낙인이 두드러지는 것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성격의 결함’, ‘도덕적 결함’으로 보는 문화에서 기인한다

(Sue & Morishima, 1982).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힘든 상황을 오롯이 스

스로 인내하고 극복함으로써 개인이 성장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Heppner et al., 2006; Suh & Diener, 1995). 이러한 인식은 개인에게 발

생하는 부정적인 상황과 감정을 당사자가 스스로 수용하고 해결해야 하

는 문제로 귀착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자기통제를 중요시하다 보

니 마음의 질병을 ‘아픈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약한 것’으로 규정짓는 인

식으로 이어진다. 이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험하고 예측불가

능한 존재로 지각하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어진다(Subramaniam et al.,

2017).

인격적인 결함이 있다는 낙인은 미디어에 의해서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언론에서는 불안장애를 다루면서 “완벽주의자나 이기주의

경향을 띤 성격에서 불안증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넉넉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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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좋다”(최신혜, 2014. 08. 14.)며 성격의 문제를 강조하거나 “우울

증에 걸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속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의존

적, 강박적, 히스테리적 성격을 가진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

다”(헬스조선, 2016. 10. 11.)며 낙인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지각한 상담받는 사람들에 대한 원형을

연구한 왕윤정과 서영석(2015)의 연구에 따르면 전문적 도움추구 행위와

관련한 부정적인 인식이 명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해머와 보겔(Hammer & Vogel, 2013)의 연구에서는

상담을 받는 사람들을 “정직한”, “개방적인”, “동기 부여된”, “스스로를

인식하는”, “똑똑한” 등의 긍정적인 표현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에 대해 성격이 예민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

러졌다. 구체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해서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크게 반

응하고 스스로를 비판하는 특성을 지닌 사람들”(p.788)을 상담을 받는 사

람들의 이미지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능력부재로서 전문적 도움추구자에 대한 낙인

성격의 결함과 다른 한편으로 정신적 어려움으로 도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능할 것이라는 게 편견의 한 축을 차지한다(Krupa, Kirsh,

Cockburn, & Gewurtz, 2009; Rüsch, Angermeyer, &, Corrigan, 2005;

Sadler, Meagor, & Kaye, 2012).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능력

이 부족하고 일상적 삶의 정상적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편견이 이

에 해당한다(Couture & Penn, 2003; Penn et al., 2005). 실증연구들은

고용주들이 정신적 질환을 경험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 그렇

지 않은 사람보다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며 고용을 주저한다는 것을 밝혔

다(Hipes, Lucas, Phelan, & White, 2016; Krupa et al., 2009).

공중은 흔히 언론보도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를 형

성하는데(Rhydderch et al., 2016) 언론에서도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

람을 무능하게 묘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국내외의 미디어에서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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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는 게 곧 그 사회의 부담이 되고, 질 높은 삶을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Corrigan et al., 2005; Stuart, 2006; 노수

진, 윤영민, 2013; 백혜진 등 2017)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주요일간지에서 정신건강과 관련한 기사를

분석한 백혜진 등(2017) 의 연구에 따르면 정신적인 질병을 자기관리 능

력이 부족해서 걸리는 것처럼 묘사하거나 직업이나 학업을 유지할 수 없

는, 즉 일상에서의 자립이 불가능한, 지위를 상실한 존재로 묘사하는 경

향이 이어져 왔다. 우울증에 관한 국내 언론 보도 행태를 분석한 노수진

과 윤영민(2013) 의 연구를 살펴보면 우울증 경험자의 회복이나 개인적·

사회적인 성취를 다룬 보도는 매우 드물다.

(3) 지각된 사회적 낙인과 실제 낙인의 격차

주목할만한 점은 미디어의 영향 등으로 청년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낙인이 실제 존재하는 사회적 낙인보다 훨씬 부정적이라는 점이다(Calear

et al., 2011; Eisenberg et al., 2009; Pedersen & Paves, 2014). 이 선행연

구들 에서는 대다수 대학생들이, 타인들이 정신건강 전문서비스를 받는 사

람들을 나약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등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

났다. 페더선과 페이브스(Pedersen & Paves, 2014)의 실증연구에서는 대

학생 응답자의 75%가 정신적 문제로 치료를 받는 친구를 부정적으로 바

라보거나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면서도 막상 친구들은 자신이 치료

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 편견을 가질 것이라 우려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처럼 실제보다 과장된 사회적 낙인에 대한 인식은 대학생들의 전

문적 도움추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낙인에 대한 과대평가

를 줄이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 때 도움을 추구하는 걸 적응

적인 행동으로 평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Pedersen & Pave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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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낙인과 제재규범의 차이

사회적 낙인은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열등하며, 사회적으로 환영받거나 존경받을 수 없다고 여

기는 인식을 의미한다. 또한 정신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며 덜 바람직한 존재로 여기고 되도록 피하려는 일련의 감정적인

반응을 포괄한다. 사회적 낙인은 어린 시절부터 사회화 과정에서 뿌리

깊게 학습되는 측면이 있다(Bos et al., 2008). 대체로 감정절제를 중시여

기고 심리적 문제를 스스로 이겨내는 것을 인격적 도야로 여기는 아시아

문화권에서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뚜렷하다(Shea &

Yeh, 2008). 이에 따르면 사회적 낙인은 이성적인 판단보다 심리적 습속

에 가깝다. 반면 제재규범은 무엇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인지에 대

한 옳고 그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내포한다(Cialdini,

et al., 1990; Cialdini et al., 1991).

정신적인 위기 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바람직한 ‘정답’으로

인식은 하면서도 여전히 감정적으로는 정신건강 전문서비스를 받는 사람

들에 대해서 꺼리는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사회적 낙인은 오랜 사회화

과정에서 촉발된 무의식적, 정서적, 문화적인 반응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 사람의 정신병력 등에 따라 고용 등에서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을 지지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들을 꺼리게 되는 경우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립정신건강센터(2018)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전문적인 도

움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하면서도 사회적 낙인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다고 응

답한 비율은 50%에 불과하고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과 대화하기 불

편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40%에 육박한다. 이는 제재규범과 사회적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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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2. 자기낙인

사회적 낙인을 높게 지각할수록 이를 자기자신에게 적용하려는 경향

도 높아진다(Vogel et al., 2013). 전문적 도움을 추구했을 때, 자기자신의

가치와 자존감이 떨어질 것이라 믿으며, 자신을 남들보다 열등하고, 사회

적인 부적격자라고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Corrigan, 1998). 이러한 인식

을 갖게 되면 전문적 도움추구가 곧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실패자임

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이를 회피하게 된다(Cheng et al.,

2018).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혹시나 자기 가치감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불안감을 갖게 되고, 자기 가치를 보호하고 긍정정인

자아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도움추구를 피하게 된다.

링크(Link, 1987)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정신병 환자(mental patient)

로 인식되었을 때 자존감에 위협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정신병

환자’라 함은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는다는 사실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는 행위를 하는 두 가지 모두를 포괄한다.

터커와 그 동료들(Tucker et al., 2013)은 자기낙인을 크게 정신적

문제를 겪는 것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것과 전문적인 도움추구를 함으로

써 자기 가치가 손상될 것을 우려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설

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두 가지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둘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문제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Rüsch et al., 2005). 반면 후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도움추구

행위자체를 나약한 행동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normalizing)라

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Schomerus & Angermeyer, 2008).

중요한 것은 정신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의 자기낙인

을 동시에 갖기 쉽다는 점이다(Tucker et al., 2013). 따라서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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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가지 자기낙인을 모두 경감시키기 위한 캠페인 메시지 방안을 강

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치료회복증언자들이 누구나

정신적 어려움을 지닐 수 있다는 보편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전문적 도움

추구를 어려움에 직면하는 용기 있는 일, 내면적 아름다움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소개하는 전략 등이 포함된다.

선행연구들은 지각된 사회적 낙인보다 오히려 이를 자신에게 적용한

‘자기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를 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결과들

을 입증해 왔다(김희철, 2018; Eisenberg et al., 2009; Vogel, Wade, &

Haake, 2006; Vogel et al., 2013)

전문적인 도움추구 태도는 단순히 정신건강 서비스가 얼마나 큰 효

용을 가져다주며 이에 대해 얼마나 우호적인 입장인지를 묻는 것에 초점

을 둔다(Hammer, Parent, &, Spiker, 2018). 반면 자기낙인은 전문적 도

움추구 행위가 자기가치감에 미치는 주관적인 영향력을 묻고 있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낙인을 온전히 내면

화 했을 경우에만 자기낙인을 갖게 되며, 자기낙인이 사회적 낙인과 전

문적 도움추구 태도 사이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Vogel, et

al., 2007; Vogel, Shechtman, & Wade, 2010; Vogel et al., 2017). 하지만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이 각

각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김희철,

2018; 이민지, 손은정, 2007). 이민지와 손은정(2007)의 연구에서는 사회

적 낙인을 인식하고 이를 내면화한 경우에만 자기낙인을 나타내는 미국

학생과는 달리 사회적 낙인에 대한 인식 없이도 자기 낙인을 가질 수 있

으며, 각각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감정통제와 정서적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는 것을 중요한 능력으로

보는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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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정관념의 두 차원과 전문적 도움추구 낙인

종합하자면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낙인은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

인으로 대별되며 정신적 질환에 대한 낙인은 크게 인격적 결함과 능력

의 부재로 구별된다. 이는 피스크(Fiske, Cuddy, Click, & Xu, 2002;

Fiske, Cuddy, & Glick, 2007)와 그 동료들이 제시한 고정관념의 두 축

과 긴밀히 연결된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 집단이나 문화를 판단할

때 그들이 얼마나 사려깊고, 관대하며 친절한지, 즉 ‘따뜻함’과 더불어

얼마나 능력있고 지적인지 등을 일컫는 ‘유능함’에 따라 타인을 지각하

고 판단한다.

피스크 등의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 문제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

는 있지만 정신적 어려움을 지닌 사람들을 향해 따뜻함을 결여하고 있다

거나, 혹은 능력이 부재하다고 믿거나, 때때로 둘 다 부족하다고 지각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ske, 2012; Sadler et al., 2012; Sadler, Kaye, &,

Vaughn, 2015).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한 새들러 등(Sadler et al., 2012)의 연구를 살펴보면 정신적 질환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능력과 인격적 따뜻함이 모두 평균 이하로 지각되고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새들러 등(Sadler, et al, 2015)의 연구에서는 불안장애, 주요 우

울증, 섭식장애 및 강박장애를 지닌 사람을 향해 유능함은 낮지만 따뜻함

이 높다는 편견이 있음을 밝혔다. 이외 반대로 피스크(Fiske, 2012)의 연구

에서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유능하지만 따뜻하지는 않다는

고정관념이 있으며, 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재능이 훌

륭하지만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지각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감정절제

를 중요한 능력으로 보는 한국사회의 문화를 감안할 때(Shea & Yeh,

2008) 한국 대학생들은 능력과 따뜻함 모두를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살펴볼 때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지각된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을 낮추기 위해서는 ‘따뜻하고’, ‘유능한’ 사람도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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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위기를 경험하며 이때 전문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줄 필

요가 있다. 사람들은 가까이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 하는 행동을 따르려

하지 않는데, 특정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만 바꿔도 행동변

화를 이끌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Berger & Rand, 2008). 선망하는 집단

의 행동은 모방하려고 하지만(Englis & Solomon, 1995) 멀리하고 싶은

집단의 정체성과 관련된 행위는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Berger & Heath,

2007, et al., 2012, White & Dahl, 2006, 2007).

제 4 절 낙인감소전략

1. 낙인감소 전략으로서 직간접 접촉

정신적 어려움과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낙인을 줄이는 데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의 접촉

(contact)이라는 점이 관련한 메타 연구에서 입증되었다(Corrigan,

Morris, Michaels, Rafacz, &, Rüsch, 2012; Rüsch et al., 2005). 편견과

차별을 멈추라는 직접적인 메시지나, 항의 운동(protest)은 오히려 인위

적인 억압으로 인해 더 큰 편견을 유발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했다. 반면 실제로 정신적인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

접촉을 했을 경우에는 편견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했다

(Rüsch et al., 2005). 면대면으로 이들을 마주하는 게 편견해소에 더 효

과적이었다는 결과가 있는 반면(Corrigan et al., 2012), 이들의 치료경험

과 회복기를 담은 증언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낙인 감소에 효과적이었

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Janoušková et al., 2017).

특히 낙인감소에 효과적이었던 영상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충분히 회

복가능하다는 치료가능성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충분히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들이 담긴 경우였다

(Clement, Jarrett, Henderson, & Thornicroft, 2010). 중요한 것은 증상이

나 어려움 자체를 부각하기보다는 회복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치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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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함께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삶에서 중요한 과업들을 성공적으

로 성취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었다(Reinke et al., 2004).

2. 낙인을 반박할 수 있는 역할모형 제시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고정관념과 정반대되는 이미지, 사회적 위상이

나 좋아할 만한 속성을 지닌 사람을 역할모형, 본보기로 제시하는 게 부

정적 낙인 감소나, 편견에 따른 자동적 의사결정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

이었다는 결과를 제시한다(Banas, Bessarabova, & Massey, 2020; 

Columb & Plant, 2011; Dasgupta & Greenwald, 2001; Leicht, de

Moura, & Crisp, 2014; Ramasubramanian, 2007, 2015)

소수자에 대한 낙인이나 고정관념을 낮추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사

용되는 것이 대중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는 유명인(celebrity)을 내세우는

전략이다. 예컨대 라마수브라마니안 (Ramasubramanian, 2015)은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대비되는 유명인에 대한 기사를 읽게 한 후, 인종적 편

견에 대해 질문하게 했을 때 고정관념이 확연히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제

시했다. 고정관념과 대비되는 생생하고 흥미로운 예시를 제공하는 게 소

수집단 전체에 대한 태도가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흑인에 대한 부정적인 예시를 먼저 보여 준 후 인종주의적 태도가 높아

져 있는 백인들에게, 미국 전 대통령 오바마에 대한 정보를 노출시켰을

시 인종차별주의적 태도가 다시 낮아지는 결과도 확인되었다(Columb &

Plant, 2011). 다스굽타와 그린월드(Dasgupta & Greenwald, 2001)는 존

경받는 흑인 인사들과 오명을 덮어쓴 백인들의 사진에 노출되는 것만으

로도 하루 뒤가 지난 시점까지 백인에 대한 암묵적, 자동적 선호가 줄어

들었다는 것을 밝혔다.

꼭 유명인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높은 사회적 지위,

고소득 직업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고령자와 관련한 예시를 보여줌으로

써, 전체적인 고령자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가 하면

(Robertson & Weiss, 2017), 인종적 고정관념과 대비되는 인물에 노출시

킴으로써 인종주의적 태도를 낮추고, 소수인종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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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 사례도 확인되었다(Ramasubramanian,

2011). 성적 고정관념과 대비되는 성공적인 여성 리더에 대한 정보에 노

출되었을 때 암묵적으로 형성된 성차별적 편견이 낮아지는 실험결과도

도출되었다(Dasgupta & Asgari, 2004).

선행연구에서 강조하는 것은 역할모형을 내세울 때 지나치게 ‘극단

적인’ 사례는 피하라는 것이다. 쿤다와 올슨(Kunda & Oleson, 1995;

1997)은 이미 특정 그룹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게, 너무 극단전인 예시를 든다면 오히려 반작용으로 편견이 더 강화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혹은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편견을 변화하기보다

예시로 접한 인물을 ‘예외’라고 여기며 또 다른 하위 범주를 만들어 이들

을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천재 아티스트, 화려한 유명인,

노벨상 수상자 등 지나치게 예외적인 인물보다는, 고정관념과 배치되면

서도 보편적으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일반인을 예시로 드는 게 효과

적일 수 있다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물론 증언자가 바람직한 속성을 지녔다고 해도 수용자가 대상과 전

혀 동일시를 하지 않는다면 태도와 의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선행연구에서는 미디어에 제시된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 정의내

리게 된다고 설명한다(Cohen, 2001; Ebersole & Woods, 2007).

록우드와 쿤다(Lockwood & Kunda, 1997, 1999)는 인물이 이룬 성

취가 메시지 수용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 동시에 자신 또한 노력

해서 이룰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을 것 같은 인식을 심어주어야 함을 강

조한다. 만약 인물의 업적이 너무 뛰어나 자신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인물을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보다 자신의 무능력을 탓하는 등 인물의 성취에 압도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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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인을 감소시킬 역할모형의 따뜻함과 유능함

이 연구에서 역할모형의 바람직한 특성으로 제시하려는 속성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인물의 따뜻함과 유능함이다. 다수의 사회 심리학자들

에 의해 따뜻함과 유능함 차원은 타인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두 차원으로 정립되었다(Cuddy, Fiske, & Glick, 2008; Judd,

James-Hawkins, Yzerbyt, & Kashima, 2005), 따뜻함은 타인의 인품에

관한 판단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사려깊고, 배려심이 있으며, 남을 위해

베풀 줄 아는지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 유능함은 그 사

람이 얼마나 능력있고, 성공적이며, 똑똑하고 경쟁력 있는지에 대한 평가

이다(Judd et el., 2005).

정신적 어려움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유능함과 따뜻함이 모두 평균 이하로 지각된다는 점

이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Sadler et al., 2012). 따뜻함과 유능함이

모두 결여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대상은 경멸(contempt)의 감정을 낳는다

(Cuddy et al., 2008). 사람들은 경멸하는 대상이 행하는 행동을 멀리한

다. 부정적인 정체성을 지니는 이의 행동을 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Berger & Heath, 2007).

따라서 따뜻하고 유능한 사람도 때때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이때

전문적 도움추구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사람들은 따뜻한 덕성(virtue)과 유능함에 대한 정보

모두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향력, 지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속성으

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Bai, Ho, & Yan, 2020). 높은 덕

성과 유능함은 존경(admiration)의 감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그들의 의견

을 기꺼이 따르고,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낳는다(Sweetman, Spears,

Livingstone, & Manstead, 2013).

구체적으로 유능함은 존경을 낳고(Bai et al, 2020),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에게서 조언을 구하며, 훌륭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자 한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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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닮고 싶어하는 미디어 인물의 속성에 대해서 연구한 호프너와

버캐넌(Hoffner & Buchanan, 2005)은 남녀 청년들 모두 능력을 바탕으

로 성공한 인물을 닮고자 하는 염원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정 영

역에서 우수한 능력을 바탕으로 성공한 사람은 그 영역 외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타인의 가치관이나 생각에 영향을 미칠 기회가 커진

다. 예컨대 능력 있는 투자자로 인정받고 있는 워런 버핏은 비즈니스 영

역 외, 기타 영역에서도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고, 이에 사람들이 감화를

받는다(Cheng, Tracy, Foulsham, Kingstone, & Henrich, 2013).

따뜻한 덕성에 대한 지각 역시 존경을 유발한다(Van de Ven,

Archer, & Engelen, 2019). 관대함과 이타주의적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한 속성으로 여겨지며, 이는 타인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획득으로 이어진다(Bai, 2017). 사람들은 대체로 타인의 유능함

에 대한 정보보다 따뜻함에 대한 정보에 대해 더 민감하게 지각하는 것

으로 확인되어 왔다(Hack, Goodwin, & Fiske, 2007; Ybarra et al.,

2001).

한국 대학생들은 정신적인 상담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매사에 부정

적이고 예민하며, 주변에 털어놓을 곳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등 따

뜻함이 결여된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왕윤정, 서영

석, 2015). 언론에서도 의존적이고 강박적이며, 반사회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불안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빈번

하다(백혜진 등, 2017). 따라서 따뜻한 인품을 지닌 역할모형이 전문적

도움추구를 한다는 정보를 제시했을 때, 정신적 어려움 및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낙인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람들은 유능함이 높게 지각되지만, 따뜻함이 결여된 사람에 대해

서 시기심(envy)을 갖는 경향이 있고, 유능함은 낮게 평가되나, 따뜻함이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정심(pity)을 느끼게 된다. 반면 유능함과 따

뜻함 모두 높게 지각되는 이들에게서는 감탄과 존경(admiration)의 감정

을 가지게 되며, 이들은 사람들이 따르고, 닮고 싶어하는 사회적인 준거

집단으로 인정받게 된다(Cuddy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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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를 살펴보았을 때, 역할모형의 따뜻함과 유능함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었을 때, 이들을 바람직한 준거집단으로 보고 이들의 증언

과 조언을 자신에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 볼 수 있

다. 정신적 어려움을 지닌 사람들은 대체로 유능함과 따뜻함이 모두 낮

게 지각되므로(Sadler et al., 2012), 두 차원 모두에서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을 때보다 한 영역에서라도 긍정적인 정보가 제시되었을 때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감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따뜻함과 유능함의 주효과를 살피는 동시에,

이 두 가지 모두가 제시된 상황에서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역할

모형이 어떠한 속성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한다.

제 4 절 수평적 동일시와 수직적 동일시

미디어 인물에 대한 동일시는 단순히 대상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

는 것을 넘어 타인의 가치, 태도, 열망(aspiration)을 수용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Bandura, 2001; 2001, Hoffner & Buchanan, 2005). 동일

시를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의 과정으로 본 켈만(Kelman, 1958;

1961)은 대상의 태도, 믿음 가치를 내재화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따

라 대상의 행동을 채택하게 되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유사한 관점에서

코헨(Cohen, 2014)은 동일시를 대상의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성을 병합하

는 과정으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역할 수용과 함께 대상의 관점

을 채택하는 것으로 보았다. 호프너와 버캐넌(Hoffner & Buchanan,

2005)은 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대상에 부합하도록 변화시키

는 과정에서 행동의 모방(imitaion)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동일시의 다양한 정의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동일시가 개인과 대상

간의 유대감을 기반으로 발생하며, 태도와 행동의 변화까지 이끌어 낸다

는 점이다(Hoffner & Buchanan, 2005; Wright, 1994; Zillmann, 1995).

개인이 자신과 대상을 연결지음에 따라 대상의 특성, 태도, 행동 등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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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추구하는 일련의 과정이 펼쳐지게 된다(Basil, 1996).

건강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증언도 수용자가 이야기를 하는 인물에

공감을 하고 동일시를 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 동일

시를 하게 되면 미디어에 나오는 인물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Moyer-Gusé, 2008;

Slater, 2002; Slater & Rouner, 2002). 이 연구에서도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의 치료와 회복 경험을 증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바, 동일시 여부

에 따라 수용자의 행위태도와 행위의도 변화 등이 달라질 것이라는 추

론이 가능하다.

동일시는 크게 두 가지 기제로 이뤄지는데, 하나는 대상과 자신이 비

슷하고 공유하는 게 많다고 여겨 ‘지각된 유사성’을 바탕으로 동일시를 할

수도 있고, 비슷하진 않지만 닮고 싶다는 욕구에서 동일시를 할 수도 있

다. 후자를 ‘동일화 갈망’(wishful identification)이라고 일컫는다(Hoffner

& Buchanan, 2005). 동일화 갈망은 대체로 공중이 미디어 인물의 지성,

성공, 매력, 그리고 사회적 존경과 같은 특성을 갈망하고 추구할 때 발생

한다(Hoffner & Cantor, 1991; Hoffner & Buchanan, 2005; Konijn, Nije

Bijvank, & Bushman, 2007; Wilson & Cho, 2014). 동일화 갈망은 미디어

인물과 유사하게 행동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의미하며, 동일화 갈망 수준이

높아질수록 대상을 자신의 역할 모델로 규정짓고 행동을 모방할 확률이

높아진다(Konijn et al., 2007).

동일화 갈망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지각하는 대상의 가치

관이나 태도 행동을 수용함을 뜻하는 수직적 동일시와 개념적으로 유사

하다(Blood & Pirkis, 2001; Stack, 1990; 2000; 2005). 수직적 동일시는

타르드(De Tarde, 1903)의 모방이론에 뿌리를 둔다(Blood & Pirkis,

2001). 모방이론의 핵심은 개인이 자신보다 우월한 대상의 행동을 모방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Stack, 1987; 1990).

사람들은 자신이 연결되고 싶지 않은 집단의 행동은 가급적 멀리한

다(Berger & Heath, 2007; Berger & Rand, 2008; Dunn et al., 2012,

White & Dahl, 2006, 2007). 그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체성이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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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적 도움추구 행위를 나와 유사

한 것을 넘어서서 내가 존경할만한 사람까지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정신건강 전문서비스를 이

용한다 해도 내 정체성이 부정적으로 비취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망하고 동경하는 집단의 행동은

기꺼이 모방하고자 하는 데(Englis & Solomon, 1995) 이런 까닭에 인물

에 대한 수평적 동일시보다 수직적 동일시가 전문적 도움추구 행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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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와 연구가설

제 1 절 따뜻함, 유능함, 규범제시가 전문적 도움추구에

미치는 영향

치료회복증언의 설득 효과는 인물이 얼마나 바람직한 속성을 지녔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inke et al., 2004). 사람들은 특정행위가 부

정적인 특성을 지닌 정체성을 지닌 인물과 결부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

를 가급적 피하려는 경향성을 나타낸다(Berger & Heath, 2007; Berger

& Rand, 2008; Dunn et al., 2012, White & Dahl, 2006, 2007). 반면 자

신이 닮고자 열망하는 집단의 행동은 모방하려는 속성을 드러낸다

(Englis & Solomon, 1995). 즉 사람들은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획득 및

유지하기 위해 특정행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특히 청소년,

청년들은 역할모형의 행동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Brace-Govan,

2013). 실제로 캠페인에서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메시지

제공자의 지위를 높게 지각할 경우, 수용자의 태도와 의도 등이 더욱 긍

정적으로 변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He, Fu, Li, &, Guo,

2019).

전문적인 도움추구 행위와 결부된 대표적인 낙인이 인품과 능력의

결핍이다(백혜진 등, 2017; 왕윤정과 서영석, 2015). 이는 커디 등(Cuddy

et al., 2008)이 사회적 인식의 두 차원으로 제시한 따뜻함과 유능함 측

면 모두에서 부정적으로 지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문

적인 도움추구 행위에 대한 낙인을 감소시키고 행위의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따뜻함과 유능함을 겸비한 인물을 역할모형으로 제시해 편견

을 줄이고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낙인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은 이

들이 이뤄낸 업적과 성취를 강조함으로써 낙인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Reinke et al., 2004). 메시지 수용자가 지나치게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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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성취를 한 유능한 인물을 역할모형으로 내

세우는 것은 인물의 태도와 가치관, 행동 등을 본받도록 하는 데 훌륭

한 전략으로 평가받는다(Brace-Govan, 2013, Lockwood & Kunda,

1997). 이러한 측면에서 역할모형의 유능함에 대한 정보제시는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낙인을 감소시키고 규범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행위태도와 의도 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유능함뿐만 아니라 인물의 따뜻함에 대한 인식 역시 타인의 영향력

과 지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속성으로 작용한다(Bai et al., 2020). 높

은 덕성은 존경의 감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그들의 의견을 기꺼이 따르

고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낳는다(Sweetman et al., 2013). 사람들은 동

일한 메시지라 하더라도 영향력이 크고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인물의

메시지를 보다 잘 수용한다(He et al., 2019). 이러한 논리를 따랐을 때,

인물의 따뜻함에 대한 정보가 제시된 경우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전문

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낙인이 줄어들고, 행위의도와 태도가 높아질 것

이라는 예상을 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또래 대학생들 역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시 전문적

인 도움을 추구한다는 기술규범 메지시를 전달함으로써 전문적인 도움추

구와 관련한 낙인이 경감되고 의도 등이 증진되는 지를 검증하고자 한

다. 무엇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바람직한지를 의미하는 규범인 제재규

범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행위가 얼마나 행해지는가를 뜻하는 기술규범

도 행위의도 및 행위태도 등과 높은 연관성이 있는 변수이다(Rivis &

Sheeran, 2003, Park & Smith, 2007; Silk et al., 2017). 사람들은 대다수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옳은 것이라 믿고 이를 행위 규준으로 삼으려는

경향을 보인다(Cialdini & Trost, 1998). 제재규범은 긍정적이지만 기술

규범이 부정적이라면 행위의도는 약화된다(Smith et al., 2012).

다수의 정신건강 캠페인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시 전문가를

찾는 게 옳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이용을 잘 하지 않는 현실을 강조한

다. 이 연구에서는 이 점을 문제로 인식하여 실제로 다수 또래 대학생들

이 정신적으로 힘들 때 전문가를 찾는다는 규범을 보여주고 그것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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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도움추구에 대한 낙인, 규범, 행위의도 등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전문적 도움추구 행위의 보편성을 강조할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속성을 지닌 사람들이 정신건강 전문서비스를 주로 이용한다는 낙

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신적 곤경에 처했을 때 전문서비

스를 이용하는 것을 올바른 행위 규준으로 여기게 돼 행위의도 등이 높

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문제1] 유능함, 따뜻함, 기술규범 제시 여부에 따라 캠페인 메시지

를 접한 실험참여자의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낙인, 규범, 태도, 지각

된행위통제와 의도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가설1-1> 유능함 정보를 접한 실험 참여자는 그렇지 않은 참여자

에 비해서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사회적 낙인(a)과 자기낙인(b)은

낮고, 지각된 대학생의 제재규범(c), 행위태도(d), 지각된행위통제(e), 행

위의도(f)는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1-2> 따뜻함 정보를 접한 실험 참여자는 그렇지 않은 참여자

에 비해서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사회적 낙인(a)과 자기낙인(b)은

낮고, 지각된 대학생의 제재규범(c), 행위태도(d), 지각된행위통제(e), 행

위의도(f)는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1-3> 전문적 도움추구 행위와 관련한 대학생의 기술규범을

접한 실험 참여자는 그렇지 않은 참여자에 비해서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

련한 사회적 낙인(a)과 자기낙인(b)은 낮고, 지각된 대학생의 제재규범

(c), 행위태도(d), 지각된행위통제(e), 행위의도(f)는 높을 것이다.

역할모형과 관련한 이론에서는 역할모형이 사람들에게 닮고 싶은 존

재로 비춰야 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뛰어난 인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는 점을 강조한다(Lockwood & Kunda, 1997; 1999). 이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지나치게 비범한 인물을 접했을 때 오히려 압도되는 듯한 느낌

을 받는 동시에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 같

은 선행연구를 참고했을 때 따뜻함과 유능함이 모두 제시되었을 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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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설득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쉽게 단정지을 수 없다. 따뜻함만

제시되었을 때, 혹은 유능함만 제시되었을 때가 오히려 역할모형의 행동

을 따르고자 하는 의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유능함

과 따뜻함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는 그 효과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없어서 별도의 가설을 제시하지 않고 연구문제로 제시한다.

[연구문제2] 유능함 정보제시, 따뜻함 정보제시,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

한 대학생의 기술규범 제시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제 2절 수평적 동일시와 수직적 동일시가 전문적 도움

추구에 미치는 효과

미디어 속 인물에 대한 동일시는 행동은 물론 태도, 가치관의 변화

를 유발한다(Bandura, 1986; 2001; Basil, 1996; Brown & Frasier, 2004).

동일시는 크게 미디어 인물과 자기 자신이 공유하고 있는 접점이 많다고

여기며 유사성을 지각할 때 일어나는 수평적 동일시와, 그 인물처럼 되

길 바라는 열망에서 비롯되는 동일화 갈망으로 나뉜다(Hoffner &

Buchanan, 2005).

이 연구에서 따뜻함, 유능함을 드러내는 인물을 역할모형으로 제시해,

행위 의도와 태도 등의 변화를 꾀하고자 한 것은 역할모형이 동일화 갈

망을 유발할 것으로 전제했기 때문이다. 동일화 갈망은 수직적 동일시

개념과 연결되는데, 이는 공중이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인물의 가

치관이나 태도, 행동을 수용하는 것을 일컫는다(Stack, 2000). 수직적 동

일시는 타르드(De Tarde, 1903)의 모방이론에 뿌리를 둔다(Blood &

Pirkis, 2001). 모방이론의 핵심은 개인이 자신보다 우월한 대상의 행동을

모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정신건강 전문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부정적 꼬리표가 여전함을 감

안했을 때 인물이 수직적 동일시를 일으키는 것은 정신건강 전문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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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이용과 관련한 긍정적 태도 전환 등에 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나와 유사한 것을 넘어서 내가 닮고 싶은 인물도 자연스레 하는 행

동이라면 그 행동이 나의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는 확신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Berger & Heath, 2007; Berger

& Rand, 2008; Dunn et al., 2012, Englis & Solomon, 1995; White &

Dahl, 2006, 2007). 전문적 도움추구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 대

표적으로 나약하거나 무능한 사람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편

견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수직적 동일시는 단순히 역할모형이 하는 행동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서서 역할모형의 가치, 태도, 열망 등을 받아들이는 일련의 기제를

포함한다(Bandura, 1986, 2001). 수직적 동일시는 대체로 공중이 미디어

인물의 지성, 성공, 매력, 그리고 사회적 존경과 같은 특성을 갈망하고 추

구할 때 발생한다(Hoffner & Buchanan, 2005; Hoffner & Cantor, 1991;

Konijn, Nije Bijvank, & Bushman, 2007; Wilson & Cho, 2014). 나에게

존경심을 유발하는 인물이 하는 행동이라면 행동의 의미가 긍정적으로 새

롭게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수평적 동일시보다 선망을 바탕으로

한 수직적 동일시가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

을 낮추고 지각된 대학생의 제재규범, 행위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행위

의도 등을 높이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선행연

구에서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연구를 찾을 수 없었던 바, 이에 대해서는

연구가설로 설정하지 않고 연구문제로 제시해 결과를 탐색했다.

[연구문제3] 등장인물에 대한 수평적 동일시보다 수직적 동일시가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 지각된 대학생의 제재규범, 행

위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행위의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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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전문적 도움추구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들 간의 경로분석

이 논문에서 역할모형의 따뜻함과 유능함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은

따뜻함과 유능함 제시가 수직적 동일시를 일으킬 것이라고 기본적으로

전제했기 때문이다. 미디어 인물에 대한 동일시는 미디어 인물처럼 되고

싶거나 미디어 인물과 같은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심리적 기제를 일컫는

다. 이에 따르면 동일시가 먼저 일어나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Reeves & Lometti, 1979).

이 논문에서 특히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인물에 대한 수직적 동일시다. 수직적 동일시는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판단되는 속성을 지닌 인물의 가치와 태도를 받아

들이고 이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기제를 의미한다(Stack, 1987; 2005).

나와 유사한 것을 넘어서서 나보다 우월한 인물 역시 전문적 도움추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이 인물과 동일시를 하게 되면 전문적 도움추구로 인

한 자아정체성 오염에 대한 불안이 낮아져서 정신건강 전문서비스 이용

의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게 이 연구가 예상하는 바이다.

미디어 인물의 능력은 수직적 동일시를 일으키는 중요한 속성이라는

점이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었다(Hoffner & Buchanan, 2005). 또한 따뜻한

덕성도 그 사람의 영향력 지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속성이라는 점을 확

인했다(Bai et al., 2020). 선행연구에서 높은 덕성 역시 존경(admiration)

의 감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그들의 의견을 기꺼이 따르고, 배우고자 하

는 태도를 낳는다는 것을 확인했다(Sweetman, Spears, Livingstone, &

Manstead, 201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제로 따뜻함과 유능함 제시가 수직적 동일

시를 매개로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을 낮추고

지각된 대학생 제재규범,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행위의도를 높이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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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이 연구의 전제가 합당한 것이었는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다.

반면 보편적인 대학생의 기술규범을 보여주는 것은 수직적 동일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과 비슷한 위치, 연

령대의 대학생에 대한 정보가 수직적 동일시를 일으킬 것이라는 논리적

추론을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이와 관련한 직접적

인 연구결과는 찾을 수 없었었던 바 이는 연구문제로 설정해 결과를 탐

색하고자 한다.

[연구문제4-1] 따뜻함, 유능함, 규범제시는 수직적 동일시에 직접적 영향

을 미치는가?

[연구문제4-2] 수직적 동일시는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 제재규범, 태도,

힝위통제, 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4-3-1] 수직적 동일시는 따뜻함과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 제재

규범, 태도, 행위 통제, 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4-3-2] 수직적 동일시는 유능함과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 제재

규범, 태도, 행위 통제, 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4-3-3] 수직적 동일시는 규범제시와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 제

재규범, 태도, 행위 통제, 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이 연구는 기존 TPB 모델에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을 포함해 이

론적 확장을 모색했다.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며, 피하는

일련의 감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차별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Bos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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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8). 이는 문화적인 습속과 연결되는데 실제로 유교문화권을 비롯

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정신적 어려움을 공공연하게 호소하는 이에게

낙인을 찍는 경향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Kudav et al., 2020; Shea

& Yeh, 2008, Yang, 2007). 반면 제재규범은 무엇이 사회적으로 바람직

한 행위인지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내

포한다(Cialdini, Reno, & Kallgren, 1990; Cialdini, Kallgren, & Reno,

1991).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전문적 도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을 바람직한 ‘정답’으로 인식하면서도 실제로는 정신적 문제를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꺼리는 감정을 충분히 지닐 수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2018).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낙인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민지, 손

은정, 2007; Barney et al., 2006; Shea & Yeh, 2008). 사회적 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지각된 대학생의 제재규범과 지각된 행위통

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하지만 전문적 도

움추구를 하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며 꺼린다고

생각했을 때 행위에 대한 지각된 통제 수준과 제재규범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사회적 낙인을 높게 지각할수록 이를 자기자신에게 적용하려는 경향

도 높아지는데(Vogel et al., 2013), 선행연구들은 지각된 사회적 낙인보

다 오히려 이를 자신에게 적용한 ‘자기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를 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결과들을 입증해 왔다(김희철, 2018;

Eisenberg et al., 2009; Vogel et al., 2006; Vogel et al., 2013) 자기낙인

은 전문적 도움을 추구했을 때, 자기자신의 가치와 자존감이 떨어질 것

이라 믿으며, 자신을 남들보다 열등하고, 사회적인 부적격자라고 인식하

는 것을 뜻한다(Corrigan, 1998).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되면 전문적 도움

추구가 곧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실패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

각하게 되어 이를 회피하게 된다(Cheng et al., 2018).

자기낙인은 TPB의 제재규범과 태도와도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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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도움추구 태도는 단순히 정신건강 서비스가 얼마나 자신에게

큰 효용을 가져다주며 이에 대해 얼마나 우호적인 입장인지를 묻는 것에

초점을 둔다(Hammer et al., 2018). 또한 제재규범은 전문적 도움추구

행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인지에 대한 당위적, 의식적 판단에 초

점을 둔다. 반면 자기낙인은 전문적 도움추구 행위가 자기가치감에 미치

는 주관적인 영향력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자기낙인이 사회적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사

이를 완전 매개하는 결과들도 제시되었다(Vally, Cody, Albloshi, &,

Alsheraifi, 2018 Vogel, et al., 2007; Vogel, et al., 2010; Vogel et al.,

2017). 지각된 사회적 낙인이 높고, 이를 내면화 해 자기낙인이 되었을

때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의도가 순차적으로 낮아진다는 결과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낙인은 자기낙인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전문적 도

움추구태도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기에

그 결과를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민지와 손은정

(2007)의 연구에서는 자기낙인뿐만 아니라 지각된 사회적 낙인 역시 전

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

다. 사회적 낙인을 굳이 내면화하지 않고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전문적

도움추구가 낮아진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제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이 대학생들의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지각된 대학생의 제재규범, 태도, 지각된 행위

동제, 행위 의도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분석해 어떤 변수가 전문적 도

움추구 행위에 대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분명히 살피고자 한

다. 더불어 실제로 자기낙인이 사회적 낙인과 지각된 대학생의 제재규범,

태도, 지각된 행위동제, 행위 의도를 매개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

지막으로 자기낙인과 사회적 낙인이 인물에 대한 수직적 동일시와 각 변

수들과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분석해 캠페인이 어떤 낙인을 없애는 데

보다 집중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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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4-4]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전문적 도움추구

와 관련한 자기낙인, 지각된 대학생의 제재규범,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행위 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4-5]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자기낙인은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지각된 대학생의 제재규범,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행위 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4-6] 정신건강 전문서비스와 관련한 태도, 지각된 대학생의 제

재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는 대학생들의 전문적 도움추구 행위의도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4-6-a>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는 전문적 도움추구 의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6-b> 지각된 행위통제는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6-c> 지각된 대학생의 제재규범은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4-7]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사회적 낙인은 수직적 동일시와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지각된 대학생의 제재규범, 행위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행위의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4-8]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자기낙인은 수직적 동일시와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지각된 대학생의 제재규범, 행위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행위의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4-9] 자기낙인은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사회적 낙인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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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 대학생의 제재규범, 행위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행위의도와의 관계

를 매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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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방법

제 1절 실험개요

1. 실험참여자

본 연구의 실험은 온라인 리서치 회사 마크로밀 엠브레인 응답자 패

널에 가입한 20대 남녀 대학생들 중 안내 이메일을 받고 실험 웹사이트

에 접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021년 4월10일부터 15일까지 총 6일에

걸쳐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전문적 도움추구에 성별에 따

른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할당 추출을 통해 총 639명을 표집하였

고, 이들은 9개의 집단에 무선 배치되었다. 그리고 표집된 샘플 중 불성

실한 응답자 18명을 제외한 621명의 응답결과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피험자 621명중 남성은 47.7%(296명), 여성은 52.3%(325명)을 차

지했다. 학년은 4학년이 219명으로 전체 35.3%를 구성해 가장 많았고,

이어 3학년이 23.8%(148명), 2학년이 23.5%, 1학년이 17.2%를 차지했다.

연령은 만19~24세가 523명(84.2%)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만 25~29세는

15.8%(98명)였다. 피험자 중 심리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

율은 총 31.7%(197명),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1.6%(10

명)로 66.7%는 상담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거주지역은 서울(30.4%)과 경

기도(24.0%)가 총 54.4%(328명)로 절반 이상을 나타내었다.

2. 실험설계 및 연구절차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실

시하였다. 구체적으로 2(유능함 정보 제시: 유, 무)x2(따뜻함 정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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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x2(기술규범 제시: 유, 무) 총 3요인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피험자

간 통제집단 사전사후 실험설계를 채택했다. 본 분석과 별도로 통제집단

을 별도로 둔 것은 치료회복증언을 본 실험집단의 사후 전문적 도움추구

와 관련한 지각된 제재규범, 태도, 행위의도 등이 사전보다 낮아졌을 경

우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그 경우 통제집단과 비교해서 부메랑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표1> 실험집단 구분 표

본 실험에 앞서 설득자극물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남녀 대학

생 32명에게 따뜻함과 유능함을 표상할 수 있는 특성을 묻고, 정신건강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을 완성한 후에는 의

도한 바대로 영상속 인물이 비춰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작검증을 실

시했다.

<그림1> 실험절차 명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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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의 참가자들은 인구통계학적 질문에 대해서 응답한 후, 사전

설문에 응답을 하고, 조건별로 다르게 제작된 15분30초 가량의 영상에

노출되었다. 영상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실험에 제시된 영상을

총 6개 구간으로 분리해 순차적으로 제시했으며, 영상 시청이 끝날 때마

다 피실험자들에게 영상과 관련한 간단한 퀴즈를 풀게 했다. 구체적인

퀴즈 내용은 영상 속 인물이 어떤 계기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

려움의 종류는 무엇이었는지, 치료를 받으면서 좋았던 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 하였는지 등을 객관식 문항으로 물었다.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퀴즈 오답률이 50%가 넘는 참가자는 불성실한 응답자로 보고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사후설문을 실시하여, 영상 시청 후 전문적 도

움추구와 관련한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 지각된 대학생의 제재규범, 행

위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행위의도가 집단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측

정했다.

3. 실험자극물 제작

실험자극물은 총 15분30초짜리 동영상으로 앞으로 보여줄 영상을 안

내하는 인트로, 등장인물의 자기소개, 치료회복경험 증언, 그림과 자막을

활용한 규범 메시지, 치료정보(e.g 무료상담전화, 학내상담센터)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 영상은 사람들의 속마음 얘기를 다루는 전문 유튜버가

운영하는 ‘심터뷰’라는 채널의 한 회차 분량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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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인트로와 치료정보

모든 실험집단 영상에는 동일한 인트로와 치료회복증언, 본인이 겪

었던 정신적 어려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 등이 담겨

져 있다. 자기소개에서 따뜻함과 유능함 정보가 드러나는지, 대학생 기술

규범 메시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총 8가지 영상으로 구분된다. 대학

생 기술규범이 담기지 않은 영상에는 다음 회차에 대한 예고 동영상을

넣어 전체 영상의 길이가 일정하도록 맞추었다. 다음 회차 예고 동영상

에는 요즘 대학생들이 즐기는 취미생활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영상에 나온 등장인물은 모두 동일하며 전문 배우들이 사전에 작성

된 대본을 토대로 대사를 했다. 치료회복증언에 대한 진술 내용은 서울

소재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5명의 자문을 토대로 구성했다. 더불어 유

명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유튜버에서 소개된 사연들을 활용해 설득자

극물을 제작하였다.

유능함과 따뜻함을 처치하기 위해서는 지난 2월 서울 소재 대학생

32명을 대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추고, 무슨 활동을 하며, 어떤 실적을 지

닌 사람이 유능하고, 따뜻한 인물로 느껴지는지를 묻는 15분가량의 인터

뷰를 진행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언급된 직업군과 성취 내역, 활

동사항을 반영해 자기소개 영상물을 제작했다.

인터뷰 결과, 유능함의 조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자수성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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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와 대형 로펌의 변호사, 외국계 IT 기업의 회사원을 유능함을 드러

낼 수 있는 인물의 직업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극단적인 예시는 공감을

낳지 못하거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근거로(Lockwood

& Kunda, 1997; 1999), 대학생들이 공감할 만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던 연

수익, 기업 규모(중견기업) 등을 세부 설명으로 자막에 포함했다. 더불어

유능함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대외 공모전 수상실적, 제2외국어 능력

등도 자막을 통해 제시했다. 등장인물의 유능함에 대한 정보는 자기소개

를 요청하는 유튜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장치를 통해 제공되었다.

유능함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같은 질문에 대해 직업이나 성

취를 언급하지 않고 자신이 어디에 살고 있으며, 몇 살인지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했다.

<그림3>유능함 처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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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함은 대학생들이 좋은 품성의 기준으로 언급한 장기간 다 회차의

‘대가 없는’ 자원 활동 경험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자원활동은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봉사활동, 취업 멘토링, 창업 멘토링이

었다. 따뜻함에 대한 처치는 “아무리 바빠도 꼭 지키는 나만의 루틴은”

이라는 유튜버의 질문에 대해 자신이 하고 있는 자원활동을 소개하는 방

식으로 이뤄졌다. 반면 따뜻함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틈날

때 마다 하는 여가활동은”이라는 질문에 대해 각자가 즐기고 있는 취미

생활을 제시하였다.

<그림4> 따뜻함 처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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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회복증언 영상에는 자신이 어떤 식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했

는지, 치료를 받으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소개가

포함되었다. 인물들이 겪은 어려움으로는 우울증, 불안장애 등 가장 발병

률이 높다고 알려진 심리적 문제가 제시되었다. 또한 치료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약물에 의한 증세 호전과 심리상담으로부터 얻은 감정적 효

용을 소개했다.

<그림5> 치료회복증언

대학생의 기술적 규범 메시지는 대다수 대학생들이 심리적인 어려움

을 겪고 있으며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자막과 사진

등을 활용해 동영상으로 만들어 제시했다. 대학생의 기술규범 메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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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지 않은 집단에는 다음 영상에서 다룰 내용에 대한 간략한 예고를

보여주었다. 예고 동영상에는 요즘 대학생들이 즐기는 취미생활에 대해

다룰 것이라는 점을 담았다.

<그림6> 전문적 도움추구 관련 대학생 기술규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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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주요변수의 정의와 측정

1. 전문적 도움추구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전문적 도움추구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심리상담가, 정신건강 의학과 의사, 지자

체에서 운영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상담사, 학내 심리상담센터에

서 상담을 의뢰하고 치료를 받는 등의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2. 심리적 어려움

이 연구에서 심리적 어려움은 초조함과 심리적 공황을 포함하는 불

안감, 무기력함과 심리적 낙담을 포괄하는 우울함,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

를 의미한다. 대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Lovibond와

Lovibond(1995)가 개발한 우울, 불안, 스트레스 척도-21(the 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21)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1개의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일

치도는 .93으로 매우 높게 보고 되어 있다(Henry & Crawford, 2005).

이 척도는 ‘나는 긴장을 풀고 휴식을 하기가 힘들었다’, ‘나는 상황들에서

과잉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나는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함을 느꼈

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문항들의 합계를 구

해 그 값을 사용하였다(α = .96, M = 16.14, SD = 12.56).

3. 실질적인 제약

이 연구에서 실질적인 제약은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는 데 드는 현

실적인 비용과 시간 등을 감당할 수 있으며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

는지를 의미한다. 실질적인 제약은 모와 맥(Mo & Mak, 2009)이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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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했으며, 그 값의 평균을 척도로 활용했다

(α = .63, M = 2.87, SD = .59).

4. 지각된 대학생의 제재규범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제재규범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시, 정

신건강 전문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 얼마나 바람직하다고 여기며, 이를

승인하는지를 묻는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는 제재규범을 측정한 기존 척

도(Park & Smith, 2007)를 참고하여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심리적인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정신건강 전문서비스를 받는 것을 원할 것이

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심리적인 위기에 놓인 사람이 정신건강 전문

서비스를 받는 것을 지지할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심리적인 곤

경에 처한 사람이 정신건강 전문서비스를 받는 데 찬성할 것이다”의 세

가지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해 그 값의 평균을 구해 사용하였다(사전:

α = .82, M = 3.66, SD = .70 사후: α = .84, M = 3.93, SD = .64).

5. 사회적 낙인

사회적 낙인은 정신건강 전문서비스를 받는 것을 개인적인 나약함,

무능함의 결과로 여기며 사회적으로 수용받을 수 없다고 평가 및 차별

하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 낙인을 측정하기 위해 코미야와 동료들

(Komiya, Good, & Sherrod, 2000)이 개발한 심리적 도움에 대한 낙인

척도(the stigma scale for receiving psychological Help)를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5개의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했다. 이

척도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보통 수준의 신뢰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iville & Constantine, 2007; Shea & Yeah, 2008). 문항

은 “정서적 문제 혹은 대인관계 문제를 위해 상담을 받는 것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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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을 가져온다”, “자신이 상담을 받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숨기는

것이 현명하다” , “사람들은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덜 좋아하

는 경향이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값의 평균을 구해 척

도로 사용하였다(사전: α= .81, M = 2.55, SD = .84, 사후: α = .86, M

= 2.27, SD = .82).

6. 자기 낙인

자기낙인은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사회적낙인을 내면화한 것으로,

정신건강 전문서비스를 받는 게 자기자신의 가치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

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 낙인을 측정하기 위해 보겔

과 동료들(Vogel et al., 2006)이 개발한 도움추구에 대한 자기 낙인 척

도(the self-stigma of seeking help scale)를 사용하였다. 10개의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된 이 척도는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지

니고 있는 것으로 개발자들은 보고하고 있다(Vogel et al., 2006). 문항의

예로는, “심리적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자를 찾아간다면 나 자신이 부적

절 하다고 느낄 것 같다”, “상담자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내가 열등하다

고 느낄 것 같다” 등이 있다(사전: α = .77, M = 2.34, SD = .54 사후:

α = .83, M = 2.11, SD =.58).

7.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이 연구에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정신건강 문제가 있을 때 전문

적인 도움을 찾는 행위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 결과에 대한 기대와 호불

호를 뜻한다. 측정도구로는 해머와 패런트 그리고 스파이크(Hammer et

al, 2018)가 개발한 7점 척도를 번안해서 사용했으며, 극단에 있는 9개의

형용사 쌍 리스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7점의 의미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한다. 문항의 구체적인 예시로는 ‘중요함/중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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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해로움/건강에 유익한’, ‘치유적인/상처를 주는’ 등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사전: α = .94, M = 4.68, SD = .88, 사후: α = .95, M =

4.91, SD = .88)

8. 지각된 행위통제

지각된 행위통제는 전문적 도움추구를 하는 게 얼마나 자신의 통제

와 의지에 따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본인의 능력에 대한 주관적 믿

음을 뜻한다. 이 연구에서는 아젠(Ajzen, 1991)이 제시한 개념을 토대로

모와 맥(Mo & Mack, 2009)이 사용한 문항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전문

서비스를 받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내가 원한다면 정신건강

전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등 3문항을 활용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하였다. (사전: α = .76, M = 3.97, SD = .61, 사후: α = .83, M = 4.13,

SD = .62)

9. 행위의도

행위의도란 개인이 특정 행동을 하기 위해 얼마나 자발적으로 계획

을 세우고 노력하는지를 뜻한다(Ajzen, 1991). 이 연구에서는 모와 맥

(Mo & Mack, 2009)이 활용한 문항을 이용하여 “나는 정신적인 어려움

이 있을 경우, 정신건강 전문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도할 것이다”, “나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정신건강 전문서비스를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등 3문항을 활용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사전: α =

.91, M = 3.59, SD = .81, 사후: α = .90, M = 3.94, SD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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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물에 대한 수직적 동일시

인물에 대한 수직적 동일시는 본보기가 되는 인물을 닮고 싶어하며

행동이나 가치 등을 본받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

서는 호프너(1996)가 사용한 항목을 보완하여 “영상 속 인물을 본받고

싶다”, “영상 속 인물은 내가 닮고 싶은 종류의 사람이다”, “영상 속 인

물이 한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싶다”의 세 가지 문항을 5점 리커트 척

도로 측정하였다. (α = .87, M = 3.35, SD = .81)

11. 미디어 인물에 대한 수평적 동일시

수평적 동일시는 관찰자가 자신과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인물과 동일

시 한다는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는 바질(Basil, 1996)이 사용한 문항을

활용하여 “영상 속 인물은 나와 생각이 비슷하다”, “영상 속 인물을 보

면서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영상 속 인물과 나 자신을 동일시했

다”의 세 문항으로 수평적 동일시 수준을 측정해 그 평균을 척도로 활용

하였다(α = .70, M = 2.97, SD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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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결과

제 1절 조작화 검증

실험자극물에 대한 조작화 검증은 본 조사의 피험자들과는 별도로

리서치 업체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의 패널을 통해 무작위로 모집된 참가

자 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참가자들은 실험자극에 노출된 후

설문페이지로 이동하여 종속변수를 측정하고, 앞 페이지로 돌아갈 수 없

는 상태에서 각 실험자극의 처치조작에 대한 확인질문에 응답하였다.

참가자들 절반은 증언자들이 자기소개에서 자신의 능력과 따뜻한 인

품을 드러내는 영상과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대학생의 긍정적인 기

술규범이 소개된 영상을 보았다. 나머지 집단은 따뜻함과 유능함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자기소개 영상과 기술규범이 담기지 않은 다음 회

차 예고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다음 회차 예고 동영상에는 대학생의 취

미생활과 관련한 동영상이 제공되었다.

유능함에 대한 조작검증은 “능력있는”, “성공적인”, “똑똑한”, “경쟁

력 있는” 항목에 대해서 동의 정도를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 반면 따뜻함에 대한 조작검증은

“따뜻함”, “사려깊은”, “다정한”, “착함”이라는 형용사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7점 척도로 묻고 이에 대한 평균을 구하였다. 또한 기술규범에

대한 조작검증은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정신

건강 전문서비스를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심

리적인 곤경에 처했을 때 정신건강 전문서비스를 받을 계획을 세울 것이

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심리적인 위기를 경험할 때 정신건강 전문서

비스를 받길 원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해 이에 대한 평균을 구해 확인하

였다.

따뜻함이 처치된 영상을 본 응답자(M = 5.69, SD = .99)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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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영상을 본 응답자(M = 4.47, SD = .79)에 비해 등장인물이 따뜻하

다고 응답했고 집단 간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그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다(t = 6.85, p < .001). 따뜻함에 대한 변수조작이 성공

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등장인물의 유능함에 대해 처치된 영

상을 시청한 응답자(M = 6.26, SD = .69)는 그렇지 않은 집단(M =

3.71, SD = .94)에 비해 인물이 유능하다고 응답했고 집단 간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 = 15.40, p

< .001). 따뜻함과 유능함 지각 모두에서 처치된 집단이 처치되지 않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고, 평균값이 4점을 넘어 결론적으

로 실험처치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

련한 긍정적인 기술규범에 대해 처치된 영상을 시청한 응답자는(M =

4.42, SD = .51) 그렇지 않은 응답자(M = 3.02, SD = .59)에 비해 지각

된 대학생의 기술규범이 높았고 집단 간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 = 11.76, p < .001).

제 2절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구한 후 이를 <표2>에 제시하였

다.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왜도가 모두 3을 넘지 않고, 첨도가 10을 초

과하지 않아 정규성 검증이 만족되었다. 평균을 살펴보면, 실험 참가자들

이 지각하고 있는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규범과 등장인물에 대한 수직

적 동일시가 3점(보통이다)보다 크므로 보통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전

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행위의도 역시 보통 이상

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과 등장인물에 대한 수평적

동일시, 실질적인 제약은 보통 이하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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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표 3>에 제

시하였다. 남성은 1, 여성은 2로 코딩되었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정신적

어려움 수준, 실질적인 제약, 성별과 종속변수인 사회적낙인, 자기낙인,

지각된 대학생의 제재규범, 태도, 지각된행위통제, 의도 간에는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후의 분석에서 해당변수를 통제변

수로 설정했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지각된 대

학생의 제재규범과 기술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행위의도와 행위태도 간

<표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표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수

내적

일치도(α)
심리적

어려움
0.00 60.00 16.14 12.56 .92 .35 21 .96

실질적

제약
1.00 4.00 2.87 .59 .31 .55 5 .63

수직적

동일시
1.00 5.00 3.35 .81 .46 .28 3 .87

수평적

동일시
1.00 5.00 2.97 .78 .06 .24 3 .70

사회적

낙인
1.00 5.00 2.55 .84 .10 .41 5 .81

자기낙인 1.00 3.80 2.34 .54 .23 .28 10 .77

대학생의

제재규범
1.33 5.00 3.66 .70 .32 .04 3 .82

행위태도 1.83 7.00 4.68 .88 .33 .49 9 .94

지각된

행위통제
1.00 5.00 3.97 .61 .23 .28 3 .76

행위의도 1.00 5.00 3.59 .81 .44 .19 3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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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반면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은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지각된 대학생의 제재규

범·기술규범, 행위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행위의도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7 이상이면 다

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나(배병렬, 2002) 가장 큰 상관계수가 .55

이므로 변수들 개념 간의 유사성이 높은 쌍(pair)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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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 분석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성별(1)

심리적어려움(2) .09*

실질적 제약(3) .13** .20**

대학생의 제재규범(4) .13** .06 -.17**

대학생의 기술규범(5) -.02 -.01 -.26** .55**

수직적 동일시(6) -.04 .11** -.04 .07 .11**

수평적동일시(7) .01 .27** -.03 .11** .13** .50**

의도(8) .10* .01 -.38** .42** .37** .17** .18**

태도(9) .03 -.15** -.31** .31** .20** .17** .04 .47**

자기낙인(10) -.12** .30** .33** -.23** -.14** .01 .03 -.38** -.40**

사회적낙인(11) -.01 .25** .29** -.17** -.21** .04 .04 -.23** -.30** .52**

지각된 행위통제(12) .13** -.05 -.18** .43** .43** .26** .15** .41** .27** -.2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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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사전 동질성 검증

본격적인 결과 분석에 앞서, 모든 실험집단에 사전 동질성이 확보되

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주요 종속변수에 대한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

시하였고 이를 <표4>에 제시했다. 그 결과 집단에 따라 이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인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 지각된 대

학생의 제재규범·기술규범, 행위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행위의도 등의

사전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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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변수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집단5 집단6 집단7 집단8 집단9

F P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사회적낙인 2.52 .85 2.47 .96 2.60 .90 2.55 .83 2.43 .77 2.71 .80 2.58 .82 2.59 .80 2.45 .86 0.72 .68

자기낙인 2.29 .55 2.35 .52 2.37 .56 2.23 .56 2.21 .46 2.44 .47 2.44 .50 2.37 .61 2.36 .62 1.64 .112

제재규범 3.83 .66 3.74 .64 3.68 .76 3.77 .73 3.55 .63 3.62 .68 3.51 .80 3.62 .73 3.65 .63 1.56 .13

기술규범 3.83 .66 3.74 .64 3.68 .76 3.77 .73 3.55 .63 3.62 .68 3.51 .80 3.62 .73 3.65 .63 1.56 .13

행위태도 4.54 .94 4.83 .87 4.82 .87 4.88 .90 4.65 .80 4.54 .82 4.53 .97 4.56 .78 4.56 .90 1.86 .065

지각된

행위통제
3.97 .55 4.06 .65 3.90 .61 3.99 .68 4.06 .55 3.99 .57 3.81 .73 4.00 .55 3.92 .60 1.20 .300

행위의도 3.66 .81 3.63 .86 3.66 .80 3.80 .66 3.47 .84 3.59 .82 3.52 .74 3.50 .88 3.47 .81 1.21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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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연구문제 및 가설검증

1. 치료회복증언자의 따뜻함, 유능함 정보제시와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대학생의 기술규범 제시가 전문적 도움추구 관련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문제 1번], [연구문제 2번]

증언자의 따뜻함, 유능함, 규범정보 제시와 요인들 간 상호작용에 따

른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 지각된 대학생의 제

재규범, 행위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행위의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종속변수의 사전점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한 3원 공분산분석을 실시하

였다.

(1) 따뜻함, 유능함, 기술규범 정보제시 유뮤에 따른 사회적 낙인의 차이

종속변수가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사회적낙인인 모델에서는 따

뜻함 정보 제공, 유능함 정보 제시,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대학생 기

술규범 제시 유무에 따른 평균차이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가설 1-1-a, 1-2-a, 1-3-a는 모두 기각되었다. 반면 유능함과 따뜻

함의 상호작용에 따른 차이가 입증되었다(F = 4.48, p = < .05) 구체적

으로 유능함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따뜻함 정보가 제시되었

을 때(M = 2.23, SD = .79), 따뜻함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을 때(M =

<표5>3요인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관련 사회적 낙인에 대한 기술통계

따뜻함 유능함 대학생 기술규범 제시

M SD M SD M SD

무 2.31 .82 2.33 .80 2.29 .80

유 2.23 .83 2.21 .85 2.25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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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SD = .80) 보다 사회적 낙인이 낮았다. 하지만 유능함 정보가 제시

된 조건에서는 따뜻함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집단이(M = 2.19, SD =

.83), 따뜻함 정보가 제시된 집단보다(M = 2.25, SD = .87) 사회적 낙인

이 더 낮게 나타났다.

<그림7>

<표6> 전문적 도움추구 관련 사회적낙인에 대한 삼원공분산 분석표

독립변수 제곱합 자유도 F(p) 에타제곱
사전 사회적 낙인 140.41 1 372.50*** .380
성별(더미) 2.92 1 7.75** .013
심리적 어려움 3.59 1 9.5** .015
실질적 제약 .72 1 1.91 .003
따뜻함 .29 1 .77 .001
유능함 .96 1 2.54 .004

대학생의 기술규범 제시 .00 1 .00 .000
따뜻함*유능함 1.69 1 4.48* .007

따뜻함*대학생의기술규범 제시 .01 1 .03 .000
유능함*대학생의기술규범 제시 .011 1 .03 .000
따뜻함*유능함*대학생의기술규범제시 .54 1 1.42 .002

잔차 229.56 56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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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뜻함, 유능함, 기술규범 정보제시 유무에 따른 자기낙인의 차이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자기낙인에서는 따뜻함 정보 제시의 주효

과(F = 7.27, p < .01)만 확인되었다. 즉, 따뜻함 정보가 주어졌을 때(M

= 2.05, SD = .57),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M = 2.16, SD = .58) 자기낙

인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유능함 정보가 제시되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자기낙인이 감소하고(M = 2.06, SD = .57)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대학생의 기술규범이 제공되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자기

낙인이 높긴 했지만(M = 2.13, SD = .57) 유의수준 p < .05에서 유의미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연구가설 1-1-b, 1-3-b 는 기각되었고 1-2-b는

채택되었다.

<표8> 전문적 도움추구 관련 자기낙인에 대한 삼원공분산 분석표

독립변수 제곱합 자유도 F(p) 에타제곱
사전 자기낙인 78.78 1 489.35*** .446
성별(더미) 2.18 1 13.56*** .022
심리적 어려움 .00 1 .00 .000
실질적 제약 .06 1 .36 .001
따뜻함 1.17 1 7.27** .012
유능함 .49 1 3.04 .005

대학생의 기술규범 제시 .55 1 3.43 .006
따뜻함*유능함 .00 1 .02 .000

따뜻함*대학생의기술규범 제시 .02 1 .10 .000
유능함*대학생의기술규범 제시 .12 1 .77 .001
따뜻함*유능함*대학생의기술규범제시 .19 1 1.15 .002

잔차 98.04 561
**p<.01, ***p<.001

<표7>3요인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관련 자기낙인에 대한 기술통계

따뜻함 유능함 대학생 기술규범 제시

M SD M SD M SD

무 2.16 .58 2.16 .58 2.09 .59

유 2.05 .57 2.06 .57 2.13 .57



- 67 -

(3) 따뜻함, 유능함, 기술규범 정보제시 유무에 따른 지각된 대학생 제재

규범의 차이

종속변수가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지각된 대학생 제재규범인 모

델에서는 따뜻함 정보 제시의 주효과(F = 4.89, p < .05), 유능함 정보

제시의 주효과(F = 5.76, p < .05), 대학생 기술규범 제시의 주효과(F =

6.68, p= .05)가 모두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따뜻함 정보(M = 4.00, SD

= .62), 유능함 정보(M = 4.04, SD = .60), 대학생 기술규범 정보가 제시

되었을 때(M = 3.99, SD = .56)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지각된 대학생

제재규범이 높았다. 따라서 가설 1-1-c, 2-2-c, 2-3-c 는 모두 지지되었

다. 반면 요인들 간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9>3요인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관련 지각된 대학생 제재규범에 대한 기술통계

따뜻함 유능함 대학생 기술규범 제시

M SD M SD M SD

무 3.87 .65 3.84 .65 3.88 .69

유 4.00 .62 4.04 .60 3.99 .56

<표10> 전문적 도움추구 관련 지각된 대학생 제재규범에 대한 삼원공분산 분석표
독립변수 제곱합 자유도 F(p) 에타제곱

사전 지각된 대학생 제재규범 52.40 1 184.66*** .233

성별(더미) 2.49 8.77** .014
심리적 어려움 .16 1 .55 .001
실질적 제약 3.21 1 11.32** .018
따뜻함 1.39 1 4.89* .008
유능함 1.64 1 5.76* .009

대학생의 기술규범 제시 1.90 1 6.68* .011
따뜻함*유능함 .00 1 .01 .000

따뜻함*대학생의기술규범 제시 .01 1 .04 .000
유능함*대학생의기술규범 제시 .12 1 .43 .001

따뜻함*유능함*대학생의기술규범제시 .03 1 .73 .000

잔차 172.83 56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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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뜻함, 유능함, 기술규범 정보제시 유무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태

도의 차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서는 따뜻함 정보 제시의 주효과(F = 11.53,

p < .001)와 유능함 정보 제시의 주효과(F = 5.48, p < .05)가 확인되었

다. 구체적으로 따뜻함(M = 4.97, SD = .81)과 유능함 정보가 제시되었

을 때가(M = 5.05, SD = .85),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태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생의 기술규범 제시의 주효과와 요인들 간 상호

작용 효과는 발견할 수 없었다. 연구가설 1-1-d와 1-2-d는 지지되었고

연구가설 1-3-d는 기각되었다.

<표11>3요인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대한 기술통계

따뜻함 유능함 대학생 기술규범 제시

M SD M SD M SD

무 4.87 .93 4.80 .88 4.93 .86

유 4.97 .81 5.05 .85 4.90 .90

<표12>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대한 삼원공분산 분석표
독립변수 제곱합 자유도 F(p) 에타제곱
사전태도 242.63 1 816.64*** .573

성별(더미) 1.46 1 4.89* .008

심리적 어려움 .69 1 2.32 .004

실질적 제약 .76 1 2.55 .004

따뜻함 3.43 1 11.53*** .019
유능함 1.63 1 5.48* .009

대학생의 기술규범 제시 .02 1 .06 .000
따뜻함*유능함 .02 1 .07 .000

따뜻함*대학생의기술규범 제시 .53 1 1.79 .003
유능함*대학생의기술규범 제시 .02 1 .72 .000
따뜻함*유능함*대학생의기술규범제시 .02 1 .05 .000

잔차 180.94 561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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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따뜻함, 유능함, 기술규범 정보제시 유무에 따른 지각된 행위통제의

차이

지각된 행위통제와 관련해서는 따뜻함 정보, 유능함 정보, 기술규범

정보 제시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요

인들 간 상호작용 효과도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1-1-e,

1-2-e, 1-3-e를 모두 기각했다.

<표14> 지각된 행위통제에 대한 삼원공분산 분석표
독립변수 제곱합 자유도 F(p) 에타제곱

사전 지각된 행위통제 82.27 1 385.79*** .388
성별(더미) .56 1 2.61 .004
심리적 어려움 .06 1 .30 .000
실질적 제약 .49 1 .30 .004
따뜻함 .38 1 1.76 .003
유능함 .11 1 .51 .001

대학생의 기술규범 제시 .00 1 .01 .000
따뜻함*유능함 .08 1 .39 .001

따뜻함*대학생의기술규범 제시 .06 1 .30 .000

유능함*대학생의기술규범 제시 .36 1 1.70 .003
따뜻함*유능함*대학생의기술규범 제시 .38 1 1.80 .003

잔차 129.88 561
***p<.001

<표13>3요인에 따른 지각된 행위통제에 대한 기술통계

따뜻함 유능함 대학생 기술규범 제시

M SD M SD M SD

무 4.07 .65 4.10 .62 4.14 .61

유 4.19 .58 4.15 .61 4.1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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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따뜻함, 유능함, 기술규범 정보제시 유무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행

위의도의 차이

종속변수가 전문적 도움추구 행위의도에 대한 모델에서는 증언자의

따뜻함(F = 6.69, p < .05), 유능함(F = 9.17, p < .01)의 주효과가 확인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따뜻함 정보(M = 4.00, SD = .66)와 유능함 정보

가 제시되었을 때(M = 4.06, SD = .64)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1-1-f와 연구가설 1-2-f는 지

지되었고, 연구가설 1-3-f는 기각되었다. 또한 따뜻함, 유능함, 규범정보

제시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5>3요인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에 대한 기술통계

따뜻함 유능함 대학생 기술규범 제시

M SD M SD M SD

무 3.88 .71 3.83 .72 3.91 .70

유 4.00 .66 4.06 .64 3.96 .68

<표16> 전문적 도움추구의도에 대한 삼원공분산 분석표
독립변수 제곱합 자유도 F(p) 에타제곱
사전의도 696.74 1 273.53*** .310
성별(더미) 8.99 1 .06 .006
심리적 어려움 .00 1 .00 .000
실질적 제약 27.06 1 10.62 .017
따뜻함 17.04 1 6.69* .011
유능함 23.35 1 9.17** .015

대학생의 기술규범 제시 3.53 1 1.39 .002
따뜻함*유능함 .01 1 .00 .000

따뜻함*대학생의기술규범 제시 .26 1 .10 .000
유능함*대학생의기술규범 제시 .01 1 .00 .000
따뜻함*유능함*대학생의기술규범제시 .48 1 .19 .000

잔차 172.37 561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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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회복증언자에 대한 수평적 동일시와 수직적 동일시가 전문적

도움추구 관련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문제 2번]

실험집단에서 등장인물에 대한 수평적 동일시와 수직적 동일시가 전

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 지각된 대학생의 제재규

범, 행위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

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를 투입했

으며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를 투입했다. 그리고 각각의 결과를 표에 제

시하였다. 한편, 다중공선성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량팽창

요인(VIF)을 확인한 결과, 수평적 동일시(1.11)와 수직적 동일시(1.15)를

포함해 모든 변수의 변량팽창요인 계수가 1.50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다

중공선성 문제는 없음을 알 수 있었다.

1) 등장인물에 대한 동일시가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사회적 낙인에

미치는 영향

<표17>수평적 동일시와 수직적 동일시가 사회적 낙인에 미치는 영향
Ⅰ Ⅱ

β t β t
성별 -.12 -3.16** -.13 -3.39**

심리적 어려움 .22 5.51*** .22 5.41***

실질적 제약 .20 5.23*** .20 5.19***

기술규범 제시 -.01 -.37 -.03 -.67
따뜻함 제시 -.04 -1.00 -.01 -.33
유능함 제시 -.06 -1.43 -.02 -.45
수평적 동일시 .06 1.27
수직적 동일시 -.16 -3.41***

R2(△R2) .116 .133
수정된 R2 .108 .122(.017)
F(△F) 13.46*** 11.74***(5.91**)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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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등장인물에 대한 수평적 동일

시(β= .06, ns)는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사회적 낙인 감소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반면 등장인물에 대한 수직적

동일시(β = -.16, p < .001) 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사

회적 낙인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등장인물에 대한 동일시가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자기낙인에 미

치는 영향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결과 수평적 동일시(β= .01, ns)는 전문적 도움

추구와 관련한 자기낙인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는 데 실패했다. 반면 수

직적 동일시(β= -.19, p < .001)는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자기낙인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등장인물에 대한 수직적 동

일시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낙인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8>수평적 동일시와 수직적 동일시가 자기낙인에 미치는 영향
Ⅰ Ⅱ

β t β t
성별 -.231 -6.15*** -.24 -6.51***

심리적 어려움 .177 4.63*** .20 5.03***

실질적 제약 .230 6.00*** .22 5.87***

기술규범 제시 .046 1.22 .03 .90
따뜻함 제시 -.085 -2.28* -.05 -.60
유능함 제시 -.070 -1.87 -.02 -.60
수평적 동일시 .01 .27
수직적 동일시 -.19 -4.15***

R2(△R2) .150 .178(.028)
수정된 R2 .142 .168
F(△F) 18.06*** 16.60***(10.54***)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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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장인물에 대한 동일시가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대학생의 지각

된 제재규범에 미치는 영향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등장인물에 대한 수평적 동일시

(β= .04, ns)는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지각된 대학생의 제재규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반면 등장인물에 대한

수직적 동일시(β= .15, p < .01)는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지각된 대

학생의 제재규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등장인물에 대한 수직적 동일시 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

한 지각된 대학생의 제재규범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19>수평적 동일시와 수직적 동일시가 지각된 제재규범에 미치는 영향
Ⅰ Ⅱ

β t β t
성별 .17 4.44*** .180 4.71***

심리적 어려움 .02 .43 -.02 -.37
실질적 제약 -.21 -5.45*** -.20 -5.22***

기술규범 제시 .08 2.00* .09 2.27*

따뜻함 제시 .09 2.33* .06 1.41
유능함 제시 .14 3.51** .09 2.39*

수평적 동일시 .04 .97
수직적 동일시 .15 3.23**

R2(△R2) .104 .130(.026)
수정된 R2 .095 .119
F(△F) 11.87*** 11.47***(9.3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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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장인물에 대한 동일시가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수평적 동일시는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β = -.05, ns), 수직적 동일시는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β = .35, p <

.001). 즉 등장인물에 대한 수직적 동일시 수준이 높아질수록 전문적 도

움추구 태도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등장인물에 대한 동일시가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지각된 행위통

제에 미치는 영향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등장인물에 대한 수평적 동일시

(β = -.02, ns)는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지각된 행위통제에 유의미

<표20>수평적동일시와수직적동일시가전문적도움추구태도에미치는영향
Ⅰ Ⅱ

β t β t
성별 .12 2.99** .14 3.67***

심리적 어려움 -.04 -.96 -.07 -1.77
실질적 제약 -.27 -6.80*** -.26 -6.83***

기술규범 제시 -.03 -.77 -.01 -.16
따뜻함 제시 .05 1.28 -.02 -.42
유능함 제시 .13 3.27** .04 1.02
수평적 동일시 -.50 -1.13
수직적 동일시 .35 7.92***

R2(△R2) .105 .199(.094)
수정된 R2 096 .188
F(△F) 11.96*** 18.99***(36.02***)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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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반면 등장인물에 대한 수직적

동일시(β = .26, p < .001)는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지각된 행위통

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수직적 동일시 수준

이 높아질수록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도 높아졌다.

<표21> 수평적 동일시와 수직적 동일시가 지각된 행위통제에 미치는 영향
Ⅰ Ⅱ

β t β t
성별 .11 2.86** .13 3.32**

심리적 어려움 -.02 -.44 -.05 -1.17
실질적 제약 -.27 -6.86*** -.26 -6.76***

기술규범 제시 -.03 -.64 -.01 -.19
따뜻함 제시 .09 2.44* .04 1.14
유능함 제시 .02 .60 -.04 -1.14
수평적 동일시 -.02 -.35
수직적 동일시 .26 5.72***

R2(△R2) .091 .147(.056)
수정된 R2 .082 .136
F(△F) 10.26*** 13.19***(20.07***)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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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장인물에 대한 동일시가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의도에 미치는

영향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수평적 동일시(β = .09, p < .05)와 수직

적 동일시(β = .23, p < .001) 모두 전문적인 도움추구 의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향력의 크기는 수직적 동일시가 수평

적 동일시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22>수평적동일시와수직적동일시가전문적도움추구의도에미치는 영향
Ⅰ Ⅱ

β t β t
성별 .14 3.75*** .15 4.25***

심리적 어려움 .04 1.09 .01 -.331

실질적 제약 -.35 -9.10*** -.33 -8.94***

기술규범 제시 .03 .80 .04 1.22

따뜻함 제시 .08 2.01* .02 .55

유능함 제시 .14 3.82*** 08 2.13*

수평적 동일시 .09 2.00*

수직적 동일시 .23 5.17***

R2(△R2) .158 .224(.067)
수정된 R2 .149 .214
F(△F) 19.16*** 22.14***(26.34***)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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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뜻함, 유능함, 대학생 기술규범 정보제시와 수직적 동일시,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 지각된 대학생의 제재규범과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행위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연구문제 4번]

실험집단에서 캠페인 등장인물의 따뜻함·유능함 제시, 대학생의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기술규범 제시, 수직적 동일시,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

지각된 대학생의 제재규범, 도움추구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도움추구의

도 등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변수의 사후 측정치로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NFI, IFI, CFI, SRMR을 중심

으로 판단하였다. NFI, IFI, CF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SRMR은 .0

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로 판단한다(홍세희, 2000; Hu & Bentler, 199

9). 적합도 지수를 <표 23>에 제시한 바와 같이 NFI=.908, IFI=.921, CFI

=.920, SRMR=.053으로 나타나 양호한 모형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검증결과를 <표24>와 [그림 8]에 제시하였다. 먼

저 [연구문제 4-1]과 관련해서 따뜻함(β = .17, p < .001), 유능함(β = .2

4, p < .001), 규범제시(β = -.11, p < .01)는 수직적 동일시에 모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문제 4-2]를 살펴본 결과

수직적 동일시는 사회적 낙인(β = -.11, p < .05), 자기낙인(β = -.12, p

< .001), 지각된 대학생 제재규범(β = .13, p < .001), 태도(β = .22, p <

<표23> 모형의 적합도 지수

  NFI IFI CFI SRMR

133.40*** 21 .908 .921 .920 .05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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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지각된 행위통제(β = .15, p < .001), 행위의도(β = .09, p < .01)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4-4]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낙인은 자기낙인(β = .57, p < .001), 대학생 제재규범(β =

.16, p< .001)에 영향을 미칠 뿐 태도(β = -.07, ns), 지각된 행위통제(β 

= -.03, ns), 의도(β = -.02, ns)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반면 [연구문제4-5]에 대한 분석결과 자기낙인은 대학생 제재규

범(β = -.28, p < .001), 태도(β = -.46, p < .001), 지각된 행위통제(β =

-.50, p < .001), 의도(β = -.15, p<.01)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4-6]를 검증한 결과 전문적 도움

추구와 관련한 지각된 대학생 제재규범(β = .28, p < .001), 태도(β = .2

1, p < .001), 지각된 행위통제(β = .25, p < .001)는 의도에 정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가설 <4-6

-a>, <4-6-b>, <4-6-c>는 모두 지지되었다.

[그림 8]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모형의 직접경로(표준화 회귀계수)



- 79 -

다음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원자료에서 2,000개의 가상

표본을 복원추출하여 편향이 교정된 95% 신뢰구간을 추정하는 부트스트

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실시하였다(Shrout & Bolger, 2002). 분석결

과는 <표28>에 제시한 바와 같다.

[연구문제 4-3]을 분석한 결과 따뜻함 정보제시가 수직적 동일시를

거쳐 사회적 낙인(B = -.15, p < .05), 자기낙인(B = -.23, p <.05), 제재

<표24>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

Path B SE β t p

따뜻함 -> 수직적 동일시 .27 .06 .17 4.03*** <.001
유능함 -> 수직적 동일시 .37 .06 .24 5.95*** <.001
규범제시 -> 수직적 동일시 -.17 .06 -.11 -2.74** .006
수직적 동일시 -> 사회적 낙인 -.55 .22 -.11 -2.55* .011
수직적 동일시 -> 자기낙인 -.85 .24 -.12 -3.61*** <.001
수직적 동일시->태도 2.04 .31 .22 6.52*** <.001

수직적 동일시->대학생 제재규범 .10 .03 .13 3.37*** <.001
수직적 동일시-> 지각된 행위통제 .34 .08 .15 4.20*** <.001

수직적 동일시 -> 의도 .22 .08 .09 2.71** .007
사회적 낙인 -> 자기낙인 .76 .05 .57 16.78*** <.001
사회적 낙인 -> 태도 -.16 .07 -.07 -1.97 .051

사회적 낙인 -> 대학생 제재규범 -.02 .01 -.16 -3.40*** <.001
사회적 낙인 -> 지각된 행위통제 -.02 .02 -.03 -.81 .418

사회적 낙인 -> 의도 -.01 .02 -.02 -.49 .623
자기낙인 -> 태도 -.61 .06 -.46 -11.05*** <.001

자기낙인 -> 대학생 제재규범 -.03 .01 -.28 -5.87*** <.001
자기낙인 -> 지각된 행위통제 -.17 .01 -.50 -11.66*** <.001

자기낙인 -> 의도 -.05 .02 -.15 -3.20** .001
태도 -> 의도 .06 .01 .21 5.59*** <.001

대학생 제재규범-> 의도 .88 .11 .28 8.38*** <.001
지각된 행위통제 ->의도 .26 .04 .25 6.71*** <.00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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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B = .03, p <.05), 태도(B= .55, p < .001), 행위의도(B = .07, p <.0

5)로 가는 간접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능함 정보제시

가 수직적 동일시를 거쳐 사회적 낙인(B = -.21, p < .05), 자기낙인(B=

-.32, p <.01), 제재규범(B = .04, p < .05), 태도(B = .76, p <.001), 행위

의도(B = .10, p <.01)로 가는 간접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규범제시가 수직적 동일시를 거쳐 제재규범( B = -.02, p < .05), 태

도(B = -.35, p < .05), 행위의도(B = -.05, p < .05)로 가는 간접경로

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문제4-7]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낙인은 수직적 동일시와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지각된 대학생의 제재규범(B = .01, ns) 태도

(B = .09, ns), 지각된 행위통제(B = .00, ns)와 의도와의 관계를 모두 매

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연구문제4-8]을 검증한 결과 수

직적 동일시가 자기낙인을 거쳐 제재규범(B = .04, p < .01), 태도(B= .5

8, p < .001), 지각된 행위통제(B = .11, p < .01), 의도(B = .07, p < .0

5)로 가는 간접경로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4-9]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낙인이 자기낙인을

거쳐 제재규범(B = -.02, p <.001), 태도(B = -.46, p < .001), 지각된 행

위통제(B = -.01, p < .001), 의도(B = -.06, p < .001)로 가는 간접경로

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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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 매개효과의 검증

Path B SE p

따뜻함->수직적 동일시->사회적 낙인 -.15* .07 .039
따뜻함->수직적 동일시->태도 .55*** .16 <.001

따뜻함->수직적 동일시->제재규범 .03* .01 .019
따뜻함->수직적 동일시->자기낙인 -.23* .10 .018

따뜻함->수직적 동일시->지각된 행위통제 .04 .03 .218
따뜻함->수직적 동일시->의도 .07* .03 .018

유능함->수직적 동일시->사회적 낙인 -.21* .10 .030
유능함->수직적 동일시->태도 .76*** .19 <.001

유능함->수직적 동일시->제재규범 .04* .02 .016
유능함->수직적 동일시->자기낙인 -.32** .12 .006

유능함->수직적 동일시->지각된 행위통제 .05 .04 .198
유능함->수직적 동일시->의도 .10** .04 .009

규범제시->수직적 동일시->사회적 낙인 .10 .05 .069
규범제시->수직적 동일시->태도 -.35* .14 .010

규범제시->수직적 동일시->제재규범 -.02* .01 .031
규범제시->수직적 동일시->자기낙인 .15 .07 .049

규범제시->수직적 동일시->지각된 행위통제 -.02 .02 .245
규범제시->수직적 동일시->의도 -.05* .02 .034
수직적 동일시->자기낙인->태도 .58** .19 .002

수직적 동일시->자기낙인->제재규범 .04** .01 .004
수직적 동일시->자기낙인->지각된 행위통제 .11** .04 .004

수직적 동일시->자기낙인->의도 .07* .03 .019
수직적 동일시->사회적 낙인->태도 .09 .06 .118

수직적 동일시->사회적 낙인->제재규범 .01 .01 .080
수직적 동일시->사회적 낙인->지각된 행위통제 .00 .01 .929

수직적 동일시->사회적 낙인->의도 .01 .01 .683
사회적 낙인->자기낙인->태도 -.46*** .06 <.001

사회적 낙인->자기낙인->제재규범 -.02*** .01 <.001
사회적 낙인->자기낙인->지각된 행위통제 -.01*** .01 <.001

사회적 낙인->자기낙인->의도 -.06*** .02 <.00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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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논의

정신건강 전문서비스 이용률을 증진하기 위해서 캠페인에 등장하는

치료회복증언자는 어떤 자질을 지니고 있어야 할까? 이 연구에서는 사람

들이 치료회복경험을 증언하는 사람들에게서 무언가 닮고 싶은 속성을 발

견해야 설득이 잘 될 것으로 보았다. 이 가정은 사람들은 자신과 거리를

두고 싶은 정체성을 지닌 인물의 행동은 가급적 피하고(Berger & Heath,

2007, Dunn et al., 2012, White & Dahl, 2006, 2007), 선망하는 집단의 행

동은 따르고자 한다는(Englis & Solomon, 1995)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캠페인 홍보대사의 사회적 위치가 높을수록 사회적 규

범 소구(normative appeals)가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He

et al., 2019).

더 근본적으로는 개인은 자신보다 우월한 대상의 행동을 모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타르드의 모방이론을 받아들여(Stack, 1987; 2005)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물론 행위의 종류에 따라 자신과 유사하다고 여기는

대상의 행동을 따르고자 하는 동기가 더욱 강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으로 전문적인 도움추구 행위에 대한 낙인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

면 나보다도 우월한 속성을 지닌, 기꺼이 본받고 싶은 사람도 하는 행동

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에서는 본받고 싶은 인물의 두 속성으로 인품의 따뜻함과 유

능함을 내세웠다. 이는 대인 간 지각의 두 차원이 인품의 따뜻함과 유능

함이라는 피스크 등(Fiske et al., 2007)의 연구를 참고한 것이다. 두 속

성 중 무엇이 전문적 도움추구 행위 의도 증진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인

지에 대해 규명한 선행연구는 찾기 힘들었다. 이 점에 방점을 두어 두



- 83 -

속성 제시 유무에 따른 공중의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낙인 감소와 행

위 의도 변화 등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결과 치료회복증언자의 따뜻함과 유능함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

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전문적인 도움추구와 관련한 지각된 대

학생 제재규범, 태도와 행위의도가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도움

추구와 관련한 지각된 대학생의 제재규범과 행위의도에는 유능함 정보

제시의 효과가 더 컸고, 태도에는 따뜻함 정보 제시의 효과가 더 큰 것

으로 확인되었다. 동일한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메시지 제공자의 속성에

따라 해당 정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이는지, 즉 메시지 수용도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얘기다.

한편 전문적인 도움추구와 관련한 자기낙인을 낮추는 데는 따뜻함

정보제시의 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회적

낙인에는 따뜻함과 유능함 정보제시의 주효과는 없었고 상호작용효과

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능함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따

뜻함 정보가 제시되었을 때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사회적 낙인이 낮

았다. 하지만 유능함 정보가 제시된 조건 하에서는 따뜻함 정보가 제시

되지 않은 집단이 오히려 따뜻함 정보가 제시된 집단보다 사회적 낙인

이 더 낮게 나타났다. 둘 다 높게 제시되었을 때 오히려 사회적 낙인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지나치게 성공적이거나 비범한 인물을 내세웠을 때,

오히려 고정관념을 깨는 게 아니라 거부감을 갖거나 일상적인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예외적인 인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음을 경고

한 바 있다(Kunda & Oleson, 1995; 1997). 이러한 결과에 비춰볼 때 인

품이 훌륭한데 능력까지 출중한 ‘흠결 없는’ 인물을 내세웠을 때 거리감

이 생겨, 사회적 낙인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혹

은 이 연구에서 내세운 인물들의 성공(중견기업 CEO, 구글 마케터, 아이

비리그 로스쿨 출신 컨설턴트)이 자칫 거리감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느

껴졌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록우드와 쿤다(Lockwood &

Kunda, 1997; 1999)는 역할모형의 품성이나 능력이 닮고 싶다는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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줘야 하지만 자신도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고정관념이 되는 대상과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접촉

거나 협력했을 때 편견이 해소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Cook, 1985;

Corrigan & Penn, 2015; Johnson, Johnson, & Maruyama, 1984). 예컨대

코리건과 펜(Corrigan & Penn, 2015)은 편견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일반

적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몫의 일을 숙련된 솜씨로 잘 해내고, 사람

들과 친근하고 밀접한 접촉을 했을 때 편견이 지워지는 상황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역할모

형이 되는 인물은 협력하고, 베푸는 따뜻한 품성을 보여주면서도 지나치게

뛰어난 ‘천재’나 ‘셀레브리티’가 아닌 일반 시민, 그러면서도 일상적인 업무

를 잘 해내는 ‘닮고 싶은’ 인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전제처럼 실제로 등장인물처럼 되고 싶은 수직적 동일시

가 등장인물과 내가 비슷하다는 유사성 인식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동일

시보다 전문적인 도움 추구 의도 등에 영향을 크게 미쳤을까? 이 연구에

서는 적어도 부정적 꼬리표가 붙어 있는 행위의 의도 등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을 낮추는 데는 수직적 동일시가 중요하다는 점

을 밝혀냈다.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추구와 관련한 사회적 낙인과 자

기낙인을 낮추고 지각된 대학생 제재규범, 행위태도, 지각된행위통제를

높이는 데 수평적 동일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수직적 동일

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적인 도움추구

의도에는 둘 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수직적 동일시의 영향이 수평

적 동일시의 영향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신과 유사한 것을 넘

어서 내가 닮고 싶은 인물이 하는 행동이라면 자신의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안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경로분석을 통해 따뜻함, 유능함, 규범제시가

수직적 동일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따뜻함과 유능함이 제시되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수직적 동일시

가 높았던 반면 규범제시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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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동일시가 낮았다. 이는 명시적인 설득 의도를 노출하며 전문적

도움추구를 직접적으로 권했을 때 부메랑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

한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맥을 함께 한다(Christensen et al., 2006;

Henderson & Gronholm, 2018; Lienemann et al., 2013).

경로분석 결과 따뜻함에 대한 정보제시는 수직적 동일시를 매개로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 제재규범, 태도, 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수직적 동일시는 유

능함에 대한 정보 제시와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사회적 낙인, 자기낙

인, 제재규범,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의도와의 관계를 모두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직적 동일시는 규범제시와 전문적 도

움추구 태도, 제재규범, 자기낙인, 의도와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규범제시는 수직적 동일시를 낮추고 낮아진 수직

적 동일시는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자기낙인을 높이고, 제재규범,

태도, 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정신건강 전문 서비스

이용 증진 캠페인에서 명시적인 설득은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는 함의

를 거듭 제공해 준다.

이 연구에서는 캠페인에서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 즉 자기낙인이 되

지 못하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

적 낙인은 지각된 대학생의 제재규범에만 영향을 미칠 뿐 전문적 도움추

구와 관련한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낙인은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대학

생의 제재규범뿐만 아니라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의도에 모두 직접적으

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기낙인은 사회적 낙인

과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지각된 대학생의 제재규범·태도· 지각된

행위통제·의도와의 관계를 모두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자기낙인은 수직적 동일시와 지각된 대학생의 제재규범,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와 의도와의 관계를 모

두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수직적 동일시가 높아지면

자기낙인이 낮아지고, 낮아진 자기낙인은 지각된 대학생의 제재규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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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와 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사회적 낙인은 수직적 동일시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 2 절 연구결과의 이론적 의의

정신건강 전문 서비스 이용 증진과 관련한 많은 캠페인들이 별 다

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메랑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었다(Christensen et al., 2006; Lienemann et al., 2013). 하지만

쉽게 실패할 수밖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논문은 있어도

(Henderson & Gronholm, 2018) 실패를 막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구체

적인 방안에 대해 천착한 논문은 찾기 힘든 상황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게 관련한 낙인을 극복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Corrigan et al., 2012; Janoušková et al., 2017). 그러면서 낙인을 줄이

기 위해서 편견과 반대되는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

만(Reinke et al., 2004) 그 인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속성을 지녀야 하는

지에 대해서 탐구한 논문은 드물었다.

이 연구는 동일시 과정에서 타인의 가치, 태도, 열망을 수용하고 개

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대상에 부합하게 된다는 이론을 수용해서

(Hoffner & Buchanan, 2005), 동일시가 일어날 만한 속성을 찾아서 캠페

인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타인에 대한

인식의 두 축이 따뜻함과 유능함이라는 기존 논의를 적용해(Fiske et al.,

2007), 증언자의 따뜻한 품성과 유능함이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사

회적낙인과 자기낙인, 지각된 대학생의 제재규범, 행위태도, 지각된 행위

통제, 행위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탐구하였다.

대다수의 정신건강 캠페인은 유명인을 활용해서 유명인이 공중의 인

식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데 집중해왔다(김류원, 윤영민, 2018; 박

진아, 박현순, 2019; Lee, 2018). 이와는 달리 본 연구는 지나치게 화려하

고 이상화된 이미지의 유명인을 캠페인에 활용하는 게 항상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예컨대 자기낙인을 낮추는 데 인물의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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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 유의미했으며, 따뜻한 인물이 유능하기까지 했을

때, 유능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보다 사회적 낙인이 오히려 더 높았

다는 것이 대표적인 발견이다.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흠결없는 인물, 일

반인이 이룰 수 없는 성취나 업적을 이룬 인물을 역할모형으로 내세우는

게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명시적인 규범 제시가 오히려 부메랑 효과를 유발

했다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다수 청년들이 정신적 위기를 겪고 있고 이 때

전문적 도움추구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정신건강 전문서비스 이용을

권한 게 오히려 의도한 것과 반대되는 효과를 낳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방영되고 있는 수많은 정신건강 캠페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

여준다. 상당수 캠페인들이 정신적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설득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 메시지가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오히려 ‘나’와 비슷한 인물의 일반적인 규범보다는 오히려 수

직적 동일시를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의 행동 양식이 전문적인 도움추구 태도

와 의도 등에 더 큰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캠페

인에서 치료회복증언자가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을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아젠(Ajzen, 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에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을 포함시켜 이론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자기낙인은 지각된 대학생의 제재규범,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와 행위의도에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낙인과 지각된 대학생의

제재규범,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지각된 행위통제, 의도와의 관계를 모

두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문적 도움추구 행위를 증진하기 위해 사회에 존재하는 정신

건강 전문서비스에 대한 편견을 내면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예컨대 정신건강 전문서비스 이용은 어

려움에 맞서는 용기 있는 행동이며, 내면의 아름다움을 관리하는 적극적

인 행위라는 메시지 등을 전할 필요가 있다. 정신적인 문제와 전문적 도

움추구 행위에 대해 오랜 시간 공고화되어 온 사회적 편견, 관련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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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일시에 해소하기란 어렵다. 하

지만 전문적 도움추구가 자존감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요점을 전함

으로써 적어도 정신적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

도록 도울 수 있다는 발견을 할 수 있었다.

제 3 절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이 연구는 참여자 모집의 한계로 인해 정신적인 고위험군만을 대

상으로 진행하지 않고, 20대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신건강

전문서비스가 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대상은 정신적인 고위험군이다. 따

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정신건강 캠페인의 가장 중요한 타깃인 정신적

고위험군에 그대로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 있을지는 한계점으로 남는다.

따라서 전문적 도움추구를 장려하기 위한 후속 캠페인 연구에서는 정

신적 위기 고위험군을 타깃으로 보다 정밀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연구의 실험에서 다루고 있는 정신적 어려움의 종류도 우울

증, 불안장애,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증에 국한되어 있다. 정신적 어려

움에는 조울증, 약물중독, 조현병을 포함해 보다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모든 정신적 문제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증상과 심각성에 따라 다양한 집단별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이 연구에서는 치료회복 증언자의 유능함이 사회적낙인, 자기낙인,

지각된 행위통제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치료회복증언자의 직업(중견기업 CEO, 구

글 마케터, 아이비리그 로스쿨 출신 변호사)이 지닌 특수성 때문일 수

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유능함을 드러낼 수 있는 보다 다양

한 직업군과 특성을 가진 역할모형을 제시해 그 결과를 살필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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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보인다. 또는 수용자가 느끼기에 이 연구에서 제시한 역할모형이

성취한 업적들이 달성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거부감을 느꼈을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전에 역할모형의 업적

이 본인도 달성 가능하다고 느껴지는지를 확인한 후 메시지를 조작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대학생들의 기술규

범 제시 유무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

행위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행위의도 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이는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한 대학생의 기술 규범 제시가

15분30초짜리 동영상의 말미에 26초 분량으로 아주 짧게 제시되어 있어

앞선 정보들에 의한 피로도 증가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치료회복증언에 앞서, 이를 미리 제시함으로써 대

학생 기술규범 제시에 의한 전문적 도움추구 관련 변수의 변화를 탐구해

볼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실질적인 제약이 보통(3점) 이하

인 반면,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규범이 보통 이

상, 사전 행위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행위의도는 보통 이상, 사회적 낙인

과 자기낙인은 보통이하라고 응답했다. 이는 아시아권 청년층이 전문적

도움추구를 특히 꺼리며,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낙인이 남아 있음을

문제로 삼는 연구 결과들과는 상충되는 지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보고

식 설문의 한계로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편향일 수 있음을 의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배제하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편향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문항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혹은 실험 후 실제

행동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측정해 자기보고식 응답의 한계를 보완해 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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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지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혹은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 

도움추구에 관한 전반적인 견해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여러

분의 답변은 향후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효과적인 상담 정보를 제공

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모든 문항들에 옳거나 그른 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읽고 가능한 빠르고 

솔직하게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것에 표시해주

시길 바랍니다. 

질문지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철저히 익명으로 통계처리되며 본 연구의 자료

로만 사용될 뿐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비밀

이 보장된다는 점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의 모든 답변은 본 연구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능한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설문에 참여해 주시고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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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은 통계 처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해당되는 번호

에 체크하거나 빈칸에 간단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 �남자 ‚여자

2. 나이 : 만 (   )세 

3. 학년 : �1학년 ‚2학년 ƒ3학년 „4학년 …기타(   )  

4. 전공계열: �인문대 ‚사회대 ƒ경영대 „자연대 …공대 †예체능 계열 ‡약학·의학·간호·보
건 계열 ˆ사범대학 ‰기타(  ) 

5. 거주지역 : �서울 ‚경기·인천 ƒ충청 „호남 …강원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ˆ제주 
‰기타(  ) 

  6. 심리치료(심리상담센터, 정신건강의학과, 학내 상담센터 등 전문기관)를 받고 계신 중이거

나 이전에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ƒ현재 상담 서비스 이용중 
  (à‘있음’ 또는 ‘현재 상담 서비스 이용중’이라 응답하신 분은 6-a, 6_b에서 해당사항을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à‘없음’이라고 답하신 분은 바로 다음장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6-a. 상담(심리치료)를 몇 회 정도 진행했습니까? (    )회 
    
    6-b. 이전 혹은 현재 상담경험에 만족하십니까? 
      �예, 만족합니다. ‚아니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ƒ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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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래의 각 문장을 읽고, 지난 한 주 동안 각 문항이 얼마나 당신에게 적용되었는지
를 생각해보고 해당하는 숫자에 솔직하게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이나 오답은 
없습니다. 답을 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마시기 당부드립니다.  

평가  한 때 적용된다.
2à나에게 상당히 많이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0à나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1à나에게 약간 또는 또는 상당한 시간이 적용된다.
3à나에게 매우 많이 또는 대부분의 시간이 적용된다. 

1 나는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기가 힘들었다. 0 1 2 3

2 입안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다. 0 1 2 3

3 나는 긍정적인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0 1 2 3

4
나는 숨을 쉬는 데 어려움(과도하게 빠른 호흡, 운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숨이 가쁜 상태)을 경험했다. 
0 1 2 3

5 나는 일을 착수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 0 1 2 3

6 나는 상황들에 봉착했을 때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0 1 2 3

7 나는 걱정이나 불안으로 떨림(예: 손떨림)을 경험했다. 0 1 2 3

8 나는 불안함으로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음을 느꼈다. 0 1 2 3

9
나는 심리적으로 공황상태가 되는 상황들과, 바보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상황들에 대해 걱정을 했다. 
0 1 2 3

10 나는 아무것도 미래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꼈다. 0 1 2 3

11 나는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느꼈다. 0 1 2 3

12 나는 긴장을 풀기가 힘들었다. 0 1 2 3

13 나는 기운이 없고, 우울함을 느꼈다. 0 1 2 3

14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방해받는 것을 참고 견디기가 

힘들었다. 
0 1 2 3

15 나는 내가 공황상태(심한 불안상태)에 가깝다고 느꼈다. 0 1 2 3

16 나는 어떤 일에든 열의를 갖고 임하기가 어려웠다. 0 1 2 3

17 스스로가 매우 가치없는 존재라고 느껴졌다. 0 1 2 3

18 나는 스스로가 다소 과민하다고 느껴졌다. 0 1 2 3

19
나는 운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심장박동의 증가 혹은 심

장박동의 부재를 느꼈다. 
0 1 2 3

20 나는 이유없이 두려움을 느꼈다. 0 1 2 3

21 나는 사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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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신건강 전문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신경정신과), 임상심리상담사를 포함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적인 어려움(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음)부터 정서
적인 어려움(예:불안장애, 우울증,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이르는 문제를 포괄합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정신 건강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극도로 쓸모 
없다고 느껴진다면 “쓸모 없음” 단어와 가장 가까이 있는 쪽 동그라미에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 “0”,  쓸모 있다고 느낄 수록 “쓸모있
음”과 더 가까이 있는 쪽 동그라미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면 정신 건강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3 2 1 0 1 2 3

쓸모 없음 ○ ○ ○ ○ ○ ○ ○ 쓸모 있음 

중요함 ○ ○ ○ ○ ○ ○ ○ 중요하지 않음 

건강에 해로움 ○ ○ ○ ○ ○ ○ ○ 건강에 유익함

효과적이지 않음 ○ ○ ○ ○ ○ ○ ○ 효과적임 

좋음 ○ ○ ○ ○ ○ ○ ○ 나쁨

치유적인 ○ ○ ○ ○ ○ ○ ○ 상처를 주는

힘을 약화시키는 ○ ○ ○ ○ ○ ○ ○ 힘을 북돋워주는

만족스러움 ○ ○ ○ ○ ○ ○ ○ 불만족스러움

바람직함 ○ ○ ○ ○ ○ ○ ○ 바람직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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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혹 사람들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상담/심리치료 등을 받는다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 같은지, 당신의 생각과 느낌에 
가장 잘 부합하는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심리적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자를 찾아간다면 나 자

신이 부적절하다고 느낄 것 같다.
� ‚ ƒ „ …

2
전문적인 도움을 구한다 하더라도 나의 자신감은 위협

받지 않을 것 같다.
� ‚ ƒ „ …

3
만일 내가 심리적인 도움을 구하게 된다면 나의 지능

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다.
� ‚ ƒ „ …

4
상담자와 이야기를 나눈다면 내 자존감은 향상될 것 같

다.
� ‚ ƒ „ …

5
단지 상담자를 만나기로 결정했다는 이유로, 나 자신

에 대한 관점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
� ‚ ƒ „ …

6
상담자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내가 열등하다고 느껴질 

것 같다.
� ‚ ƒ „ …

7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기로 결정하더라도 나 자신에 대

해서 괜찮다고 느낄 것 같다.
� ‚ ƒ „ …

8
상담자를 만나러 간다면 나 자신에 대해 덜 만족할 것 

같다.
� ‚ ƒ „ …

9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도움을 구한다 하더

라도 나의 자신감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 ‚ ƒ „ …

10
내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나 자신에 대

해 부정적으로 느낄 것 같다.
� ‚ ƒ „ …

11
사람들은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덜 좋아하

는 경향이 있다.
� ‚ ƒ „ …

12
자신이 심리적인 문제로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

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숨기는 편이 현명하다. 
� ‚ ƒ „ …

13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은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덜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다.

� ‚ ƒ „ …

14
정서적인 문제로 상담을 받는 것은 개인적 나약함이나 

불충분함의 표시이다.
� ‚ ƒ „ …

15
정서적인 문제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은 사회적 낙인을 

가져온다.
� ‚ 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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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은 당신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경우(예:불안장애, 우울증, 극심한 스트레스)
이를 알게 된 부모님과 친구들의 반응, 승인 등을 묻는 항목입니다. 잘 읽고 가장 
유사하다고 예상되는 부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번

호
내가 심리적인 위기를 겪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가족은 내가 정신건강 전문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 찬성할 것이다. 
� ‚ ƒ „ …

2
나의 친구들은 내가 정신건강 전문서비스를 받는 걸 

지지할 것이다. 
� ‚ ƒ „ …

3
나의 친구들은 내가 정신건강 전문서비스를 받길 원할 

것이다. 
� ‚ ƒ „ …

4
나의 가족은 내가 정신건강 전문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

해 지지해줄 것이다. 
� ‚ ƒ „ …

5
나의 친구들은 내가 정신건강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찬성할 것이다. 
� ‚ ƒ „ …

6
나의 가족은 내가 정신건강 전문서비스를 받는 것을 

원할 것이다. 
� ‚ ƒ „ …

q 다음은 당신의 부모님과 친구들이 직접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 혹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본인의 예상을 묻는 질문입

   니다. 가장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번

호
그들이 심리적인 위기에 처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가족은 심리적인 곤경에 처했을 때 정신건강 전

문가로부터 도움을 구하고자 노력한다. 
� ‚ ƒ „ …

2
나의 친구들은 심리적인 위기를 경험할 때 정신건강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구하길 원한다. 
� ‚ ƒ „ …

3
나의 가족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정신건강 전

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계획을 세운다. 
� ‚ ƒ „ …

4 나의 친구들은 심리적인 위기를 경험할 때 정신건강 전 � ‚ 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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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계획을 세운다. 

5
나의 가족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정신건강 전문

가로부터 도움을 받길 원한다. 
� ‚ ƒ „ …

6
나의 친구들은 심리적인 위기를 경험할 때 정신건강 전

문가로부터 도움을 구하고자 노력한다. 
� ‚ ƒ „ …

- 117 -

q 다음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전반이, 정신적인 위기 시 정신건강 전문서비스(정신건강 
의학과, 심리상담센터, 지자체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상담전화 등)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할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가장 본인의 생각과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q 다음은 친구와 부모님, 대학생들에 대한 본인의 느낌을 묻는 질문입니다. 가장 본인
의 생각과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

인이 정신건강 전문서비스를 받는 것을 원할 것이다. 
� ‚ ƒ „ …

2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심리적인 위기에 놓인 사람이 정

신건강 전문서비스를 받는 것을 지지할 것이다. 
� ‚ ƒ „ …

3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심리적인 곤경에 처한 사람이 정

신건강 전문서비스를 받는 데 찬성할 것이다. 
� ‚ ƒ „ …

4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심리적인 위기에 놓였을 때 정신

건강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구하고자 노력한다. 
� ‚ ƒ „ …

5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심리적인 곤경에 처했을 때 정신

건강 전문가로로부터 도움을 받길 원한다. 
� ‚ ƒ „ …

6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심리적인 위기를 경험할 때 정신

건강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계획을 세운다. 
� ‚ ƒ „ …

번

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는다. � ‚ ƒ „ … † ‡

2 우리 가족은 자랑스러워할 만한 부분들이 많다. � ‚ ƒ „ … † ‡

3 내가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좋다 � ‚ ƒ „ … † ‡

4 나는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과 나를 동일시 한다. � ‚ ƒ „ … † ‡

5 나와 가족은 비슷한 점이 많다. � ‚ ƒ „ … † ‡

6 나의 가족은 내 정체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 ƒ „ … † ‡

7 나는 가족과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 � ‚ ƒ „ … † ‡

8 나는 가족에게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 ‚ ƒ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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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9 내 친구들에겐 존경할만한 부분들이 많다. � ‚ ƒ „ … † ‡

10 나는 내 친구들의 벗이라는 점이 자랑스럽다.  � ‚ ƒ „ … † ‡

11 내가 내 친구들의 벗이라는 점이 좋다. � ‚ ƒ „ … † ‡

12 나는 내 친구들과 나를 동일시 한다. � ‚ ƒ „ … † ‡

13 나와 내 친구들은 비슷한 점이 많다. � ‚ ƒ „ … † ‡

14 내 친구들은 내 정체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 ƒ „ … † ‡

15 나는 내 친구들과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 � ‚ ƒ „ … † ‡

16 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 ‚ ƒ „ … † ‡

17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겐 존경할만한 측면이 많다. � ‚ ƒ „ … † ‡

18 나는 내가 대학생이라는 점이 자랑스럽다. � ‚ ƒ „ … † ‡

19 나는 내가 대학생이라는 점이 좋다. � ‚ ƒ „ … † ‡

20 나는 다른 대학생들과 나를 동일시 한다. � ‚ ƒ „ … † ‡

21 나와 다른 대학생들 사이엔 비슷한 점이 많다. � ‚ ƒ „ … † ‡

22
내가 대학생이라는 점은 내 정체성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 
� ‚ ƒ „ … † ‡

23 나는 다른 대학생들과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 � ‚ ƒ „ … † ‡

24
나는 다른 대학생들과의 관계에서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 ‚ ƒ „ … † ‡

q 우리사회에는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전문자격증을 소유
한 임상심리사들이 운영하는 사설 심리상담센터뿐만 아니라 무료로 정신건강전문서
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예:대학내 상담센터, 지자체 운영 정신
건강복지센터) 

다음은 만약 당신이 심리적인 어려움(예:불안장애, 우울증, 극심한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다면, 각 문항에 적시된 전문기관으로부터 얼마나 도움을 구하려고 할 것인
지, 그 의향을 묻는 항목들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가장 잘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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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내가 심리적인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신건강 전문서비스를 받을 계획을 세울 것이

다. 
� ‚ ƒ „ …

2
나는 정신건강 전문서비스를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

다. 
� ‚ ƒ „ …

3 나는 정신건강 전문서비스를 받길 원할 것이다. � ‚ ƒ „ …

q 다음은 본인이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실질적으
로 얼마나 쉬운가 또는 어려운가에 대한 본인의 생각, 본인이 놓인 상황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잘 읽고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심리치료를 받는 데 시간적 여유를 낼 수 있다. � ‚ ƒ „ …

2
나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 ‚ ƒ „ …

3
도움을 받길 원하는 전문기관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다.
� ‚ ƒ „ …

4
정신건강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

의 의지에 달려 있다. 
� ‚ ƒ „ …

5
내가 원한다면 정신건강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 ƒ „ …

6 전문적인 도움을 구할지 말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 ƒ „ …

7
정신건강 전문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 ‚ ƒ „ …

8 나에게 맞는 정신건강 전문 서비스를 찾기 힘들 것 같다. � ‚ 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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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 : 영상 1_1 제시 (15초 Lock)

q 시청하실 유튜브 채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혼자 산다 ‚심터뷰 ƒ미운우리새끼 „마인드풀니스 …펜트하우스 
프로그래머 : 영상 1_2 제시 (15초 Lock)

q 영상에 등장했던 인물들의 직업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변호사 ‚회사원 ƒ기업가 „요리사  
프로그래머 : 영상 1_3 제시 (15초 Lock)

q영상 속 두 인물들이 바빠도 빼놓지 않고 한다고 한 활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원봉사활동 ‚등산 ƒ작곡 „운동 …동호회 활동 
프로그래머 : 영상 1_4 제시 (15초 Lock)

q (영상1_4 끝나고) 등장인물들이 겪었던 증상이나 일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불안장애 ‚우울증 ƒ무기력증 „식이장애
프로그래머 : 영상 1_4 제시 (15초 Lock)

q (영상1_5 끝나고) 등장인물들이 전문적 도움을 받으면서 좋았다고 지적한 장점이 아

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율신경계의 조절  ‚삶의 새로운 전환점 맞이 ƒ온전하게 수용받는 느낌 „창의력 

증진 …뇌를 건강하게 만들기 

지금부터 전문 유튜버의 채널에 있는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길이는 2~3분 정도이며, 총 5편을 보여드립니다. 영상 내용에 집중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후 이어지는 질문은 영상 내용을 알아야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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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래는 영상에 등장한 인물들이 본인에게 어떻게 느껴졌는지를 묻는 문항들입니다. 
맞고 그른 답은 없으며 문항을 읽고 항목별로 제시된 단어를 보고, 본인이 느끼는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번

호
문항

전혀 

높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높

다

1 능력있는 � ‚ ƒ „ … † ‡

2 성공적인 � ‚ ƒ „ … † ‡

3 똑똑한 � ‚ ƒ „ … † ‡

4 경쟁력 있는 � ‚ ƒ „ … † ‡

5 따뜻한 � ‚ ƒ „ … † ‡

6 사려깊은 � ‚ ƒ „ … † ‡

7 다정한 � ‚ ƒ „ … † ‡

8 착한 � ‚ ƒ „ … † ‡

q 아래는 영상에 등장한 인물들을 보면서 느꼈던 감상에 대해서 묻는 문항입니다. 맞
고 그른 답은 없으며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유사한 문항에 표시해 주시
면 됩니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영상 속 인물은 나와 생각이 비슷하다. � ‚ ƒ „ …

2 영상 속 인물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 ‚ ƒ „ …

3 영상 속 인물과 나 자신을 동일시했다. � ‚ ƒ „ …

4 영상 속 인물을 본받고 싶다. � ‚ ƒ „ …

5 영상 속 인물은 내가 닮고 싶은 종류의 사람이다. � ‚ ƒ „ …

6 영상 속 인물이 한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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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신건강 전문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신경정신과), 임상심리상담사를 포함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적인 어려움(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음)부터 정서
적인 어려움(예:불안장애, 우울증,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이르는 문제를 포괄합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정신 건강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극도로 쓸모 
없다고 느껴진다면 “쓸모 없음” 단어와 가장 가까이 있는 쪽 동그라미에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 “0”,  쓸모 있다고 느낄 수록 “쓸모있
음”과 더 가까이 있는 쪽 동그라미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면 정신 건강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3 2 1 0 1 2 3

쓸모 없음 ○ ○ ○ ○ ○ ○ ○ 쓸모 있음 

중요함 ○ ○ ○ ○ ○ ○ ○ 중요하지 않음 

건강에 해로움 ○ ○ ○ ○ ○ ○ ○ 건강에 유익함

효과적이지 않음 ○ ○ ○ ○ ○ ○ ○ 효과적임 

좋음 ○ ○ ○ ○ ○ ○ ○ 나쁨

치유적인 ○ ○ ○ ○ ○ ○ ○ 상처를 주는

힘을 약화시키는 ○ ○ ○ ○ ○ ○ ○ 힘을 북돋워주는

만족스러움 ○ ○ ○ ○ ○ ○ ○ 불만족스러움

바람직함 ○ ○ ○ ○ ○ ○ ○ 바람직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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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혹 사람들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상담/심리치료 등을 받는다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 같은지, 당신의 생각과 느낌
에 가장 잘 부합하는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심리적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자를 찾아간다면 나 자

신이 부적절하다고 느낄 것 같다.
� ‚ ƒ „ …

2
전문적인 도움을 구한다 하더라도 나의 자신감은 위협

받지 않을 것 같다.
� ‚ ƒ „ …

3
만일 내가 심리적인 도움을 구하게 된다면 나의 지능

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낄 것 같다.
� ‚ ƒ „ …

4
상담자와 이야기를 나눈다면 내 자존감은 향상될 것 같

다.
� ‚ ƒ „ …

5
단지 상담자를 만나기로 결정했다는 이유로, 나 자신

에 대한 관점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
� ‚ ƒ „ …

6
상담자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내가 열등하다고 느껴질 

것 같다.
� ‚ ƒ „ …

7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기로 결정하더라도 나 자신에 대

해서 괜찮다고 느낄 것 같다.
� ‚ ƒ „ …

8
상담자를 만나러 간다면 나 자신에 대해 덜 만족할 것 

같다.
� ‚ ƒ „ …

9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도움을 구한다 하더

라도 나의 자신감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 ‚ ƒ „ …

10
내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나 자신에 대

해 부정적으로 느낄 것 같다.
� ‚ ƒ „ …

11
사람들은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덜 좋아하

는 경향이 있다.
� ‚ ƒ „ …

12
자신이 심리적인 문제로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

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숨기는 편이 현명하다. 
� ‚ ƒ „ …

13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은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덜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다.

� ‚ ƒ „ …

14 정서적인 문제로 상담을 받는 것은 개인적 나약함이나 � ‚ 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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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전반이, 정신적인 위기 시 정신건강 전문서비스를 이용하
는 것에 대해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할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가장 본인의 생각과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
니다.

q 우리사회에는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전문자격증을 소유
한 임상심리사들이 운영하는 사설 심리상담센터뿐만 아니라 무료로 정신건강전문서
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예:대학내 상담센터, 지자체 운영 정신
건강복지센터) 

불충분함의 표시이다.

15
정서적인 문제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은 사회적 낙인을 

가져온다.
� ‚ ƒ „ …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

인이 정신건강 전문서비스를 받는 것을 원할 것이다. 
� ‚ ƒ „ …

2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심리적인 위기에 놓인 사람이 정

신건강 전문서비스를 받는 것을 지지할 것이다. 
� ‚ ƒ „ …

3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심리적인 곤경에 처한 사람이 정

신건강 전문서비스를 받는 데 찬성할 것이다. 
� ‚ ƒ „ …

4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정신

건강 전문서비스를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 ƒ „ …

5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심리적인 곤경에 처했을 때 정신

건강 전문서비스를 받을 계획을 세울 것이다. 
� ‚ ƒ „ …

6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심리적인 위기를 경험할 때 정신

건강 전문서비스를 받길 원할 것이다. 
� ‚ 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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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은 만약 당신이 심리적인 어려움(예:불안장애, 우울증, 극심한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다면, 각 문항에 적시된 전문기관으로부터 얼마나 도움을 구하려고 할 것인
지, 그 의향을 묻는 항목들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가장 잘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숫
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다음은 본인이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실질적으
로 얼마나 쉬운가 또는 어려운가에 대한 본인의 생각, 본인이 놓인 상황에 대해 묻
는 문항입니다. 잘 읽고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내가 심리적인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신건강 전문서비스를 받을 계획을 세울 것이

다. 
� ‚ ƒ „ …

2
나는 정신건강 전문서비스를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

다. 
� ‚ ƒ „ …

3 나는 정신건강 전문서비스를 받길 원할 것이다. � ‚ ƒ „ …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심리치료를 받는 데 시간적 여유를 낼 수 있다. � ‚ ƒ „ …

2
나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 ‚ ƒ „ …

3 도움을 받길 원하는 전문기관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다. � ‚ ƒ „ …

4
정신건강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

의 의지에 달려 있다. 
� ‚ ƒ „ …

5
내가 원한다면 정신건강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 ƒ „ …

6 전문적인 도움을 구할지 말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 ƒ „ …

7
정신건강 전문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 ‚ ƒ „ …

8 나에게 맞는 정신건강 전문 서비스를 찾기 힘들 것 같다. � ‚ 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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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Descriptive Norms and Attributes

of Role Model in Campaign

on Promoting the Use of

Professional Mental Health Services

Rayun Kim

Departmen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hat should the health campaign focus on in order to promote h

ealth behavior which is stigmatized as "weak" and "incompetent"? Th

is study is designed to investigate what attributes a campaign charac

ter should have in order to effectively convey a message that we sho

uld seek professional help when struggling with mental health issues.

Previous studies tend to focus only on the effects of "testimony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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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treatment and recovery" obtained from those who experienced ment

al health problems or on the effect of celebrities' treatment confession

s. In the hope of reducing stigma, those used to put up a person, wh

o lives a normal life in spite of mental difficulties, as a speaker for t

he campaign message. There are few researches that examine what a

ttributes the character should have specifically.

This study is based on the idea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offs

et the stigma effect and bring positive effects to attitude, social norm

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by introducing a character with ce

rtain attributes which inspire others to willingly emulate those as a

main speaker for the health campaign message. Accepting the finding

s of the previous studies that social perception of person assessment

is largely divided into two attributes, "warmth" and "competence", the

study formulated the research hypothesis and questions about the effe

cts on self-stigma, social stigma, attitude, social norms, perceived beh

avioral control, and behavioral intention, with the two attributes and p

resentation of descriptive norms for professional help seeking as the e

xperimental variables.

For the method of the study, it adopted an experimental design t

hat considere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hree factors - 2(Presentati

on of 'competence' information: Yes/No) * 2(Presentation of 'warmth'

information: Yes/No) * 2(Presentation of descriptive norms for profess

ional help seeking: Yes/No). 621 college students in their 20s belongin

g to a survey respondent panel of an online research company partici

pated in the experiment. As a result of the study, (1) with regard to

self-stigma, the main effect of experimental treatment 'warmth' was

found, and with regard to social stigma, the interaction effect of 'war

mth' and 'competence' was found. (2) As for the perceived injunctive

norms associated with professional help seeking, the main effect of pr

esentation of warmth, competence, and descriptive norms was found.

(3) In case of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both the main effect of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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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etence, warmth, and presentation of college students' descriptive n

orms associated with professional help seeking and the interaction eff

ect between the factors were found not to be significant. (4) As for a

ttitude and behavioral intention, the main effect of experimental treat

ment 'competence' and 'warmth' was found.

The study, also, verified whether vertical identification based on t

he perception of superiority has a greater effect on professional help

seeking-related intention, attitud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elf-sti

gma, and social stigma than horizontal identification based on the per

ception of similarity. As a result, (5) it was found that horizontal ide

ntific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ly on the intention of professional h

elp seeking, while it didn't have any on the other variables. On the o

ther hand, it indicated that vertical identific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all the variables.

Also, path analysis and mediation analysis with bootstrapping we

re conducted to verify if vertical identification mediates the effect of

presentation of norms, warmth, and competence on the variables. (6)A

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vertical identification me

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warmth and professional help seeking-

related social stigma, self-stigma, injunctive norms, attitude, and beha

vioral intention.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it mediates the rela

tionship between presentation of competence and social stigma, self-st

igma, injunctive norms, attitude, and intention. It also was verified th

at it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entation of norms and self

-stigma, injunctive norms, attitude, and intention

(7)Lastly, it clarified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key variables b

y using a path model,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effects of social

stigma and self-stigma was confirmed. To be more specific, social sti

gma associated with professional help seeking didn't have a significan

t effect on professional help seeking-related perceived behavioral contr

ol, attitude, and behavioral intention, while self-stigma had a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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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directly on all the variables. (8) Self-stigma was found to medi

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tigma and professional help seeki

ng-related intention, attitud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college stud

ents' perceived injunctive norms.

Keywords : Warmth, Competence, Professional Help Seeking, Social S

tigma, Self-stigma, Role Model  
Student Number : 2010-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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