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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디스트레스에 따른 전문가 도움추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인지 요인들의 관계구조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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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저소득층이 디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추구

하고자 결정하는 데 기여하는 개인 및 사회인지 요인들의 구조를 살펴보고 보다 적절한 모형을 선정하

여 사회복지실천에 유용한 지식을 얻고자 하였다. 편의표집에 의한 저소득층 331명의 자료를 구조방

정식모형으로 계획행동이론(TPB)을 응용한 기본모형과 확장된 모형 두 단계로 분석하였다. 우선 TPB 

기본모형의 분석을 통해 사회인식을 반영하는 주관적 규범, 도움추구에 대한 긍정적 태도, 자신의 행

동통제력 순서로 추구의도에 정적으로 기여하고 다시 의도는 추구결정에 정적인 기여를, 행동통제력은 

추구결정에 부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단계로, 디스트레스와 가족지지의 영향을 포함하

고 합리적 행동계획인 의도(intention)와 함께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진 추구의사(willingness) 

경로를 포함하여 확장한 모형을 탐색적으로 검토하였다. 확장모형의 경로분석에서 디스트레스와 가족

지지 각각은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통제력에 상당한 수준으로 정적 영향을 주었다.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추구의도와 의사 각각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행동통제력은 추구의사에 정적 영

향을, 추구결정에는 부적 영향을, 그리고 의도는 추구결정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보였다. 행동통제력이 

추구의사를 통해 추구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추구의사가 의도를 통해 추구결정에 미치는 간접효과

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TPB 모형이 저소득층의 전문가 도움추구와 관련되는 개인 및 사회인

지 요인들의 관계구조 파악에 유용함을 시사하였고, 특히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을 통해 사회인지의 중

요성이 함의되었다. 나아가 저소득층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확장모형의 필요성과 함께 행동통제력

과 자진 추구의사가 시사하는 클라이언트의 자기의지의 중요성과 활용 등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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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저소득층은 중산층의 두 배 이상으로 높은 디스트레스1)를 겪는다(Bruce et 

al., 1991). 가계, 가족관계, 심신질환, 노약자와 아동의 돌봄 등 복합적 고난으로 인해 총체적인 심신

의 고통으로 경험되는 디스트레스는 대응할 힘을 약화시키고 잠행적으로 지속되어 고립과 맞물려서 

독거사나 자살로 이끌며, 자녀세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연합뉴스, 2012; 경향신문, 2013; Belle 

and Doucet, 2003). 따라서 조기에 전문가2)와 의논하고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이용하여 심신기능의 악

화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물리적 현실이 급박한 저소득층에게 디스트레스 문제는 차선으로 

밀려나서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추구3)하고자 결정하는 일(help-seeking decisions)에 소홀하다. 전문가

의 도움을 추구하기로 결정하는 일이 힘든 이러한 여건은 기능을 악화시키고, 도움을 추구하더라도 

조기에 중단하게 한다(Coiro, 2001). 따라서 저소득층이 어떠한 개인 및 사회 인지요인을 통해 전문가

의 도움을 추구하기로 결정하는 것(이하 도움추구 결정)을 촉진할 수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의 도움추구 결정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의 합리적 인지과정을 거쳐 계획된 의도로 

이루어진다(Ajzen, 2002). 이 인지과정은 개인의 전문가에 대한 믿음, 태도, 주변인의 인식, 도움을 추

구하는 자신의 통제력 등을 가늠하고 추구를 계획하는 의도가 형성되어서 도움을 추구하기로 결정하

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추구결정은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의도를 통해서 뿐 아니

라 디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자원이나 기회가 용이하면 그에 개방적으로 다가가는 자진 추구

의사(willingness)의 영향도 받는다(Schomerus et al., 2009). 이러한 개인 및 사회인지 요인들이 어떠

한 과정을 통해 저소득층이 전문가 도움을 찾기로 결정하는 것을 돕는지 그 인지행동의 관계구조에 

대한 자료는 드물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으로 문헌을 확대해 보면, 주로 일반적 사항, 태도, 이용경험 

등이 서비스 이용 여부나 수준에 주는 영향에 대해 연구가 수행되었다(예: 정익중 외, 2005; 김용석 

외, 2008; 성향숙, 2008; 최승아, 2009; 장연진․유조안, 2011; 정선영․정현숙, 2011). 전문가 도움추

구에 관련되는 인지행동 요인들의 작동 과정에 대한 지식은 매우 제한되어 저소득층이 스스로 조기에 

도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유용한 자료가 절실하다. 

저소득층의 도움추구 결정4)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

1) 스트레스 중 긍정적 기능을 하는 유스트레스(eustress)와 대비되게 유해한 영향을 강조하고 저소득

층의 부적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디스트레스로 표기하였다.

2)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전문가’의 초점은 종합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

사이다. 한편 스트레스와 관련된 서비스는 다학제로 접근되고 휴먼서비스 ‘전문가’로는 간호사, 사회

복지사, 심리사, 의사 등 다양하므로 ‘전문가’로 기술하였다.  

3) 전문가와의 접촉이 심리사회적 서비스 이용의 관문이므로 ‘도움추구’에 초점을 둔다. 문헌검토는 서

비스 이용, 도움추구(help-seeking), 보호추구(care-seeking) 등 폭넓게 고찰하였다. 서술에서는 ‘도움

추구’와 ‘서비스 이용’을 주로 사용하였다. 

4) 결정(decision-making)은 사회심리학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인지과정을 거쳐 

판단하는 행동이다(Eiser, 1986). TPB를 응용하는 선행연구(예: Pomery et al., 2009; Hamm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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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of planned behavior, 이하 TPB)을 적용하고, 나아가 TPB의 한계를 보완하여 디스트레스의 

심도, 가족의 맥락과 자진 추구의사 등을 포함한 확장모형을 고찰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모형을 탐색

하고자 한다. TPB에 의하면 도움을 추구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도움을 추구하려는 의도의 영향을 받

고, 의도는 믿음에 기초한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 주변인이 도움추구에 대해 갖는 의견에 대한 인지, 

도움을 추구하는 자신에 대한 통제력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다(Ajzen, 2002). 한편 합리적 선택에 기

초한 의도와 결정의 이해는 상황에 반응하여 자진해 도움을 추구하려는 의사(willingness)의 영향을 

간과할 수 있다(Gibbons and Gerarad, 1995). 또한 저소득층의 맥락으로서 디스트레스와 가족의 지지

가 이들의 전문가에 대한 태도나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력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TPB의 틀은 인간의 행동화 과정에 관련되는 인지작용에 대한 보편적인 이론 틀로서 저소득층의 

도움추구 태도 및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의도를 비롯한 개인 및 사회인지 요인들의 관계를 밝힐 수 있

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응용에 개방적인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전문가 도움추구에 관련되는 인지행동 요인들의 관계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모형의 탐색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두 단계를 고찰한다. 우선, TPB 기본 안을 이용하여 연구 및 대

안모형의 적합도와 선정된 모형을 고찰함으로써 도움추구에 대한 저소득층의 인식, 주변인의 인식을 

반영하는 주관적 규범, 행동통제력 각각이 도움을 추구하려는 의도와 결정에 기여하는 바를 살펴본다. 

그 다음, 저소득층의 디스트레스 수준과 가족의 지지를 포함하고 TPB에서 배제된 자진 추구의사 경

로를 추가하여 확장된 모형의 연구 및 대안모형의 적합도와 관계구조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서비스 이용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소득층의 도움추구 

결정과 관련되는 인지행동을 보다 적절히 설명할 모형을 제안함으로써 도움추구 결정을 촉진하는 방

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익히 알려졌듯이, 사회복지기관들의 사회복지사들은 일반주의 접근에 기초하

여 물리적 지원을 할 때에도 스트레스와 증상이 토로되면 상담을 수행한다. 사회복지사들은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을 사정하고 심리사회적 서비스로서 상담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치료센터로 의뢰

하지만 디스트레스에 특화된 요구는 많지 않다. 저소득층의 저조한 서비스 이용 상황을 고려하면 일

차 관문으로서 사회복지사의 예방과 개입 역할에 방점을 찍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전문가를 찾아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필요를 촉구하고, 이에 요구되는 인력확충 방

안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Vogel, 2013)에서도 전문가 도움을 추구하기로 결정하는 것에는 자신, 디스트레스 상황, 상대적 손

익 등을 판단하여 의지를 발휘하는 인지행동 과정이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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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1) 저소득층의 디스트레스와 전문가 도움추구

(1) 저소득층의 디스트레스와 도움추구의 필요성 

저소득층은 부정적 생활사건을 상대적으로 많이 겪고 열악한 주거, 일, 재충전의 기회가 적은 여건

은 디스트레스를 높이고 각종 심신질환에 더욱 취약하게 한다(윤태호, 2003; McLeod and Kessler, 

1990; Belle and Doucet, 2003). 게다가 사회경제적 배제와 고립, 사회관계의 협소화 등은 저소득층의 

사회적 디스트레스를 심화시켜서 심신기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일찍이 1970년대

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예: 김인숙, 1992; 박경숙 외, 2005; 엄태완, 2008; 이상문, 2008; 

Dohrenwend, 1973; McLeod and Kessler, 1990; Wilson, 2001; Gallo and Mattews, 2003). 

저소득층이 심리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디스트레스 뿐 아니라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

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Silver, 1994). 전문가와의 접촉은 디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서비스 이용의 관

문이 되어 조기개입이 가능하고 예방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저소득층이 처한 사회구

조적 환경은 디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조건이므로 분명히 변화가 필요하고, 개인도 삶의 주체로서 여러 

자원을 활용하여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회복탄력성을 촉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Thoits, 2006). 사회

복지실천이 이러한 능동적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압박에 의한(coercive) 사회적 개입이 아니라 저

소득층이 스스로 전문가의 도움을 찾기로 결정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의 인지행동이 기능하는 

방식을 파악하도록 돕는 모형이 필요하다. 

(2) 저소득층의 전문가 도움추구

저소득층이 디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어떠한 인지와 행동을 통해 전문가 도움을 추구하기로 결

정하는지에 대한 자료는 드물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으로 문헌범위를 확장해 보면, 이들은 

빈곤과 함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가 심신기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은 건강이 좋지 않거나,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최승아, 2009). 또 의식주, 취업, 각종 상담(양육, 가정폭력, 약물, 등)과 관련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이 가족갈등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된다(정선영·정현숙, 2011). 

서비스 이용이 저소득층의 디스트레스 완화와 사회기능의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시

사되지만 어떠한 과정으로 전문가 도움을 스스로 추구하기로 결정하는지, 추구결정을 촉진하는 개인 

및 사회적 인지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결여되어 어디에 어떻게 사회적 접근을 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외부 도움추구에 소극적이고, 전문가 보다 가

족과 주변인을 먼저 찾는 경향이며(예: 보건복지부, 2006; 김동배·안인경, 2007; 이선혜·서진환, 



저소득층의 디스트레스에 따른 전문가 도움추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인지 요인들의 관계구조 탐색  89

2009), 우울이나 자살의도 등 심각해진 후에야 전문가를 찾는 경향이다(Rickwood and Braithwaite, 

1994; Brown et al., 2014). 일반인과 저소득층의 도움추구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지만, 저소득

층은, 예를 들면,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인지하고 있으며,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도 

있고 가능한 가족을 비롯한 비공식체계 내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다(옥선화·성미애, 2004; 성향숙, 

2008). 자격요건이 중요한 공적 서비스 이용에서 낙인은 피하고 자존감과 자신을 지키기를 원하며 자

발적으로 혹은 가족이나 주변인의 권유에 따라 공적 서비스를 찾는다(예: 정미숙, 2007; 성향숙, 

2008; 이혜숙·임은하, 2009; 정선영·정현숙, 2011; Belle, 1982; Seiling, 2006; Canvin et al., 2007). 

이들 선행연구에 비추어 보면, 전문가 도움을 추구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증상과 기능 손상에 대한 

나름의 인식, 스스로 대응하고 통제하려는 의지, 주변인들의 영향 등 개인 및 사회 인지가 다각적으로 

관련되는 점이 시사된다. 

2) 저소득층의 전문가 도움추구 행동의 작동구도

(1) 도움추구의 모형으로서 TPB와 관련되는 개인 및 사회적 인지 

본 연구에서 고찰하는 전문가 도움추구에 관여하는 개인 및 사회적 인지요인들은 계획행동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 이하 TPB)에 기초한다. TPB 모형은 도움추구, 주변인의 규범적 기대, 

행동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 등 신념에 기초한 개념인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통제력이 특정 행동을 

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주고 이어서 의도 및 행동통제력이 행동에 직결되는 것으로 구성된다(Ajzen 

and Madden, 1986; Ajzen, 1991)(<그림 1> 참조, 본 연구 p. 92). 의도는 행동에 기저하는 동기로서 

목표하는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계획인지를 말해준다(Ajzen, 1991; Bandura, 1997). 

환경 속의 인간으로서 개인이 도움추구에 대해 갖는 다양한 인지들이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지만(Bradshaw and Garbarino, 2004) 태도와 행동통제력이 개인의 직관, 자기기능

과 자존의 욕구에 기초한다는 면에서 개인적 인지라 할 수 있고 주관적 규범은 사회인지에 의해 형성

된다(Rickwood and Braithwaite, 1994). 즉, 태도는 어떠한 행동에 대한 가치나 믿음으로 형성되는 선

호도로서 도움추구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관련된다. 행동통제력은 전문가의 도움을 추구한다는 것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와 추구행위가 자신의 통제 하에 있다는 판단으로 발휘된다(Schomerus 

et al., 2009). 주관적 규범은 추구결정에 대한 믿음 뿐 아니라 그 결정에 대한 주변인이나 사회일반의 

인식과 수용도에 대한 인식, 즉 사회적 인지로 형성된다.  

사회적 인지는 세상에 대해 우리가 의미를 만들고 반응하는 방식으로서 사회 일반에 관한 지식구

조로 구성되어 도식틀을 제공하며, 이 틀로 타인의 생각, 신념,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여러 관점

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Kunda, 1999). 이 능력은 대인 간 상호 호혜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을 하고 문제해결과 결정하는 행동에도 도움이 된다(Sharp et al., 2008). 예를 들면, 전문가에 대

해 사전에 주변인들과 경험을 나누고 정보와 지식을 조정하며 도움추구를 결정하게 된다(Bradshaw 

and Garbarino, 2004). 사회인지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규범을 직·간접으로 획득하게 돕고 이 규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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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도움추구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Crick and Dodge, 1994). 

선행연구에서 저소득층의 사회인지가 도움추구에 직접 활용된 바는 드물지만, 저소득층이 주변인의 

영향으로 전문가나 기관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이러한 인지가 이용하거나 하지 않으려는 결정에 영

향을 주는 점에서 반영된다(예: 옥선화·성미애, 2004; 성향숙, 2008; 최종혁 외, 2013). 또 정신질환 

증상이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예: 유성경, 2005; 김동배·안인경, 2007; 이선혜·서진환, 2009)도 

사회적 인지를 반영한다.  

(2) 계획행동이론(TPB) 모형의 유용성 

TPB 모형은 본 연구가 저소득층의 전문가 도움추구 결정에 관한 인지요인들의 관계구조 파악에 

유용하다. 자기효능이나 자기규제가 응용된 모형들이 있으나(예: Hunter et al., 2003; Hammer and 

Vogel, 2013) 도움추구 과정의 일부만을 다루어 총체적 모형이 필요하다. TPB 모형과 같이 태도, 규

범, 행동통제력, 의도 등 개인 및 사회인지들 간 관계구조를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연구주제와 직

결된 요인을 추가하여 새롭게 통합된 접근을 제안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모형은 흔치 않다. 서비스 

이용에 빈번히 사용되는 앤더슨 모형(Andersen and Newman, 1973; Andersen, 1995)은 가치나 신념

같은 개인특성과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 욕구, 건강보호체계나 환경요인 등 다각적 요인

들을 유형화하여 이용여부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게 돕는 장점이 있다(예: 장연진․유조안, 2011; 정

선영·정현숙, 2011; 최승아, 2009). 그러나 도움추구의 결정과 관련되는 인지행동적 요인들 간 관계의 

역동적 구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TPB는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사회심리학 연구로서 일찍이 1960년대부터 발전해왔다. 특히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 행동을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의도(intention)를 행동의 예측인자로서 주

축으로 삼아 의도에 영향을 주는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통제력이 연구의 진화과정에서 통합되어 모

형으로 구성되었다(Ajzen and Madden, 1986; Ajzen, 1991). 의도 및 행동의 설명에서 TPB의 유용성

이 나타난다. 1990-1997년 사이 185개 연구들의 메타분석(Armitage, and Conner, 2001)에서 의도가 

바람(desires) 보다 행동을 더 강하게 예측하였고 TPB 모형이 의도의 분산을 약 32%, 행동의 분산을 

27-39% 설명하였다. 우울증 관련 연구(Schomerus et al, 2009)에서 서비스이용 분산의 42-51%가 설

명되었다. 알코올중독 치료(Freyer et al., 2007)에서 서비스 이용 의도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이용율이 8.7배 더 높았다. 고등학교 졸업에 대한 연구(Davis et al., 2002)에서 1학년생들의 의도가 졸

업을 예측하였다. 시계열 연구(Hobbs et al., 2013)에서도 6명 중 5명이 예측대로 운동을 수행했다. 

아울러 TPB는 분야별로 필요한 요인을 포함하여 응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소비 및 건강과 관련

하여 사전지식, 사회동조, 자기결정, 지각된 위험 등이 고려되어 TPB 응용이 확장되었다(예: 차동필, 

2005; 유근준 외, 2013; 이정기 외, 2014; 조원섭, 2014; Hagger and Chatzisarantis, 2009; Pomery et 

al., 2009; Hamilton et al., 2012). 또한 TPB는 변화를 위한 개입모형으로(예: 이명선 외, 2013; 

French et al,. 2013; Tyson et al., 2014) 건강보호 및 위험, 소비자, 조직 행동 등 다방면에서 응용되

고 있다. 

여전히 한계로 제기되는 사항을 보면, 먼저, TPB모형에서 행동에 직결되는 의도에 영향을 주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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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요인들의 영향력이 연구마다 다양하여 모형 활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힘들다. 이는 개입연

구에서 중점을 둘 사항에 대한 지침이 요구되는 점과도 연관된다. 예를 들면, TPB 관련 메타분석

(Armitage and Conner, 2001)에서 주관적 규범 보다는 태도와 행동 통제력의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

난다. 이후 건강 및 위험행동 연구에서 태도가 행동을 할 의도에 강하게 영향을 주고, 행동통제력이 

의도에 주관적 규범보다 강한 영향을 주는 경향이다(예: 정민숙·고은교, 2011; 박재은 외, 2013; 유근

준 외, 2013; Wilson et al., 2005; Kelly, et al., 2011; Thomas et al., 2014). 한편 다른 연구(예: 차동

필, 2005; 이재창·박미진, 2008; Schomerus et al., 2009)에서는 태도 혹은 주관적 규범이 도움추구를 

강하게 설명하고 행동통제력의 영향력은 약하였다.  

둘째, 성별, 연령, 성격, 기분, 과거습관, 발달단계, 환경조건의 차이 등이 TPB 구성요소들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지침이 부재하다(차동필, 2005; 조원섭, 2014; Isen, 1985; Hamilton et 

al., 2012). 이러한 지침의 부재는 현재 지속적으로 도출되고 있는 TPB모형과 관련된 결과들을 가늠

하여 추후 연구에 함의나 발전 방안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될 수 있다. 특히 사회취약층의 경우 사회

구조적 여건, 생애주기, 집단특성 등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 경험적 토대가 될 연구가 부족하다. 

앞서 언급된 연구들에서도 청소년기에 행동통제력, 성인기에 주변인 시선의 중요성이 추론은 되나 구

체적 비교연구가 부재하여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기 힘든 실정이다. 

끝으로 TPB 모형의 추구결정과 같은 내생변수 분산이 30-50% 범위로 설명되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 설명력의 폭은 Ajzen(1991)의 권고대로 TPB를 응용하여 다양하게 변주되며 진화하는 연구

들이 각기 중시하는 요인을 포괄할 수 있는 창의적 여지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French et al., 

2013) 한편, 보다 도식화된 모형을 요구하는 경우 평가절하될 수도 있다. 아울러 종속변수로 삼는 의

도나 행동의 이질성, 유사한 개념의 변수라도 척도가 다르고, 분석방법이 회귀분석부터 종단분석까지 

각양각색인 점도 고려할 수 있다(Armitage and Conner, 2001). 이러한 개방성은 후속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TPB의 장점인 한편, 매뉴얼화된 도식틀을 제공하기 힘든 점을 반영하기도 한다. 

(3) 저소득층의 도움추구 결정에 관한 TPB 모형의 확장 및 관계구조의 탐색  

TPB모형의 한계들 중 개인이 처한 상황 특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디스트레스의 

심도가 전문가 도움의 추구에 영향을 주고(Brown et al., 2014), 가족이나 주변인의 지지가 도움추구 

및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주미·유성경, 2002; 조영아, 2009). 따라서 디스트

레스의 심도와 가족의 지지가 저소득층의 인지에 영향을 주고 이어서 전문가 도움추구의 의도에 영향

을 줄 것으로 가정된다. 

또 TPB가 합리적 선택이론의 한계를 보완하였으나 여전히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의도가 유일한 경

로가 되어 한계가 있다. 즉, 가용한 자원이나 기회가 있다면 자진하여 도움을 추구하려는 의사

(willingness)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Gibbons and Gerarad, 1995). 사회복지실천에서 클라이언트

의 자발적 참여와 전념(commitment)이 중요하므로 자진추구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자진 추구의사는 전문가 도움추구와 같이 기능적 대처 뿐 아니라 음주, 흡연 등 건강

위험행동에도 작용하여 의도와 병행되게 행동에 영향을 주거나 의도보다 더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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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Gibbons et al., 1998; Hammer and Vogel, 2013). 따라서 의도와 자진추구의사가 어느 정도 

관련되더라도 서로 독립적일 것으로 가정된다. 십대의 비행연구(Pomery et al., 2009)에서 십대초반 

청소년들이 위험행동을 처음 하는 경우 자진의사의 영향이 강한 반면 경험이 더 많은 십대중반에게는 

의도가 더 강한 영향을 주었다. 이들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상황이나 기회에 반응하여 추구하는 의사

는 낯선 경험에 보다 유의하게 작용하고 익숙한 행동에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자진 추

구의사는 상황에 반응적이므로 숙고 후 의도로 전환될 수 있어서 부정적 행동 뿐 아니라 도움추구 결

정과 같이 촉진되어야 할 일에서 의사가 의도에 영향을 주거나 전환된다면 예방과 개입에 주는 함의

가 있을 것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디스트레스로 인한 전문가 도움추구가 낯설고 기피할 일일 수 있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를 접촉하는 여러 경험이 있으

므로 자진 추구의사를 확장된 모형에 포함하여 그 영향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TPB 기본 및 확장모형을 두 단계로 검토

한다. 우선, TPB의 기본형을 살려서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통제력이 의도에 정적 

영향을 주고 의도가 추구결정을 돕는 관계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삼았다. 그 다음 저소득층의 디스트레

스와 가족지지를 포함하고, 도움추구 결정에 대해 추구 의도와 의사 경로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확

장모형을 고찰하였다. 

   

            자료: Ajzen(1991: 182) 그림 1.을 참고하여 개발함.

         <그림 1>  소득층의 문가 도움추구의 결정에 기여하는 요인들의 계구조에 한 TPB의 

기본  확장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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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표집

본 연구의 참여자는 대구광역시의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임대아파트 및 주거지역에 거주하며 기

초생활수급을 받는 저소득층 주민으로서 20-65세까지의 성인이다. 자기보고식 질문지 수행을 5개 구

에 소재한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자활센터, 동사무소 등 16개 기관에 요청하여 13개 기

관의 협조를 얻어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으로 자료수집이 수행되었다. 각 기관에서 담당자

가 조사에 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안내하면 본 연구자가 작성한 연구에 대한 고지된 동의서를 활용하

여 연구자, 보조연구원, 혹은 실무자가 이 연구의 취지와 목적,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동

의하는 경우에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각 참여자가 응답지를 돌려주면 소정(5천원 상품권)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2013년 9월 말 30명의 예비조사를 거쳐 2013년 10월 말-12월 초까지 본조사가 수행되었

다. 총 364개 질문지가 배부되었고 이 중 무응답, 체계적 오류, 부적합한 연령대 등을 제외한 331개 질

문지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

(1) TPB 기본모형에 사용된 변수의 측정도구 

① 도움추구에 한 태도: 저소득층이 전문가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Fischer와 

Turner(1970)가 개발한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척도를 사용하였다. 긍정적 태도와 관련되는 11문항의 신뢰도 분석을 하여 ‘오랜 

기간 동안 걱정을 했거나 기분이 상했다면 나는 전문가의 도움을 원할 것이다’, ‘강한 사람은 스스로 

정신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없다’ 등 6문항을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들은 

6점 척도로 평정되었고,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추구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해석되었다. 이 6문항

의 내적 일치도(Cronbach alpha)는 .87로 나타났다. 

② 주  규범: 저소득층이 스트레스를 겪을 때 전문가 도움을 청하는 것에 대해 친한 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문의하였다. 척도는 Ajzen(2002)의 지침에 따라 Hammer and 

Vogel(2013)이 개발한 6문항 중 신뢰도 분석을 통해 5문항을 6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는 ‘나

와 친한 사람들은 내가 전문가를 찾아간다면 잘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

해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이다.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규범인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

되었다. 이들의 내적 일치도는 .90이었다. 

③ 행동통제력: 도움추구 행동에 대한 통제력은 Vogel 외(2006)가 개발한 도움추구에서 자기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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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Self-Stigma of Seeking Help Scale) 중 자신의 통제력에 관한 5문항을 6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는 ‘내가 전문가 도움을 받는다 해도 내 자신감이 위협받지 않는다’, ‘전문가를 만나보기로 

했다고 해서 나 자신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등이다.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행동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5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81이었다.   

④ 도움추구 의도: Ajzen(2002)의 제안과 기존 연구(Vogel et al., 2006; Wilson et al., 2005)를 참

고하여 DSM 기준에 맞게 개발된 장면묘사(vignette)를 참고하였다. 즉 스트레스와 우울증 각각을 겪

는 두 장면을 묘사하고 응답자가 각 상황에 처한 경우 전문가에게 문의할 의도를 묻는 2문항과 이러

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경우 전문가 도움을 받을 의도를 묻는(예: ‘전문가 도움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3문항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5문항은 6점 척도로 평정되었고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추구 

의도가 강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5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83이었다. 

⑤ 도움을 추구하려는 결정: 현재 겪는 디스트레스로 인해 실제 도움을 추구할지 결정의 수준을 파

악하기 위해 Hammer와 Vogel(2013)이 개발한 질문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1가지 문항의 디

스트레스 질문을 제공한 직후 도움추구를 할 의사결정의 수준을 ‘나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전문가 도움

을 받을 것이다’ 등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들의 내적 일치도는 .94로 나타났다. 

(2) 확장모형에서 추가된 변수의 측정도구

① 도움의 자진 추구의사: TPB 모형에서 도외시된 자발적 의사(willingness)를 측정하기 위해 

Hammer와 Vogel(2013)이 개발한 네 가지 장면묘사를 사용하였다. 정신건강의 날 행사 중 우울증 검

사, 친구를 돕기 위한 정신보건센터의 방문, 정신건강 특강, 존경하는 어르신과의 대화 등의 장면에서 

전문가와 이야기를 할 의사, 궁금한 점을 문의할 의사, 재방문 의사, 특강에 참석할 의사, 전화를 할 

의사 등 8문항으로 탐문하였다. 이들을 6점 척도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가 도움추구 의사

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8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91로 나타났다.  

② 디스트 스: 저소득층이 최근 겪는 어려움들에 관한 디스트레스를 다각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Grote 외(2007)가 개발한 스트레스 척도(Women’s Stress Scale, WSS)를 참고하였다. WSS의 7개 생

활사건 영역을 참고하여 가족관계(경제난, 부부관계, 자녀양육, 기타 가족관계), 응답자 자신과 가족의 

심신건강, 음주문제, 일, 가족의 돌봄 등 5개 영역에서 스트레스의 심도를 6점 척도의 21문항으로 측

정하였다.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21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93으로 나타났다.  

③ 가족의 지지: 저소득층의 전문가 도움 추구를 돕는 사회적 지지로서 가족지지의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Abbey 외(1985)가 개발하고 유성은(1997)이 수정․보완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이 나를 염려해 주었다’, ‘나를 존중해 주었다’ 등 6문항을 6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지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8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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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저소득층 성인들이 디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전문가 도움추구 결정에 관련된 개인 및 사

회인지요인들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SPSS 21.0과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력, 의도 및 결정, 자진 추구의사, 디스트레스, 가족의 지지 등 주요 변인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

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각 변수의 왜도는 2미만, 첨도는 4미만으로 기준치에 적절하였다. 둘째, 각 

변수의 측정도구에 따라 요인분석, 신뢰도(내적 일치도) 분석, 모형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요인 분석

에 따라 혹은 단일요인의 경우 문항결합(item parceling)을 하여 2-3개 하위요인들로 관찰변인을 구성

하여 측정모형5) 및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투입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

였다. 끝으로,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이용하여 앞서 제시한 모형검토의 순서대로 모형들의 적합도와 

경로계수를 고찰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의 모수추정은 본 연구 자료에 결측치가 있어서 완전정보 최대우도방식(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
2
검정과 χ

2
검정이 표본 

크기에 좌우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NFI(Non-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적합도 지수를 검

토하였다. 이들 지수의 적정성은 χ
2
값을 자유도로 나눈 CMIN/df 값이 3이하인지, 설명력과 간명성은 

RMSEA가 .06 이하, NFI, CFI, TLI가 .90 이상인지 등으로 검토하였다(홍세희, 2000; Kline, 1998).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관계구조의 탐색은 TPB를 적용한 모형과 대안으로서 행동통제와 결정 간 경

로를 제외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후 연구모형의 경로를 분석하였다. 이 관계구조 분석에서는 선

행연구와 같이, 의도에 대한 태도, 주관규범과 행동통제력의 상대적 중요성, 의도와 행동통제력이 결

정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의 파악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 다음, 확장모형은 디스트레스와 가족지지 

변수를 포함하고, 의도와 추구의사가 독립적으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연구모형과 의사가 의도에도 영

향을 미치는 경로를 둔 대안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고 이 대안모형의 유용성을 탐색하였다. 

5) 지면이 제한되어 본문에 측정모형의 분석결과는 생략하였다. 간략히 기술하면, TPB 기본모형의 경우 

χ
2=143.50(df=89, p<.001), CMIN/df=1.61, CFI=.98, TLI=.98, RMSEA=.04이고 확장모형은 χ

2= 

255.71(df=162, p<.001), CMIN/df=1.58, CFI=.98, TLI=.98, RMSEA=.04로 적합한 수준이었다. 

각 관찰변수들의 잠재변수에 대한 요인부하와 공분산 유의성 등도 양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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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저소득층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약 67%(219명)로 더 높았다(남성 106명). 참여자들은 평균 약 46세(20-65세, sd=11.03)이고 연령대

는 40, 50대가 208명으로 대부분(70.3%)을 차지하였다. 이들은 평균 약 11년 즉 고졸 이하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혼인상태는 기혼과 이혼이 많고(각 약 35, 33%), 그 다음 미혼(약 

18%, 57명), 별거(약 8%, 26명), 사별(약 5%, 17명) 순이었다. 참여자들의 반수 이상(약 57%, 183명)

이 종교가 있었고, 주거지 형태는 공공 및 무상 임대(46.2%), 월세(26.8%), 전세(15.7%), 자가(6.8%), 

기타(4.6%) 순이었다. 이들의 평균 동거 가족 수는 2명(0-6명, sd=1.40)이었다.  

<표 1>  조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  특성 

항 목 N % 항 목 N %

성 별

(n=325)

남성 106 32.6

 종교 

(n=322)

 

기독교 77 23.9

여성 219 67.4 천주교 29 9.0

교육연수

(n=296)
M=10.95년 /SD=3.42

불교 68 21.1

기타 9 2.8

연령

(n=296)

20대 35 11.8 없음 139 43.2

30대 30 10.1

 주거

 형태

 (n=327)

자가 22 6.8

40대 110 37.2 전세 51 15.7

50대 98 33.1 월세 87 26.8

60대 23 7.8 임대(공공 및 무상) 150 46.2

M=46세/SD=11.03 기타 15 4.6

결혼

상태

(n=312)

기혼
†

108 34.6

근로

형태
††

(n=327)

정규직 15 4.6

미혼 57 18.3
임시직 30 9.2

일용직 10 3.1

별거 26 8.3
자활근로 175 53.5

자영업 2 0.6

무급일 22 6.7
사별 17 5.4 실직 16 4.9

이혼 104 33.3
무직 43 13.1

기타 14 4.3

  †
사실혼(동거) 8명을 포함함. 

††
임시직-한시직 포함; 실직-구직활동 포함; 무직-구직불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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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추구의 변수 1. 2. 3. 4. 5.

1. 태도

2. 주관규범 .38***

3. 행동통제 .42*** .34***

4. 추구의도 .38*** .41*** .28***

5. 추구결정 .31*** .52*** .20*** .58***

기술

통계  

평균 3.85 3.45 3.62 3.83 3.44

표준편차 1.12 1.40 1.00 1.18 1.56

2) TPB 모형을 적용한 변수들의 관계구조 

<표 2>가 TPB 모형을 적용하여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 주관규범, 행동통제력이 추구 의도 및 결정

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관련된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통제의 평균은 3.45-3.85로 6점 척도로 ‘약간 그렇다’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도움추구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추구의도와 결정도 평균 3.83(sd= 1.18), 3.44(sd=1.56)로 

‘약간 그렇다’ 수준이었다.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이들 변수 간 상관관계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도움추구에 관한 태도는 다른 

변수들과 rs=.31-.42(모두 p<.001) 사이의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행동통제력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

을 보였다. 주관적 규범이 다른 변수들과 보인 상관은 rs=.34-.52(모두 p<.001)로 특히 추구결정과의 

관계가 높았다. 행동통제력은 다른 변수들과 rs=.20-.42(모두 p<.001)의 상관을 보였고 추구결정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추구의도는 이들과 rs=.28-.58(모두 p<.001)의 상관을 보였고 추구결정과

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추구결정은 다른 변수들과 rs=.20-.58(모두 p<.001)의 상관을 보였다.

 <표 2>  TPB 기본모형을 한 주요 변인들 간의 상 계  

 ***p<.001

<표 3>이 도움추구의 의도 및 추구결정에 영향을 주는 태도, 규범, 통제의 인지변수들로 측정된 이

론변수들 간 관계구조를 두 가지 모형 즉 TPB 연구모형과 행동통제에서 추구결정으로의 경로를 삭

제한 대안모형의 적합도를 보여준다. 분석결과, 행동통제에서 추구결정으로의 경로가 포함된 연구모

형이 보다 적합하였다. 즉, χ2 차이검정 결과 두 모형의 차이가 Δχ
2(1)=7.72, p<.01이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카이자승값 χ
2
= 90.63(df=57)으로 유의했으나(p<.01), 다른 적합도들이 .97 .99, .98로 높고 

개략화오차(RMSEA)도 .04로 기준치(.06)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았다. 추구의도와 결정 분산의 

설명력도 연구모형에서 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다(의도: R2=.497 vs. .437; 결정: R2=.773 vs. .674). 

아울러 전문가와 접하여 클라이언트가 통제력을 갖는다는 인지가 도움추구 결정에 중요하므로 실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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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성을 고려하여 연구모형을 채택하였다. 

 <표 3>  TPB 기본안의 연구모형과 안모형의 계구조모형의 합도 비교

 TPB 모형 검정 χ
2 df CMIN/df NFI CFI TLI RMSEA

연구모형 90.63** 57 1.59 .97 .99 .98 .04(.03-.06)

대안모형 98.35** 58 1.70 .96 .99 .98 .05(.03-.06)

이 연구모형의 구조방정식모형분석 결과 외생변수들이 추구의도와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

접효과를 아래 <그림 2>에서 표준화 계수로 볼 수 있다. 행동통제가 추구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

분해는 <표 4>와 같다. 

  

        

<그림 2>  도움추구의 태도, 주  규범, 행동통제가 추구의도  결정에 향을 주는 TPB 기본모형에 

한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 결과

주관적 규범이 도움추구 의도에 가장 강한 직접효과를 보였고 그 다음 태도, 행동통제 순서로 의도

에 정적 기여를 하였으며(βs=.49, .20, .18, ps<.001, .05, .10), 추구의도가 결정에 강하게 연결되었다(β

=.97, p<.001). 한편 행동통제력은 추구결정에 부적으로 연관되어(β=-.24, p<.001) 추구결정을 감소시

키는 효과를 보였다. 행동통제력이 추구의도를 통해 결정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효과분해 <표 4>가 보

이는 바와 같이 β=.17이고 소벨테스트에 의해 유의하게 나타났고(Z=1.70, p<.10) 총 효과는 -.0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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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및 간접효과보다 작았다. 따라서 행동통제력은 추구결정에 직접 부적인 영향을 주고 의도를 통

한 간접경로를 통해 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한편 총효과는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  행동통제가 의도  결정에 미치는 효과 분해: 표 화계수 

 도움추구 변수 
추구 의도 추구 결정 Sobel statistics

(p)직접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행동통제 .18+ -.24* .17+ -.07 1.702(0.088)

+p<.10, *p<.05

3) 확장모형을 통한 변수들의 관계구조 

확장모형 검토를 위해 먼저 이들 주요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는 <표 5>와 같다. 

추가된 변수인 자진 추구의사와 가족지지의 평균(3.82, sd=1.25; 4.08, sd=1.21)은 ‘약간 그렇다’에 가

까운 수준이고 디스트레스는 평균 2.29(sd=1.11)로서 ‘약간 심하다’와 ‘꽤 심하다’ 사이의 수준이었다. 

 <표 5>  확장모형을 한 변수들 간의 상 계 

변수 1. 태도
2. 주관

  규범

3. 행동

  통제

4. 추구

  의도

5. 추구

  결정
6. 7. 8.

6. 추구의사 .45*** .54*** .39*** .37*** .35***

7. 디스트레스 .11+ .26*** .15* .15* .27*** .13*

8. 가족지지 .18** .12+ .14* .09 .15* .15* -.22**

기

술

통

계  

평균 3.85 3.45 3.62 3.83 3.44 3.82 2.29 4.08

표준

편차
1.12 1.40 1.00 1.18 1.56 1.25 1.11 1.21

 +p<.10, *p<.05, **p<.01, ***p<.001

추가된 변수를 중심으로 TPB 기본모형의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자진 추구의사는 다른 변

수들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rs=.35-.54, p<.001). 디스트레스 수준이 인지변수들 및 의도와 유의한 정

적 관계를 보였고(rs=.11-.27, p<.10-p<.001), 가족지지는 추구의도와 무관하고(r=.09) 디스트레스와 

부적 상관(r=-.22, p<.01)을, 다른 변수들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rs=.12-.18, 

p<.10-p<.01). 따라서 가족지지가 의도에는 영향이 없으나 디스트레스와 함께 도움추구에 관련되는 개

인 및 사회인지 요인들에 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추구결정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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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은 이들 변수들로 측정된 이론변수들을 포함하되 의도와 의사 경로가 독립적으로 결정에 영

향을 주는 연구모형과 추구의사가 의도에도 영향을 주는 경로를 포함한 대안모형의 적합도를 보여준

다. χ2 차이검정 결과 대안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게 좋고(Δχ2[1]=5.93, p<.01) 지수들 간에 약하지만 

차이가 있었다. 대안모형의 적합도는 카이자승 값 χ
2
=305.47(df=172, p<.001)로 유의하지만, 다른 적

합도 지수들은 .93 .97, .95로 상당하며 개략화 오차(RMSEA)도 .05로 기준치(.06)보다 낮았다. 지수들 

차이는 작지만, 추구의도 및 결정 분산의 설명력도 대안모형에서 높았다(의도: R2=.565 vs. .509; 결

정: R
2
=.801 vs. .757). 본 연구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도움을 추구하기로 결정하는 인지행동 과정을 

모형화하는 것이 목적이고 자진 추구의사 기능을 여러 모로 탐색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안모형을 선택

하여 상세한 관계구조를 파악하였다. 

<표 6>  확장모형  안모형을 통한 련변수들 간의 계구조모형의 합도 

 확장모형 검정 χ
2 df CMIN/df NFI CFI TLI RMSEA

연구모형 311.40*** 173 1.80 .93 .97 .95 .05(.04-.06)

대안모형 305.47*** 172 1.78 .93 .97 .95 .05(.04-.06)  

***p<.001

대안모형의 구조방정식모형분석 결과 역시 직접효과를 중심으로 <그림 3>과 같이 표준화 계수들로 

볼 수 있다.6) 디스트레스와 가족지지 각각은 특히 행동통제력에 강한 영향을, 그 다음 태도, 주관적 

규범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βs=.80, .68, .63, .57, .52, .40,  모두 p<.001). 태도는 추구의도와 의사 각

각에 정적 영향을 주고(βs=.15, .26, p<.05, .001) 주관적 규범도 의도와 의사 각각에 정적으로 기여하

였다(βs=.42, .39, p<.001). 행동통제력은 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고 추구의사에 정적 영향을(β

=.16, p<.05), 추구 결정에 부적 영향을 주었다(β=-.22, p<.05). 추구의사는 의도에 유의한 직접효과

를 보였으나(β=-.24, p<.05) 추구결정에 유의한 기여를 하지 않았고, 의도는 추구결정에 유의한 영향

을 주었다(β=1.07, p<.001). 간접효과 검토가 가능한 두 경로 즉 행동통제가 의사를 통해 의도에(행

동통제→추구의사→추구의도), 추구의사가 의도를 통해 결정에(추구의사→의도→추구결정) 주는 영향

에 관한 효과분해를 <표 7>에 제시하였다. 

6) 디스트레스와 가족의 지지가 태도, 규범, 행동통제력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상당히 강한 것이 확인

되었고 본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의 초점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 요인부터 결정까지에 두었다. 이

들 변수들 간 관계 중 간접효과가 여러 경로를 통해 다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은 논외로 하지만 

디스트레스와 가족지지의 외생변수들부터 추구결정 변수까지 직접효과들이 유의하여 매개효과(특히 

태도와 규범을 통한 간접효과들) 역시 유의할 것으로 볼 수 있다(현경자, 2012; Cohen and Cohen, 

1983). 본 연구에서는 행동통제 및 의도와 의사 경로들이 결정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주요하게 고

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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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디스트 스, 가족의 지지, 도움추구의 태도, 주  규범, 행동통제력이

추구의도  결정에 향을 주는 확장모형에 한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 결과  

<표 7>이 나타내듯이 행동통제력의 의도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추구의사를 통한 간접

효과가 유의하였다(β=.04, Z=1.70, p<.10).7) 추구의사 역시 추구결정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지만, 의도를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β=.25, Z=2.27, p<.05). 이 간접효과는 직접효과 및 총효

과 보다 크고 정적인 영향이어서 사회복지실천에 주는 함의가 기대되었다. 

<표 7>  행동통제  추구의사가 의도, 의사, 결정에 미치는 효과 분해: 표 화계수 

  경로

도움추구 의도
추구

의사
추구결정

Sobel 

stats.(p)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행동통제 .14 .04+ .18 .16* -.22* .17 -.05 1.699(.089)

추구의사 .24* .000 .24 -.16 .25* .10 2.268(.023)

+p<.10, *p<.05

7) 행동통제가 추구의사를 통해 추구결정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의사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으므로 성립되지 않아 논의하지 않았다. <표 7>에는 표의 완성도를 위해 유의하지 않지만 간접효

과 계수를 기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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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및 제언 

1)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

이 연구는 저소득층이 복합적인 디스트레스에 당면하여 스스로 전문가 도움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는 전제 하에 도움추구와 관련되는 개인 및 사회적 인지와 행동 요인들인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통

제력, 추구의도, 추구결정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특히 이 인지요인들과 합리적 계획인 의도와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진 추구의사가 추구를 결정하는 데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는지 밝히고 적합한 모

형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저소득층 331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움추구의 개인 및 사회인지 요인들

은 상호 연관되고 의도 및 결정과 정적으로 상관되어 TPB모형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일관되었다. 디

스트레스와 가족지지의 정적 영향력은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디스트레스의 심도로 인해 저소득층이 도

움을 추구할 토대가 되는 인지행동이 촉진될 수 있고 또 가족의 격려가 도움추구에 대한 인지와 행동

을 강화할 수 있는 점을 시사하였다. 

일차적으로 TPB 기본모형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들과 일관되게 행동통제력과 결정 간의 

경로가 포함된 TPB모형이 본 저소득층 자료와 보다 적합하며 전문가 도움추구 결정에 대한 설명력

(약 51%)도 연구모형에서 더 우수하였다. 이 모형의 경로분석을 통해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통제가 

의도에 기여하여 도움을 추구하고자 결정하는 것을 돕는 구도를 보여주었고 선행연구와 유사점과 차

이가 나타났다. 태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 선행연구(예: Armitage and Conner, 

2001; Schomerus et al., 2009)와 달리 주관적 규범이 추구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강하여 저소득

층이  도움추구에 대해 갖는 사회인지의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었고 주변인들의 시선과 사회적 규범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도움추구 결정에 대해 의도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여 선행연구(예: 

Davis et al., 2002)와 일관되게 의도가 결정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았다. 행동통제력은 추구의도에 대

해서는 정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부적인 영향력을 보여 외적 도움을 추구하면서 자기통제력을 중시하

는 인지가 도움을 추구하려 계획하는 의도에는 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정작 결정에는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행동통제력의 추구결정에 대한 부적인 직접효과가 크고 총효과가 미약하게 부

적이지만, 의도를 통한 정적인 간접효과가 유의하여 합리적 사고에 의한 의도가 작용하여 매개한다면 

행동통제력이 최종 결정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시사된다. 

저소득층의 디스트레스 수준과 가족지지, 그리고 도움을 자진 추구할 의사 경로를 포함한 확장모형

은 적합도로는 TPB 기본모형 보다 낮지만 이들의 상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또한 추구결정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약 80%) TPB 연구자들이 노력하는 바와 일관되게, 저소득

층의 도움추구 결정을 보다 통합적으로 볼 수 있게 돕는 모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장점을 살리고자 

선택된 확장모형의 분석에서 디스트레스와 가족지지가 전문가 도움추구를 촉진할 근거가 되는 것이 

시사되며, TPB 기본모형과 유사하게 의도와 의사 각각에 주관적 규범의 영향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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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였다. 행동통제력이 의도보다 추구의사에 보다 높게 관련되고, 의사를 통해 의도에 대해 정적인 

간접효과를 보인 것은 외적 도움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취약성을 보이게 되고 의존하게 되는 등 위협

이 될 수 있으므로 자율성과 자기통제력이 도움추구에 중요하고(Vogel et al., 2006; Wilson et al., 

2011), 이에 기인하여 도움을 추구하려는 결정을 늦추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비공식지지체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행동통제력의 의도나 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는 다른 

연구들과 일관되거나(예: 이재창·박미진, 2008; Schomerus et al, 2009) 다른 결과(예: 정민숙·고은교, 

2011; 박재은 외, 2013; Wilson et al., 2005; Kelly et al., 2011; Thomas et al., 2014)이다. 주제가 다

양하여 단일하게 평가하기 힘들지만, 행동통제력의 영향을 해석할 때 행동의 속성, 사회환경이나 발달

단계별로 개인의 자기효능이 강조되거나 또래집단이나 주변의 시선이 보다 의식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추구의사가 의도를 통해 결정에 대해 약하지만 정적인 간접효과를 보인 결과는 

통제력이 합리적인 사고에 의한 의도로 전환되면 결정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시사된다. 추구의사의 

이러한 기제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단계에 의한 전반적인 모형 검토를 볼 때 의도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행동통제력이나 추구의

사 보다 강한 결과가 기존 연구와 일관되거나(Davis et al., 2002) 상이하였다(Gibbons and Gerrard, 

1995; Hammer and Vogel, 2013). 따라서 저소득층이 디스트레스의 위험 및 전문가 도움의 필요를 인

식하고, 가족지지를 강화하여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통제를 통해 도움을 추구하려는 의도를 고양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2)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함의와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전문가 도움추구에 관련하는 인지행동 요인들의 연구에서 주요하게 활용되지만 저소득

층에 대해서는 고찰되지 않은 TPB를 적용하고 확장한 모형들을 검토함으로써 이들의 도움추구 과정

에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통제력 등 개인 및 사회적 인지들이 심리사회적 자원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도움의 추구결정에 관한 이 결과가 사회복지실천에 주는 함의를 제안해 보면, 우

선 저소득층이 디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외적 도움을 추구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이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인 인지행동 기제가 작동한다는 것이 시사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구성된 주체로서 갖는 양면 

즉 사회규범을 공유하면서도 전문가나 서비스에 대한 고유의 태도가 있고, 또 자율성과 자기통제력을 

갖고자 하므로 이를 존중하고 충족되도록 돕는 실천이 강조된다. 

둘째, TPB 모형의 일차 탐색은 여느 선행연구와 같이 저소득층의 도움추구 행동에도 TPB 모형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이 결과는 저소득층의 디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추진할 때 도움추구나 서비스 이용을 단일개념으로 단순화하기 보다는 사회복지사, 서비스, 

클라이언트 자기기능 등에 대한 태도, 규범, 통제력 등 적어도 세 요인들을 염두에 두어 클라이언트의 

구체적 믿음과 생각을 알아보고 다시 통합해 보는 사정(assessment)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함의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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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에서 고찰한 TPB 기본과 확장 두 모형 모두에서 주관적 규범이 의도에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점은 저소득층 클라이언트와 그 지인들이 전문가 도움에 대해 갖는 담론과 나

름의 규범이 전문가 도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즉 단순하

게 정량화된 욕구나 만족도 조사를 벗어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디스트레스와 전문가 도움에 대한 신념

과 규범, 저소득층 이용자들의 사회인지와의 관계 등 직·간접 영향을 파악하여 개인과 환경 양측의 변

화를 꾀하며 전문가 도움추구의 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 참여자의 디스트레스와 가족지지가 전문가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와 행동통제력에 상

대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클라이언트 개인의 디스트레스 경험과 가족의 영향력

이 외적 도움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행동통제력 뿐 아니라 도움추구를 거부하는 태도와 개인의 의지

에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함의한다. 따라서 디스트레스와 개인의 의지, 가족환경이 개인의 도움추

구를 위한 인지행동에 갖는 파장을 고려하여 세심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실천가

의 신속한 사정과 사례의 처리를 우선시하기보다 심도있게 탐문하며 그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에 민감

하게 개입할 것이 요구된다. 이는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인 클라이언트 존중과 자기결정 등이 실천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의 실천지혜이자 기법이 될 것이다. 

다섯째, 두 모형을 통해 저소득층의 도움추구 결정을 위해 추구의도 경로가 우세하게 나타난 결과

는 저소득층이 전문가 도움추구를 결정하는 일이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자진해 쉽게 이루어지기보다

는 가족과 사회의 영향 하에 그리고 개인 나름의 합리적 판단과 계획에 의한 의도적 행위라는 것을 

함의한다. 이 점은 의도적 돕는 행위로서 사회복지실천의 맥락에서 전문가 도움추구가 사회복지사의 

의도가 아니라 인지행동의 주체로서 클라이언트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결정, 서비스 이용 등 여러 행

동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이는 강점관점 실천을 지지하는 경험적 토대가 된다. 

여섯째, 행동통제력이 의도에는 정적이고 추구결정에는 부적으로 상이한 방향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도움 추구가 외적 의존으로 고려되지 않도록 자기통제력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행동통제력이 보이는 양가적 결과는 클라이언트의 의존과 자율성 간 

균형의 이슈를 제기하여 사회복지사의 개입법에 주는 함의가 크다. 행동통제력의 작용을 전체 관계구

조와 연관지어 보면, 디스트레스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도움추구를 거부할 때 단순히 치료의 거부로 

인지하기 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자존과 통제력이 보존되도록 지지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대안적 접근

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실천에서 고충인 소위 ‘비자발적’ 클라이언트 경우에도 자기기능이 

존중을 받으며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효능을 발휘하면서 통제감이 체험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진 추구의사가 의도로 전환되는 기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도 추후 

필요하다. 

끝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한 광역시의 임대아파트 및 저

소득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요 참여자로 편의표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이루어졌

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전문가 도움추구에 

소극적이고 만족수준이 낮은 경향을 고려할 때(이선혜, 2002; 김동배·안인경, 2007) 그리고 일반인의 

도움추구 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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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본 연구참여자들이 거주하는 경상지역의 환경특성도 전문가 도움추구에 영향을 줄 수 있으

므로 계층의 비교와 함께 지역 차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횡단으로 수집된 

자료에 기초하므로 저소득층의 도움추구에 관련되는 인지행동 과정에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논하

는 데 한계가 있고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시간 맥락에 따라 인지행

동 과정의 인과관계 파악이 추후 기대된다. 셋째, 문헌검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소득층의 도움추구

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가운데 이 연구의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는 직접효과를 중심으로 고찰되었

고 간접효과는 행동통제, 추구의사와 의도 및 결정에 한정되어 고찰되었다. 따라서 TPB 기본 및 확장 

모형들의 변수들 간의 다양한 형태의 간접효과와 저변의 인과관계들은 간과된 경향이다. 이는 추후 

경험적 연구들이 좀 더 누적된 이후 고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포함한 디스트레

스와 가족지지 변수만으로 저소득층 성인들의 특수성을 오롯이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의 도움추구에 고유한 인지행동 요인들을 밝힐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

구는 주제와 일관되게 개인의 인지행동을 중심으로 한 변화에 초점이 두어졌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

러한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지행동이 전달체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체계의 변화와 관련되

는지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행동통제력이 의도 및 결정과 갖는 양가적 작용은 본 연구에

서 클라이언트의 자발적 의지에 기초한 해석 외에 변수의 개념화와 측정도구 등 다른 원인도 가능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석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지와 같은 개념의 변수를 사용하여 인과관

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질적 자료를 보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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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Structure of Personal and Social 

Cognitive Factors Affecting Professional Help-seeking Decisions for 

Distress among People in Low-income

Park, Sunyoung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structure among personal and social 

cognitive factors contributing to professional help-seeking decisions to relieve 

distress of those in low-income, then suggested an appropriate model to inform 

knowledge for better social work practice. Using data of a purposive sampling 

from 331 low-income people, covariance structural analyses were conducted in 

two stages of model exploration, one for TPB model and another for its extended 

model  including the level of distress, family support, and willingness. As results, 

in the path analyses with the observed variables of the basic components of the 

TPB, subjective norm showed the strongest effect on the intention, following by 

attitudes towards help-seeking, then behavioral control the least; in turn both the 

intention, positively, and behavioral control, negatively, contributed to 

help-seeking decisions. In the second stage of the path analyses with the 

extended model of the TPB, each of distress and family support demonstrated 

direct positive effect on each of attitudes, subjective norm, and behavioral control; 

each of the attitudes, subjective norm, and behavioral control showed positive 

effect on both intention and willingness; in turn, while intention showed strong 

positive effect on help-seeking decisions, willingness had no significant effect and 

behavioral control had negative effect on decisions. There were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f behavioral control on intention through willingness and of willingness 

on decisions through intention.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TPB model is 

useful for modeling help-seeking decisions through personal and social 

cognitions, especially the significance of subjective norm implied the importance 

of social cognition for the people in low-income with distress. Further, it was 

implied that the extended model needs to address particularity of those people in 

low-income and the mechanism shown by behavioral control and willingness 

implied the importance of practicing respect for the client’s autonomy and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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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elf-support in social work practice.  

Key words: distress, people in low-income, professional help-seeking, 

help-seeking decisions, theory of planned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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