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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접촉이론에 근거하여 정신장애인과의 다양한 접촉경험을 통한 친숙함이 두려움을 감소시

키고, 돕고자 하는 의향을 증가시켜 차별을 의미 있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전국에

서 표집된 성인 922명을 대상으로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중독의 모의 사례 중 1사례를 무작위로 제

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제시된 해당사례에 대한 친숙함이 두려움(경로 1)과 도움의향(경로 2)을 

매개로 차별에 대한 예측력을 Baron과 Kenny의 분석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조현병의 

경우, 경로 1과 경로 2 모두 지지되어 조현병 사례에 대한 친숙함은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도움의향을 

증가시켜 차별을 의미 있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의 경우, 경로 2만 지지되어 우울증 

사례에 대한 친숙함은 도움의향을 증가시켜 차별을 의미 있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알

코올중독의 경우 친숙함이 차별을 의미 있게 예측하지 못해 정서의 매개효과 뿐만 아니라 직접 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정신장애 유형별로 반낙인 전략이 달라져

야 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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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정신보건의 궁극적 목적인 회복(recovery)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신장애인에 한 사회

적 편견과 차별의 극복이 중요하다. 정신장애인에 한 사회적 수용이 전제되어야 그들이 지역사회에 

심리적, 사회적으로 통합하여 만족스런 삶을 위하게 되고, 다양한 사회적 기회와 활동을 통해 주체

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재훈·서미경, 2011). 그러나 어느 사회나 정신장애인에 한 편견과 

차별은 존재한다. 과거에 비해 정신장애의 원인과 경과에 한 과학적 이해가 증가하고, 사회적 소수

자로서 그들의 권리에 한 인식이 향상되었음에도 여전히 그들을 두려워하고, 가급적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는 지속되고 있다(박근우·서미경, 2012a; Lauber et al., 2004; Corrigan et al., 

2007). 즉, 중은 시설 내 정신장애인의 권리에 해서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들의 인권이 보

장되어야 하고 충분히 치료받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직접 관련이 될 수 있는 정신장

애인의 운전면허, 결혼, 양육, 취업 등에 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서미경 외, 2008) 그들의 사

회적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 회복에 필수적인 사회적 기회와 경험의 제한은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만

족도와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편견의 내면화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감소시켜 이중불

행을 경험하도록 한다(Corrigan and Watson, 2002).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묻지마 살인사건’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두되고 있

다. 일부 매체들이 이러한 사건들이 조현병 환자들에 의한 범죄라고 보도하면서 정신장애인에 한 

중의 두려움과 불안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두려움은 정신장애인의 강제치료를 옹호하고, 

그들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인권침해를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이다(Corrigan et al., 

2003).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에 한 두려움과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와 도움의향

과 같은 긍정적 반응을 증가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 또한 중요하다. 긍정적 반응의 증가는 정신장애

인에게 다양한 사회적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반낙인 

전략이다(Corrigan and Shapiro, 2010).

정신장애인에 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반낙인(anti-stigma) 노력은 매우 다양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WPA(World Psychiatric Association)는 1996년부터 ‘Open the Door’라는 국제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국에 보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낙인극복을 위한 교육, 저항, 접촉의 세 

가지 전략을 사용하여 조현병에 한 잘못된 이해와 믿음을 감소시키고 그들의 법적 권리보호를 목표

로 한다(WPA, 2014). NAMI(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 역시 ‘stigma buster’나 ‘IOOV(In 

Our Own Voice)’와 같은 특징적인 반낙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항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인에 한 반낙인 전략은 교육, 저항, 접촉을 들 수 있다(Corrigan and Ge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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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교육은 중에게 정신장애에 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저항은 정신장애에 한 잘

못된 편견과 차별에 항하는 것이다. 접촉은 정신장애(인)과의 직접, 간접 접촉경험을 통한 친숙함

(familiarity)의 증가로 그들에 한 정서를 변화시켜 차별을 감소시키는 전략이다. 세 가지 전략 모두 

나름 로 의미 있는 반낙인 전략이지만, 저항은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에 향을 미치려 한다는 반발

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은 정보제공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지만 행

동의 변화까지 기 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접촉은 장기간 효과가 지속되고 친숙함을 통

하여 정서와 행동의 변화까지 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Corrigan and O’Shaughnessy, 2007; 

Overton and Medina, 2008).  

기존의 연구들(Link and Cullen, 1986; Angermeyer and Matschinger, 1996; Corrigan et al., 

2001a; Vezzoli et al., 2001; Angermeyer et al., 2004a; Angermeyer et al., 2004b; Couture and 

Penn, 2006; Anagnostopoulos and Hanzti, 2011)에 의하면 접촉경험을 통한 친숙함은 예외 없이 정신

장애인에 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긍정적 정서를 증가시켜 편견과 차별을 의미 있게 감소시키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들마다 접촉경험을 측정하는 도구는 다르지만 부분 ‘정신장애’ 혹은 

‘정신질환’이라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하여 그들과의 다양한 상호작용 경험이 편견과 정서 그리고 차별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그러나 이처럼 포괄적 용어를 사용할 경우 조사 상자가 어떤 행동적 

특성에 해 응답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 상의 정신장애가 과일반화되는 경향이 

있다(Jorm and Griffiths, 2008). 이는 편견이 적은 특정 정신장애 유형이 편견이 큰 유형에 덮이는 담

요효과(blanket effect)가 발생하여 편견과 차별이 과장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Mann and 

Himelein, 2004).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연구들(Martin et al., 2000; Mann and Himelein, 2004; 

Angermeyer and Matschinger, 2005; Jorm and Griffiths, 2008)이 전형적인 정신장애 사례들을 제시

하여 유형별 편견, 정서, 차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접촉경험이 차별에 미치는 

향력 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 을 때(Penn et al., 1994; Alexander and Link, 2003; Lauber 

et al., 2004; Phelan and Basow, 2007) 정신장애 유형에 따라 접촉으로 인한 친숙함의 반낙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처럼 유형별로 나누는 방법을 활용한 연구자들은 유형구분 없는 포괄적 용어 사

용이 모든 정신장애인에 한 반응이 동일하다는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

은 정신장애 유형에 따라 친숙함, 정서, 편견과 차별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므로 유형별로 상이한 반낙

인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정신장애(인)에 한 편견과 차별에 관한 국내연구는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연구들이 정신장애나 정신질환이라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편견의 담요효과

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부 연구들(김재훈·서미경, 2011; 박근우·서미경, 2012a; 박근우·서미

경, 2012b)이 사례를 통해 정신장애 유형별 편견과 차별을 비교 분석하여 만성 조현병과 우울증에 

한 편견과 차별이 알코올중독이나 반사회적 인격장애, 약물중독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 용어를 사용하든, 사례를 제시하든 부분 국내 연구들은 정신장애인에 한 편

견과 차별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는 것에 초점이 있을 뿐, 반낙인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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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을 상으로 정신장애인이 진행하는 소비자주도 교육프로그램 참여가 편견과 차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한 연구(이민화·서미경, 2015)와 접촉경험을 통한 친숙함이 사회적 거리감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서미경 외, 2010)가 있을 뿐이다. 전자는 직접적 접촉경험을 제공하여 

그 효과를 분석한 전향적(prospective) 연구이고, 후자는 상자의 이전의 접촉경험이 편견을 거쳐 차

별을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분석한 후향적(retrospective) 연구이다. 전향적 연구는 정신장애인에 한 

편견과 차별이 가장 낮은 학생을 상으로 하 다는 한계가 있고, 후향적 연구 역시 정신장애라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하여 상자가 어떤 증상이나 행동적 특성에 반응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부정적 반응과 태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정신장애인에게 다양한 

사회적 기회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 반응의 향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후향적 연구를 발전시켜 전형적인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중독의 모의사

례를 제시하고, 각 사례에 하여 이전 접촉경험으로 형성된 친숙함이 그들에 한 부정적 반응인 두

려움과 긍정적 반응인 도움의향을 매개하여 차별에 미치는 예측력을 분석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는 각 유형별 사례에 한 친숙함이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돕고자 하는 의향을 증가시켜 차별을 의미 

있게 감소시킬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 다. 

2. 문헌연구

1) 접촉의 반낙인 효과에 관한 이론

집단 간의 접촉(contact)이 서로에 한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전제는 Allport(1954)의 접촉

이론에 근거한다. 그의 접촉이론에 의하면 집단 간의 접촉은 상 집단에 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위협, 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줄어들게 하고, 공감을 증가시켜 서로에 한 긍정적인 태도를 향상시킨

다. Allport의 원가설에서는 접촉이 편견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려면 동등한 지위, 집단 간의 협력, 공

동의 목표, 권위자의 지지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Pettigrew, 2008 재인용). 그러나 정신장애

인과의 접촉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을 고찰한 Couture와 Penn(2003)에 의하면, 위의 전제가 성립되지 

않아도 접촉의 효과는 일어난다 하 다. 나아가 직접적 접촉이 아닌 간접 접촉만으로도 정서의 변화

를 통해 편견과 차별이 감소할 수 있으며, 더욱이 접촉을 통한 긍정적 태도 변화는 일반화되는 특성

이 있어 유사한 다른 집단으로 확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 다(Pettigrew, 2008). 

Jones 외(1984, Link and Cullen, 1986 재인용)는 접촉이론을 낙인 받는 집단과 낙인을 찍는 집단에 

적용하여 이론적 가설을 생성하 다. 즉, 집단 간 초기접촉은 해당집단에 한 사회적 통념에 따라 접

촉을 예상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낙인 받는 집단과의 접촉을 가급적 피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일단 접촉이 이루어지면 상호피드백(mutual feedback)에 의해 새로운 기 를 

형성하고 그 기 에 의해 또 다른 접촉기회를 가질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Link and 

Cullen, 1986). 접촉은 인지와 정서 모두에 향을 미쳐 서로에 한 차별과 배척행동을 감소시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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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보다는 정서에 더 큰 향력을 가진다. 즉, 접촉을 통해 상  집단에 한 인지의 변화보다는 그

들에 한 두려움, 불안, 공감 등의 정서 변화가 다시 접촉하는 행동에 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Pettigrew, 2008). 그러나 Couture와 Penn(2003)은 기존의 접촉에 관한 연구들이 태도가 접촉에 

향을 줄 수 있음을 간과하 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부분의 연구들이 접촉이 태도를 예측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 애초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접촉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

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하여 Pettigrew(2008)는 접촉과 편견이 상호예측력을 가지지만 

접촉이 편견을 예측하는 힘이 편견이 접촉을 예측하는 힘보다 강하고, 장기적 추적연구에서 살펴보면, 

‘접촉→편견’의 경로가 더 의미 있는 예측력을 가진다고 하 다. 

2) 정신장애인과의 접촉에 관한 선행연구

접촉이론을 정신장애인에 적용하면, 정신장애인과의 접촉경험이 없는 경우 문화적, 사회적 고정관

념이나 편견에 의해 그들을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여 접촉을 회피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형태

로든 정신장애인과 접촉이 이루어지면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기 를 가지고 다른 접촉을 시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접촉한 정신장애인 이외에 다른 유형의 정

신장애에도 확  적용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Link and Cullen, 1986; Couture and Penn, 2006).

정신장애인과의 접촉경험을 통한 친숙함의 반낙인 효과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

다. 하나는 직접 정신장애인과의 접촉경험을 제공하고 나타나는 변화를 실험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분

석한 연구들(Rusch et al., 2008; Pittman et al., 2010; Bizub and Davidson, 2011; Clement et al., 

2012)이다. 부분 접촉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정서, 편견, 차별

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비교한 것으로 전향적 연구라 한다. 각 연구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의 내

용과 구성은 모두 다르지만 부분 예외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접촉이든, 일단 접촉이 이루어지면 긍정

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친숙함의 반낙인 효과를 다룬 또 다른 연구들은 후향적 연구이다. 이들은 과거 정신장애인과의 접

촉경험을 통한 친숙함이 정서, 편견, 차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 다. 후향적 연구

에서 중요한 것은 친숙함을 어떻게 측정하 는가 하는 문제이다. 많은 연구들(Corrigan et al., 2001a; 

Corrigan et al., 2001b; Phelan and Basow, 2007; Anagnostopoulos and Hanzti, 2011)이 Holmes 외

(1999)의 ‘Level of Contact Report’를 사용하 다. 원척도 그 로 사용하거나 조사 상자의 특성에 따

라 접촉상황을 더 추가하여 사용하 다. 이 척도를 활용한 연구들은 모든 접촉상황이 어느 정도의 친

숙함을 포함하고 있는지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합산점을 사용하거나, 혹은 가장 높은 친숙함을 보

이는 상황의 점수를 상자의 친숙함 점수로 보았다. 그러나 일부 다른 연구들(Angermeyer and 

Matschinger, 1996; Vezzoli et al, 2001; Alexander and Link, 2003; Angermeyer et al., 2004a)에서

는 연구자가 임의로 다양한 간접적, 직접적 접촉상황을 제시하여, 경험이 있는 상황의 점수를 합산하

거나 접촉상황별로 그 차이를 분석하 다. 

친숙함을 측정한 척도는 다르지만 부분의 후향적 연구들은 친숙함이 중의 정서, 편견,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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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게 예측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방법 면에서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친숙함이

나 주요변수들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정신장애’ 혹은 ‘정신질환’이라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한 연구들이 

있다. 학생을 상으로‘Level of Contact Report’를 사용하여 측정한 친숙함이 권위주의와 동정심을 

매개로 차별을 예측하거나(Corrigan et al., 2001b), 위험성에 한 인식을 낮추어 두려움과 사회적 거

리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Corrigan et al., 2001a). 학생을 상으로 동일한 척도를 사용

한 또 다른 연구(Anagnostopoulos and Hanzti, 2011)에서도 친숙할수록 정신장애인을 더 많이 보호하

고자 하고, 편견적 신념이 낮아 결과적으로 사회적 거리감이 저하된다고 하 다. 일반 중을 상으

로 정신과 환자와 만나거나 이야기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 을 때(Vezzoli et al., 2001) 역시 경험

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해 더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고, 일자리를 주지 않으려 하며, 환자의 거

주지를 병원이나 시설로 한정시키는 경향이 더 높았다. 이러한 친숙함은 정신장애인과의 관계의 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관계가 접할수록 낙인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고(Couture and Penn, 2006), 이

러한 긍정적 변화는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무관하게 나타난다(Link and Cullen, 1986).

후향적 연구의 두 번째 유형은 정신장애나 정신질환이라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전형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해당사례에 한 친숙함, 정서, 편견, 차별 등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다. 먼저 조

현병과 우울증 사례를 제시하 을 때 친숙함이 위험성 인식과 두려움을 감소시켜, 사회적 거리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Alexander and Link, 2003; Angermeyer et al., 2004a). 그러나 조현병과 달

리 우울증의 경우 친숙함이 두려움으로 가는 경로는 의미 있는 예측력을 가지지 못하 다

(Angermeyer et al., 2004a). Lauber 외(2004)의 연구에서도 조현병과 우울증 모두 친숙함이 사회적 

거리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현병의 경우 우울증에 비해 친숙함의 예측력이 더 높았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것은 장애에 한 지식을 많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결과는 조현병에 한 친숙함은 사회적 거리감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증상에 한 정보는 

많을수록 오히려 두려움이 증가되어 거리감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Penn et al., 1994). 

우울증과 알코올중독 사례를 제시하고 친숙함과 진단을 라벨(label)1)하는 것이 위험성 인식과 사회적 

관용(social tolerance)에 미치는 향을 비교한 연구(Phelan and Basow, 2007)가 있다. 여기서는 두 

사례 모두 친숙함이 사회적 관용에 의미 있는 예측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울증의 

경우 친숙함이 위험성 인식을 미약하나마 예측하 지만, 알코올중독에서는 의미 있는 예측력을 가지

지 않았다. 오히려 상자를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공감정도가 사회적 관용에 유의한 예측력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의 두 번째 유형으로 정신장애인과의 접촉경험으로 인한 친숙함이 부정적 

반응인 두려움과 긍정적 반응인 도움의향을 매개로 차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두려움은 

정신장애인에 한 중의 가장 보편적인 반응이다. 중은 정신장애인이 예측하기 어렵고 위험하다 

인식하여 두려움을 갖게 되고 이것이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Martin et al,, 

1) 라벨(Label)은 보통 낙인이라 해석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stigma를 낙인이라 해석한다. 이러한 
혼돈을 피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어발음 그 로 라벨이라 하 다. 이는 특정 행동적 특성에 정
신질환 혹은 정신장애 진단을 붙이는 것을 의미한다(박근우ㆍ서미경, 20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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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Angermeyer and Matschinger, 2005; Phelan and Basow, 2007). 그러나 Corrigan과 

Shapiro(2010)는 반낙인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부정적 정서보다 긍정적 반응을 증가시키는 것에 초

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 다. 그들은 친사회적으로 지지하고, 이해하며, 돕고자 하는 반응이 정신장애

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이것이 반낙인의 궁극적 목적인 정신장애인의 심리적, 사회적 

통합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하 다. 

친숙함의 반낙인(anti-stigma) 효과에 관한 국내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전향적 연구로는 학생

을 상으로 90분간의 소비자주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효과성을 실험·통제집단의 사전·사후

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한 연구(이민화·서미경, 2015)가 있다. 그 결과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

의 경우 사전·사후검사에서 편견의 모든 하위요인(무능, 회복불능, 위험성)과 차별의 모든 하위요인

(관계지양, 권리박탈)의 점수가 의미 있게 낮아졌다. 정서면에서는 분노는 낮아졌으나 동정심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해 동정은 정신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인

식하는 것이므로 긍정적 정서라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 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정신장애인에 한 편

견과 차별이 상 적으로 가장 낮은 20 의 학생(서미경 외, 2008)을 상으로 하여 결과를 일반화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후향적 연구로는 서미경 외(2010)가 성인 2,100명을 상으로 정신장애에 

한 친숙함이 편견을 매개로 차별을 의미 있게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검증한 연구가 있다. 여기서는 

정신장애인을 접촉할 수 있는 7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의 경험여부를 질문한 뒤, 모든 경험의 

친숙함 가중치 점수를 합산하여 활용하 다. 연구결과 친숙함은 편견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 차별행

동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정신질환’이라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하여 응답자가 어떤 장애 혹

은 어떤 행동적 특성에 반응한 것인지 알 수 없어 편견의 담요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반낙인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반응과 인식에만 초점을 두고 있

어 친사회적 반응의 향력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조사 상은 전국에서 표집된 성인 922명이다. 표집방법은 지역표본추출방법, 비례층화표본추출법, 

할당표본추출법을 혼합하여 사용하 다. 즉 전체 표집 목표를 1,000명으로 정하고, 먼저 서울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군 단위 이하의 지역인구비례에 따라 각 지역단위별로 사례수를 할당하 다. 그리

고 해당지역의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집인원을 산출하 고, 남녀의 비율은 동등하게 하여 지역별, 

연령별, 성별 목표 표집인원을 최종 산출하 다. 상자 선정은 연구목적을 잘 알고 있는 연구조사자

를 통해 지역별, 연령별, 성별에 따른 최종 산출인원을 편의표집 하 고, 설문지는 연구조사자가 직접 

배부하여 수거하거나 우편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는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시행되었다.

상자의 성별은 남성 503명(54.6%), 여성 419명(45.4%)이다. 연령은 20  170명(18.4%), 30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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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22.6%), 40  235명(25.5%), 50  169명(18.3%), 60  이상 140명(15.2%)이다. 거주 지역은 특별·

광역시 426명(46.2%), 중소도시 408명(44.3%), 군 단위 이하 88명(9.5%)이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이하 졸업 16명(1.7%), 중학교 졸업 25명(2.7%), 고등학교 졸업 277명(30.0%), 학교 졸업 534명

(57.9%), 학원 이상 70명(7.6%)이다. 

조사 상자들에게는 전형적인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중독의 모의사례(vignettes)가 무작위로 제시

되었다. 조현병 사례에 응답한 사람은 311명(33.7%), 우울증 사례에 응답한 사람도 311명(33.7%), 알

코올중독 사례에 응답한 사람은 300명(32.5%)이다. 사례가 무작위로 배정되었음을 검증하기 위해 사

례유형과 성별(x²=.06 p=.97), 연령(x²=2.89 p=.94), 거주지역(x²=1.18 p=.88), 교육수준(x²=.08 

p=.93)을 chi-square 검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비교적 무작위로 

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만성 정신장애의 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중독 모의사

례를 활용하 다. 이 사례는 기존의 연구들(김재훈·서미경, 2011; 박근우·서미경, 2012a; 서미경·이민

규, 2013)에서 활용되었던 사례이다. 모든 사례는 20  후반에서 30  초반의 남자로 통일시켰고 진단

은 제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이 사회적 차별을 예측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차별이 심한 상황을 

설정하기 위해 모의사례를 남성으로 제시하 다. 즉, 여성보다 남성이 정신장애를 보일 경우 중은 

그의 사회적 지위를 더 가치절하하고, 저하된 사회적 기능을 더 심각한 문제로 보며,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Schnittker, 2000). 또한 진단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사례가 보이는 행동적 특성보

다 진단에 의해 더 많은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들(Angermeyer et al., 2004a; 

Angermeyer et al., 2004b)에서도 동일 사례라 하여도 진단(label)을 제시할 경우 진단에 한 편견이 

가중되어 사례의 행동적 특성에 한 반응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변수들(친숙함, 두려움, 도움의향, 사회적 차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 다, 

첫째, 친숙함은 해당 사례와 같은 사람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여 각 경험에 가중치를 부

여한 점수를 합산하 다. 이를 위해 먼저 중이 정신장애인을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각 

경험 유무를 질문하 다. 여기에는 ‘나는 xx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에서 ‘xx와 같은 사람을 전혀 

본 적이 없다’까지 16가지 상황이 포함되었다. 상황은 서미경 외(2010)와 이민화와 서미경(2015)이 사

용한 접촉상황에 일부 문항을 추가하 다. 각 경험의 친숙함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

는데, 가중치는 정신보건전문가 40명을 상으로 각 경험이 어느 정도 정신장애에 한 친숙함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으로 평정하여 각 경험의 평

균점수를 산출하 다. 각 접촉상황의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경험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경험의 

합산점수를 사용하 다(부록 참고). 이렇게 가중치를 부여한 이유는 각 경험이 정신장애에 한 친숙

함을 제공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전제하 기 때문이다. Corrigan 외(2001a), Angermeyer 외(2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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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경 외(2010)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활용하 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은 .722이다. 

둘째, 정신장애에 한 정서적 반응은 Crespo 외(2008)가 개발한 Attribution Questionnaire(AQ-27)

의 하위요인 중 두려움과 도움의향을 사용하 다. 두려움은 해당사례와 같은 사람을 보면 두렵고, 무

섭고 겁이 난다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움의향은 해당사례와 같은 사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

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내용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AQ-27에는 분노, 강요, 회피, 격

리, 동정 등 다양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에 한 중의 가장 보

편적 반응인 두려움과 유일한 긍정적 반응인 도움의향만을 사용하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두려움이 크고, 도움의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두려움의 Cronbach’s α값은 .916이고 도움의향의 Cronbach’s α값은 .796이다.  

셋째, 정신장애인에 한 사회적 차별을 측정하기 위해 서미경 외(2008)가 사용한 차별행동 척도를 

활용하 다. 이 척도는 정신장애인과의 물리적, 심리적으로 가까이 지내지 않겠다는 관계지양요인과 

운전이나 자녀양육, 선거 등의 정신장애인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권리박탈요인으로 구성된 총 

13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평가하고, 점수가 높을수

록 차별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s α값은 .892이다.       

3)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은 ‘정신장애인과의 접촉경험으로 인한 친숙함이 그들에 한 두려움을 완화시켜 차

별을 의미 있게 감소시키고(경로 1), 돕고자 하는 의향을 높여 차별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경로 

2)’로 설정하 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친숙함

두려움

차별행동

도움의향

경로1

경로2

<그림 1>  연구모형

친숙함(예측요인: P)이 차별행동(결과변인: O)을 예측하는 과정에 두려움과 도움의향(매개변인: 

M)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4단계 접근법을 활용하 다. 각 단계를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단계, 예측변인이 결과변인에 의미 있는 예측력을 가져야 한다. 2 단계, 예측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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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잠재적 매개변인(potential mediator)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3 단계, 잠

재적 매개변인이 결과변인과 의미 있는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4 단계, 예측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회귀분석 했을 때 결과변인에 한 예측변인의 예측력이 감소되거나(부분매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아야(완전매개)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유형별 친숙함이 두려움을 매

개로 차별행동을 예측하는 경로(경로 1)와 친숙함이 도움의향을 매개로 차별행동을 예측하는 경로(경

로 2)를 4단계 접근법으로 분석하 다. 또한 매개변인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 다. 

이외에도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각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하 다. 그리고 장애유형에 

따른 주요 변수와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 다.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집단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 다.  

4. 연구결과

1) 장애유형별 주요변수의 차이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중독 장애유형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를 보면 <표 1>과 같다. 접촉경험을 

통한 친숙함은 우울증(14.60±11.38)과 알코올중독(14.51±9.63)이 조현병(10.81±8.71)보다 의미 있게 더 

높았다.

장애유형에 한 정서적 반응을 보면, 먼저 두려움은 알코올중독이 3.32(±0.97)로 가장 높았고, 다

음이 조현병 2.91(±0.94), 우울증 2.55(±0.91) 순으로 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 다. 

도움의향은 두 집단에 비해 우울증(3.65±0.64)이 의미 있게 높았고 조현병(3.36±0.68)과 알코올중독

(3.35±0.68)은 상 적으로 낮았다. 흥미로운 것은 조현병의 경우 두려움은 알코올중독에 비해 낮으면

서도, 도움의향은 알코올중독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즉, 알코올중독에 비해 두렵지는 않아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차별행동 중 관계지양 면에서는 알코올중독(3.44±0.66)이 가장 높고, 다음이 조현병(3.23±0.74), 우

울증(2.91±0.7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 다. 권리제한은 

알코올중독(2.91±0.62)과 조현병(2.82±0.73)이 비슷한 수준이고 우울증(2.55±0.69)이 이들 두 집단보다 

의미 있게 낮았다. 차별의 전체 점수는 알코올중독(3.20±0.58)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조현병 

3.05(±0.66), 우울증(2.75±0.64)순이었고 이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역시 흥미롭다.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자 하는 관계지양의 경우 알코올중독에 비해 조현병 사례가 

의미 있게 낮았으나 선거권, 자녀양육권, 운전 등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권리제한 면에서는 알

코올중독과 비슷한 수준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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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장애유형 F값(p)

(Sceffe 

사후검증)
조현병 
사례(a)

우울증 
사례(b)

알코올중독 
사례(c)

친숙함
10.81

(±8.71)

14.60

(±11.38)

14.51

(±9.63)

14.50(.000)

(b,c>a)

정서

두려움
2.91

(±0.94)

2.55

(±0.91)

3.32

(±0.97)

50.71(.000)

(c>a>b)

도움의향
3.36

(±0.68)

3.65

(±0.64)

3.35

(±0.68)

20.30(.000)

(b>a,c)

차별

관계지양
3.23

(±0.74)

2.91

(±0.72)

3.44

(±0.66)

42.04(.000)

(c>a>b)

권리제한
2.82

(±0.73)

2.55

(±0.69)

2.91

(±0.62)

22.68(.000)

(a,c>b)

차별전체
3.05

(±0.66)

2.75

(±0.64)

3.20

(±0.58)

40.10(.000)

(c>a>b)

<표 1>  장애유형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

2) 장애유형별 두려움과 도움의향을 매개로 친숙함의 차별에 대한 예측력 분석 

(1) 조현병 사례

조현병 사례와의 친숙함이 두려움과 도움의향을 매개로 차별에 한 예측력을 분석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다. 먼저 친숙함은 차별에 의미 있는 예측력(β= 

-.136)을 가진다. 또한 친숙함은 두려움에 부적 향(β= -.166)을 미쳐 친숙할수록 두려움이 줄어든다. 

잠재적 매개변인인 두려움 또한 차별에 의미 있는 향력(β= .377)을 가져 두려울수록 차별행동은 

심해진다.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친숙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투입하여 회귀분석 한 결과 

친숙함은 더 이상 차별에 의미 있는 예측력을 가지지 않으며, 매개변인인 두려움만이 차별에 의미 있

는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려움이 친숙함과 차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함을 의미한

다. 즉, 친숙할수록 두려움이 적어지고 이것이 차별을 감소시키는 것이다(경로 1). 두려움의 매개효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z=-2.77)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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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변인
(P)

매개
변인
(M)

경로

결과변인(O) : 차별
Sobel’s

ZB SE β
R²

(Adj R²)
F

친숙함 
수준

두려움

P→O -.010 .004 -.136
.019

(.015)
5.85*

-2.77**

P→M -.018 .006 -.166
.028

(.024)
8.76**

M→O .265 .037 .377
.142

(.140)
51.34***

P,M→O

P -.006 .004
-.076

(p=.156) .148

(.143)
26.76***

M .256 .037
.365

(p=.000)

도움
의향

P→O -.010 .004 .136
.019

(.015)
5.85*

-4.37***

P→M .022 .004 .277
.077

(.074)
25.65***

M→O -.368 .051 -.378
.143

(.140)
51.51***

P,M

→O

P -.003 .004
-.034

(p=.532) .144

(.138)
25.90***

M -.359 .053
-.369

(p=.000)

*p<.05 **p<.01 ***p<.001

<표 2>  조 병 사례와의 친숙함이 정서를 매개로 차별에 미치는 향

도움의향을 잠재적 매개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친숙함이 도움의향에 의미 있는 향(β= .277)을 미

친다. 또한 도움의향 역시 차별에 부적 향(β= -.378)을 미쳐, 돕고자 하는 의향이 높을수록 차별행

동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도움의향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친숙함과 도움의향을 함께 투입하

여 회귀분석 한 결과 친숙함은 차별에 해 의미 있는 예측력을 가지지 않고 도움의향 만이 차별을 

의미 있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도움의향 역시 친숙함과 차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즉, 친숙할수록 돕고자 하는 의향이 증가하고 이것이 차별행동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경로 2). 도움의향의 매개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z=-4.37)하다.     

(2) 우울증 사례

우울증 사례와의 접촉경험을 통한 친숙함이 두려움과 도움의향을 매개로 차별에 한 예측력을 분

석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다. 먼저 우울증 사례에 한 친숙함

은 차별에 의미 있는 예측력(β= -.116)을 가진다. 그러나 친숙함이 두려움에 의미 있는 향력을 가

지지 않는다. 따라서 Baron과 Kenny의 2단계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두려움이 친숙함과 차별행동과

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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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변인
(P)

매개
변인
(M)

경로

결과변인(O) : 차별
Sobel’s

ZB SE β
R²

(Adj R²)
F

친숙함 
수준

두려움

P→O -.006 .003 -.116
.013

(.010)
4.18*

-

P→M -.002 .005 -.026
.001

(-.003)
.204

M→O .349 .035 .495
.245

(.242)
100.09***

P,M→O

P -.006 .003
-.103

(p=.037) .255

(.250)
52.78***

M .347 .035
.492

(p=.000)

도움
의향

P→O -.006 .003 -.116
.013

(.010)
4.18*

-2.99**

P→M .009 .003 .167
.028

(.025)
8.89**

M→O -.284 .055 -.284
.080

(.077)
27.03***

P,M

→O

P -.004 .003
-.070

(p=.206) .085

(.079)
14.35***

M -.272 .055
-.272

(p=.000)

*p<.05 **p<.01 ***p<.001

<표 3>  우울증 사례와의 친숙함이 정서를 매개로 차별에 미치는 향

우울증 사례에서 도움의향의 매개효과를 분석해 보면, 친숙함이 도움의향에 의미 있는 향력(β= 

.167)을 가져 친숙할수록 돕고자 하는 의향이 높아진다. 잠재적 매개변인이 도움의향 역시 차별행동에 

의미 있는 향력(β= -.284)을 가져 돕고자 하는 의향이 높을수록 차별행동은 감소된다.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친숙함과 도움의향을 동시에 투여하여 회귀분석 한 결과 친숙함은 더 이상 차별행동을 

의미 있게 예측하지 못하고 도움의향 만이 의미 있는 예측력을 가진다. 따라서 도움의향은 우울증 사

례에 한 친숙함과 차별행동의 관계를 완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즉, 우울증 사례에 친숙할수록 돕

고자 하는 의향이 증가하고 그로인해 차별행동이 감소된다는 것이다(경로 2). 우울증 사례에서 도움

의향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z=-2.99)한 것이다. 

(3) 알코올중독 사례

알코올중독 사례와의 접촉경험을 통한 친숙함이 두려움과 도움의향을 매개로 차별에 한 예측력

을 분석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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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변인
(P)

매개
변인
(M)

경로

결과변인(O) : 차별

B SE β
R²

(Adj R²)
F

친숙함 
수준

두려움

P→O -.005 .003 -.075
.006

(.002)
1.69

P→M .007 .006 .070
.005

(.002)
1.49

M→O .217 .032 .364
.133

(.130)
45.59***

P,M→O

P -.006 .003
-.101

(p=.061) .143

(.137)
24.76***

M .222 .032
.371

(p=.000)

도움
의향

P→O -.005 .003 -.075
.006

(.002)
1.69

P→M .014 .004 .201
.040

(.037)
12.53***

M→O -.293 .047 -.343
.118

(.115)
39.71***

P,M

→O

P .000 .003
-.006

(p=.908) .118

(.112)
19.80***

M -.292 .048
-.342

(p=.000)

*p<.05 **p<.01 ***p<.001

<표 4>  알코올 독 사례와의 친숙함이 정서를 매개로 차별에 미치는 향

알코올중독 사례와의 접촉경험을 통한 친숙함이 차별행동에 한 의미 있는 예측력을 가지지 못해 

Baron과 Kenny의 1단계의 전제를 만족하지 못하 다. 즉, 친숙함이 차별행동을 직접 예측하지 못하

므로 두려움(경로 1)과 도움의향(경로 2)의 매개효과를 분석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알코올중독에 한 

친숙함은 차별에 한 직접적 예측력도 정서를 매개로 한 간접적 예측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중독 사례에 한 친숙함은 차별행동을 의미 있게 예측하지 못할 뿐 아니라 두려움에도 의

미 있는 향력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도움의향과는 관련성(β= .201)을 가져 알코올중독에 한 친

숙함이 돕고자 하는 의향만을 증가시켰다. 

5. 논의

본 연구는 접촉이론에 근거하여 정신장애인과의 접촉경험을 통한 친숙함이 정신장애인에 한 두

려움과 돕고자 하는 의향을 매개로 차별을 의미 있게 예측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

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반낙인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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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국의 성인 922명을 지역표본, 비례층화표본, 할당표본 방법을 활용하여 추출한 뒤 그들에게 조현

병, 우울증, 알코올중독 사례를 무작위로 제시하 다. 그리고 해당사례와 같은 사람과의 접촉경험, 그

들에 한 두려움, 도움의향과 차별행동을 측정하 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장애유형별 주요변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친숙함은 조현병이 우울증과 알코올중독에 비해 의미 있게 낮았다. 이는 조현병의 평생 유병률이 

0.2%로 우울증 6.7%와 알코올중독 0.9%에 비해 현저히 낮아(보건복지부, 2015) 이환된 장애인의 수

가 적을 뿐 아니라, 조현병의 특성 상 사회적 관계가 제한되고, 사회적 기능이 저하되어 접촉할 확률

이 상 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정서측면에서 두려움은 알코올중독, 조현병, 우울증의 순으로 

높았고 도움의향은 우울증이 가장 높고, 조현병과 알코올중독은 상 적으로 낮았다. 차별행동의 하위

요인 중 관계지양은 알코올중독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조현병, 우울증 순이었다. 그러나 권리제한에서

는 조현병과 알코올중독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고, 우울증이 상 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장애유형별로 정리하면, 조현병의 경우 일관성 없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두려움은 

알코올중독에 비해 낮지만 도움의향은 알코올중독과 유사한 수준이다. 차별의 하위 역 역시 관계지

양의 경우 조현병이 알코올중독에 비해 낮지만 권리제한 면에서는 알코올중독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결과적으로 알코올중독과 비교해볼 때 중은 조현병에 해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양

가적으로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알코올중독은 부정적 정서와 차별이 일관성 있게 나타난

데 반해 우울증은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상 적으로 긍정적 정서와 행동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기

존의 연구들(김재훈·서미경, 2011; 박근우·서미경, 2012a; Martin et al., 2000; Schnittker, 2000; Jorm 

and Griffiths, 2008)에서도 알코올중독에 한 부정적 정서와 태도가 가장 높고, 우울증이 상 적으로 

낮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조현병에 해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이중적 태도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가설 중 첫 번째 경로인 친숙함이 두려움을 매개로 차별을 예측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조현병의 경우 두려움이 친숙함과 차별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현병에 친숙할수록 두려움이 줄어들고, 그로인해 차별이 감소하

다. 그러나 우울증의 경우 친숙함이 차별에는 의미 있는 예측력을 가지지만 두려움을 예측하지 못

해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ngermeyer 외(2004a)에서 조현병과 달리 우울

증의 경우 친숙함이 두려움에 의미 있는 향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우울증의 경우 두려움이 현저히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알코올중독의 경우 다른 두 장애

유형과 달리 친숙함이 차별에 의미 있는 예측력을 가지지 못해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분석할 수 없었

다. 알코올중독의 사례를 포함한 연구들이 상 적으로 제한적이어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Phelan과 

Basow(2007)의 연구에서도 알코올중독의 경우 친숙함이 위험성 인식과 사회적 관용에 의미 있는 

향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 다. 이는 장애유형을 분리하지 않고, 포괄적 용어를 사용하여 정신장애

(혹은 정신질환)에 한 친숙함이 차별행동에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들과는 차이가 있다. 

두 번째 경로인 친숙함이 긍정적 반응인 도움의향을 매개로 차별을 예측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분석을 하 다. 그 결과 조현병과 우울증은 도움의향이 친숙함과 차별의 관계를 완

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현병과 우울증의 경우 친숙할수록 돕고자하는 의향이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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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차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숙함이 돕고자하는 의향을 높이고

(Angermeyer and Matschinger, 1996; Marques et al., 2011; Sousa et al., 2012), 문제를 이해하고 함

께 해결하고자 하는 공감(empathy)에 긍정적 향을 주어 사회적 거리감을 줄인다는 결과들(Couture 

and Penn, 2006; Pettigrew, 2008)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알코올중독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친숙함

이 차별을 의미 있게 예측하지 못하므로 매개효과를 분석할 수 없었다. 알코올중독만이 예외적으로 

친숙함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해 연구자들은 중이 알코올중독을 접촉하게 되는 상황이 주로 

폭력이나 음주운전, 소란 등 주변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해석하 다. 중요한 것은 알코올

중독의 경우 정신장애 유형 중 부정적인 정서, 편견, 차별이 가장 높음에도(박근우·서미경, 2012a; 박

근우·서미경, 2012b) 불구하고 친숙함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정신장애 유형과 

차별적인 반낙인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포괄적 용어를 사용할 때와 달리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중독

으로 정신장애 유형을 나눌 경우 모든 유형에서 접촉이론이 지지되는 것이 아니었다. 정신장애 유형

별로 보면, 조현병의 경우 실제 접촉할 기회가 적어 친숙함은 낮은 편이지만, 접촉경험을 통해 친숙함

이 생기면 두려움이 감소되고 도움의향이 증가되어 차별이 의미 있게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조현병

의 경우 접촉이론이 지지됨을 알 수 있다. 우울증의 경우 조현병에 비해 접촉기회가 많아 비교적 친

숙하고 이러한 친숙함이 도움의향을 높여 차별행동을 의미 있게 감소시켰다. 그러나 두려움은 친숙함

과 차별행동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았다. 이는 친숙함이 두려움에 의미 있는 예측력을 가지지 못한 결

과인데, 다른 유형에 비해 우울증의 경우 두려움이 현저히 낮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우

울증의 경우 접촉이론이 부분적으로 지지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조현병과 우울증의 경우 접촉

경험이 많든 적든 간에 일단 접촉을 통해 친숙함이 생길 경우 긍정적인 반낙인 효과를 기 할 수 있

다. 그러나 알코올중독의 경우 우울증만큼이나 접촉기회가 많지만 이러한 친숙함이 차별행동을 의미 

있게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접촉이론의 예외적 상황으로 친숙함이 모든 정신장애 

유형에서 반낙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포

괄적 용어를 사용하여 낙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담요효과가 나타나듯이, 반낙인의 측면에서도 또 다

른 형태의 담요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특정 유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를 다른 

유형으로 과일반화하여 지나치게 낙관적 기 를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6.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표적인 만성정신장애인 조현병과 우울증의 경우 다양한 

접촉경험의 기회가 필요함을 주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접촉경험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직접 접

촉뿐 아니라 매스컴이나 관련 강연 혹은 책을 통한 간접 접촉경험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반드시 

직접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하더라도 지속적인 간접 접촉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연구들(서미경 외, 2008; 서미경, 2015: 251-257)에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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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던 것처럼 조현병과 우울증을 극복한 소비자가 직접 중을 상으로 교육하거나 그들의 회복경

험을 공익광고 형태로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조

현병의 경우 접촉의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고, 이들에 한 태도 역시 이중적이므로 건강하게 회복되

고 있는 소비자의 모습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다. NAMI의 IOOV나 WPA의 Open the 

Door 프로그램을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Compeer 프로그램2)과 같이 조현병과 우울증 환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중의 ‘친구되기’ 프로그램 등

을 기획하여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접촉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신보건실천현장에서는 

소비자주도 반낙인 프로그램에 정신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신장애인이 자기낙인을 극복하고, 프로그램의 진행자나 구성원으로 혹은 교육자로 활동할 수 있도

록 돕는 정신보건전문가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알코올중독의 경우 접촉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친숙함이 두려움과 차별을 변화시키지 

못하므로 이들에 한 반낙인 접근은 다른 방식으로 기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인의 정신건강

이해력을 분석한 연구(서미경·이민규, 2013)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현병이나 우울증에 비해 

알코올중독의 원인을 개인의 의지력부족이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여기는 경향이 높다. 즉, 스스로 통

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력이나 생활습관의 문제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코올중독을 이

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알코올중독이 다른 정신장애와 마찬가지로 치료와 관심이 필요한 질병임을 

교육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반낙인에 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인 국내에서 중을 상으로 접촉의 반낙인 효과가 

정신장애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검증하고, 이에 따라 차별적인 반낙인 전략의 필요성

을 주장하 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알코올중독에서 친숙함의 반낙인 효과가 나타

나지 않은 이유를 규명하지 못했다. 원인에 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알코올중독의 반낙인에 관한 

안적 가설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기 한다. 또한 친숙함을 측정

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개발된 측정도구가 없어 외국의 도구를 수정하여 활용하 다. 따라서 기존의 

도구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본인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접촉상황을 포함하 는데, 이것이 접촉경

험이라 할 수 있는지에 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포함하여 국내 상황에 적합한 

친숙함 측정도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Compeer 프로그램은 1973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지역주민과 장애인을 일 일로 매치하여 우정을 쌓
도록 하는 것이다. 즉, 아픈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정신
장애인과 친 한 관계(friendship, 우정)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Couture and Pen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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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Familiarity with Mental Illness on the Discrimination 
- Mediating Effect of Fear and Helping response -

Lee, Min Hwa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eo, Mi Kyu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hoi, Kyung Sook

(Daegu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mediator effect of fear and helping responses on 

relationship between familiarity and discrimination based on the contact theory. 

We presented typical vignettes of schizophrenia, depression and alcoholism to 922 

adults randomly. All respondents were asked for direct and indirect contact 

experiences with mental illness, fear and helping responses and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mental illness. Our findings suggest that contact theory was 

not supported in every types of mental disorders. In schizophrenia, fear and help 

were the full mediator between familiarity and discrimination. In depression, only 

helping response was the mediator between familiarity and discrimination. But in 

alcoholism, familiarity did not predict discrimination. Based on theses findings, 

we suggest various anti-stigma strategies depending on the types of mental 

disorders. 

Key words: anti-stigma strategy, contact theory, familiarity, fear, helping 

response,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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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no 정신장애(인)에 대한 경험 가중치

1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 5.24

2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 5.17

3 친구 중에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4.93

4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혹은 실습 등)을 한 경험이 있다. 4.73

5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4.15

6 우리 가족의 친구 중에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4.07

7 친척 중에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3.98

8
정신장애(인)을 표현하거나 그를 주인공으로 한 TV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3.9

9 텔레비전에서정신장애(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3.85

10
정신장애(인)을 표현하거나 그와 같은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3.83

11 정신장애(인)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다. 3.71

12 일하는 곳(아르바이트 포함)에서 정신장애인을 만난 경험이 있다. 3.51

13 텔레비전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익광고를 본 적이 있다. 3.41

14
동네이웃(옆집, 거주 아파트 내 등)중에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3.2

15
지나가다가(종교기관, 마트, 영화관 등 포함) 정신장애인을 만난 경험이 
있다.

2.68

16 정신장애(인)을 본 적이 없다. 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