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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기  보(Psychobiographical Information)가 

신질환자에 한 태도변화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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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정신질 에 한 태도변 에 어 심리전 적 정보가 가지는 과  알아보  한 것 었

다.  해 학생 30  심리전 적 정보  제공  집단과 정신병리적 정보  제공  집단에 무  정

하 다. 실험 참가 들  처치 정보  제공  전에 알코  독  사 에 한  5 가량 들었고, 태도변

에 한 측정치는 감도, 신뢰도, 사 적 거리감 었다. 연 결과 집단 간에는 사 적 거리감에 만 미 는 차

가 었다. 집단내에 는 정신병리적 정보 집단  경우 감도에 만 미 는 변 가 었  것과 조적

 심리전 적 제공 집단에 는 감도, 신뢰도, 사 적 거리감  미 는 변 가 나타났다. 러한 결과는 정

신질 에 한 태도변 에 심리전 적 접근  과적  수  경험적  했다는 점에  가 다.

주제어 : 심리전 , 태도변 , 정신질 , 정신병리, 사 적 거리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sychobiographical information on the 

attitude change toward mentally ill people. For this, 30 college stud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group 

that received a psychobiographical information(PBI) and the other group a psycho-pathological information(PPI). 

Measures of attitude change were favorability, reliability, and social distance. The resul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only in social distance between the two groups. Within each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favorability only in the psycho-pathological information group, and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the 

favorability, reliability and social distance in the psychobiographical information group. These result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have empirically confirmed that a psychobiographical approach can be effective in 

changing attitudes toward mentally ill people.

Key Words : Psychobiography, Attitude Change, Mentally Ill People, Psychopathology, Social Distance

Received 2 January 2017, Revised 1 February 2017

Accepted 20 February 2017, Published 28 February 2017

Corresponding Author: ChongNak Son

(Dept. of Psych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jrson@jbn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ISSN: 1738-1916



심리전 적 정보(Psychobiographical Information)가 정신질 에 한 태도변 에 미치는 과

452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Feb; 15(2): 451-457

1. 

정신질환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나 행동

과 같은 특성 자체보다는 사회가 부여한 부정 인 이미

지, 념, 편견으로 인해 고통 받곤 한다. 정신질환자에

한 사회 인식은 체로 부정 이고 회피 인데[1],

부정 인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별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정

신 장애인에 한 차별행동은 그들의 사회 계망 형성을

방해하게 되고, 부정 평가나 낙인으로 인해 무력감, 수

치심, 자존감 하를 겪어 결국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지

못하고 부 응을 경험하게 된다[2, 3]. 정신질환자에 한

사회로부터의 부정 인식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내재화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자신을 비정상 이고 가

치 없는 인간이라 여기게 만들어 사회 일원으로써 살

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4]. 따라서, 정신질환자가

한 치료를 받고 사회로 복귀하여 통합되기 해서는

치료장면 밖 사회로부터의 부정 인식이나 태도 변화가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에 해 가지고 있는 부정 인

인식 혹은 태도는 반복 인 만으로도 장애인에 한

막연한 두려움을 인다거나 사회 거리감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5, 6]. 특히, 정신질환자의 사회

낙인과 같은 부정 인식에 해 오랜 동안 연구해 온

Corrigan 등[7]은 장애인의 낙인을 감소시키는 방안

항의, 교육, 의세 가지 방법을제시하면서 가장 효과

인 것은 직 인 상호작용을 통한 이라고 했다.

그 지만, 이러한 을 통한 인식과 태도변화는 련

역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가 아닌 이상 제한 일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에게 가장

실 인 방법은 교육 혹은 공익 목 의 캠페인과 같은

방법을 통한 지식의 달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신질환에 한 부정 인 인식이 생기는 이유 하

나 한 그와 련한 지식 부족이라 할 수 있고[8], 실제

실증 인 연구들을 통해서도 정신질환에 한 교육을 통

해 정신질환 정신질환자에 한 태도가 정 으로

변화하는 등 태도변화에 효과 일 수 있음이 확인된바

있다[9, 10, 11].

정신장애 인을 포함해 한 인간에 한 태도가 변화하

기 해서는 인지 , 감정 차원의 근을 떠나 그 사람

에 해 보다 포 이고 실제 인 이해가 제될 때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태도는 인지 인 요소뿐만 아

니라 감정 요소 모두에 의해 향을 받게 된다[12, 13].

그런데, 정신질환자의 질환과 련하여 이루어지는 부

분 교육 혹은 근 가능한 정보들은 해당 장애와 련한

역학, 원인, 증상, 치료에 한 정보들이 부분이다. 이

러한 정보를 통한 근은 주로 정보 달혹은 지식 달

의 측면이 강하다는 에서 인지 측면에서의 태도 변

화 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에 한 태

도변화를 이끌어 내기 해서는 교육을 통한 인지

근 이외에 감정 인 측면까지 고려될 수 있는 근이 효

과 일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심리 기(psychobiography) 분야에서 명한Runyan[14]

은 모든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거나 이해될 수

있고, 서로 모순되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에서 사람을

한편의 시(詩)라고 언 한 바 있다. 특히 정신질환자와

같이 특수한 사람에 해 잘 알고 그사람에 해 가지고

있는 부정 인 태도를 변화시키기 해서는 정보 달과

같은 인지 수 만으로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서 다른 사람을 설득력 있게 알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심리 기(psychobiography)이며

[15], 심리 기 정보를 통해 한 사람의 삶 반에 해

다각 근을 할 수 있어 인지, 정서, 심리사회 이해와

그에 따른 태도변화도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심리 기는 간략하게 기(biography)에 공식 이고

체계 인 심리학(psychology) 이론을 활용한 것으로 정

의되는데, 최근에는 좀 더 확장된 정의로써 심리학 역

사 편찬 (historiographic)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사회 문

화 맥락에 따라 역사 으로 요한 인물의 생애를

집 으로 연구하는 것이며, 이미 잘 수립된 심리학 이

론들에 따라 해석하게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6]. 이러한 심리 기 방법론을 활용할 경우 정신질환

자의 정신질환의 생성과정에 미친 심리-사회 요인들

을 포 으로 이해할 수 있고, 특히 질환이 발생하기까

지의 고통까지도 이해될 수 있다는 에서 의미 있는 태

도변화가 가능할 듯 하다.

본 연구의 목 은 정신질환자에 한 태도변화에 있

어 심리 기 정보(psychobiographical information, 이

하 PBI)가 가지는 효과성을 탐색하기 함이며, 기존의

정신질환자 혹은 정신질환에 한 태도 태도변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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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에서 확인된 교육의 효용성을 보다 극 화 할 수 있

는 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를 해 정신질환자

련 심리 기 정보를 제공하는 집단과 그 장애인과

련해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나 서 을 통해 흔히 하게

되고 일부 교육과정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인 정신병

리 정보(psychopathological information, 이하 PPI)를

제공한 집단을 비교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2. 

2.1 참가

본 실험의 참가자는 지방소재 J 학교 학생 30명이었

다. 이 15명씩 각집단에 무선 배정하 으며, 수집된 모

든 정보는 무기명으로 하 다.

2.2 실험절차

실험 과정에서 모든 참가자는 우선 알코올 독자와

련한 사 자극 정보를 동일하게 제공받음으로써 정신

질환자에 한 일정한 부정 인상을 형성했다. 그 이후

사 평가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해 어떤 인상을 형성했

는지에 해 확인했다. 각 집단 참가자는 사 평가가 끝

난 이후 집단별로 심리 기 정보와 정신병리 정보를

각각 제공 받았다. 그 이후 태도변화에 한 사후평가에

앞서 알코올 독자가 치료과정을 통해 변화된 측면에

한 정보(사후자극)를 참가자들 모두에게 제공했다. 사

후자극을 제공한 이유는 부분의 사람들이 만나게 될

정신질환자들은 증상이 일정부분 호 된 상태에 있을 가

능성이 높다는 을 포함해 일반 인 상호작용

상황을 제하기 함이었다. 사후자극까지 제공되고 난

이후 사후평가를 실시했다. 사 자극, 실험처치, 사후자

극에 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사 자극: 특정인물(알코올 독자)의 문제행동과 그

로 인한 피해사례에 한 정보를 리젠테이션을 이용해

두 집단 모두에 약 4분가량 제공했다.

실험처치: 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를 약 5분가량

정독하는 것이다. PBI 집단에는 알코올 독자의 심리

기 정보가 제공되었는데, 심리 기 정보 내용에는

그 사람의 출생 이 의 가정내 배경(조부모와 부모의 사

회경제 특성), 부모의 결혼 과정과 결혼 이후 상호작용

방식, 부모와의 계 특성과 형제들과의 계 등 성장

기 양육환경, 학령기의 응과 련된 문제, 성인 기부

터 결혼이 까지의 생활 결혼생활, 최근의 생활 겪

곤 하는 문제 특성들까지가 포함되어 있다. 알코올 독

자의 삶 반을 살펴볼 수 있게 하며, 알코올 독에 이

르기까지의 삶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돕는 정보들로 이루

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제공한 정신질환자 사례 련 심

리 기 정보의 경우 연구자가 실제 만났던 사례와 정

신병리 련 교재에 기술된 내용들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PPI 집단 참가자들은 알코올 독 련 정신병리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알코올 독에이르는 원인, 역

학, 증상양상 등에 한 정보로써 일반인도 인터넷 등에

서 쉽게 근할 수 있는 정보들로 구성했다.

심리 기 정보와 정신병리 정보는 모두 A4용지

3/4 분량으로 비했고, 약 5분가량만 실험 참가자들에게

노출 다.

사후자극: 알코올 독자가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이

회복된 , 퇴원 이후 가족과의 계개선과 구직활동과

같은 사회 복귀를 한 노력에 몰두하고 있음을 리젠

테이션을이용해 약 4분가량 두 집단 참가자모두에게설

명해 주었다.

실험진행 집단 간에는 물론 동일한 집단 내 참가자

간에도 화를 비롯해 어떠한 정보도 교환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는 집단 간에 서로 제공 받은 정보가 달라 정

보를 나 경우 오염될 소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

의 태도나 표 들로부터 받을 수 있을 향을 사 에 방

지하기 함이었다.

3. 변

독립변인은 정신질환자에 한 심리 기 정보인지

일반 인 정신병리 정보인지 하는 정보의 종류 다.

종속변인은 태도변화의 정도를 확인하기 한 호감도,

신뢰도, 사회 거리감이었다. 호감도는 양극형용사 체

크양식을 활용한 것으로 [불쾌한-유쾌한], [차가운-따뜻

한], [싫은-좋은]을 9 척도 수로 확인하는 것이었다.

수가 높을수록 호감도가 높다고 단했다. 신뢰도는

제시된 정신질환자 사례와 련하여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해 7 척도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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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했다. 사회 거리감에 한 측정은 제공된 사례 주

인공을 카페와 같은 일반 인 사회 공간에서 하는

상황을 가정해 주고 ‘ 만나고 싶지 않다(0)’에서부터

‘한 자리에서 편안하게 화할 수 있을 것 같다(6)’에 이

르기까지 7 척도 수를 통해 알아보았다.

한편, 서로다른 정보를 제공 받은 참가자들의 내 변

화를 확인하기 해 종속변인을 통한 측정 외에 심리

기 정보나 정신병리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떠올랐던

생각이나 느낌 등에 해 자유롭게 기술해보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있었던 참가자의 심리상태를 비롯해 참가자

의 이 경험이 태도변화에 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임

을 확인하기 해 이에 한 기술도 요청했다.

4. 결과

4.1 집단간 동질  검

집단간 태도변화 비교에 앞서 심리 기 정보 제공

집단과 정신병리 정보 제공 집단간 사 동질성 여부

를 측정하기 해 호감도, 신뢰도, 사회 거리감을 비교

하 다. 독립 t 검증(Independent T-test)을 실시해본 결

과,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PBI 집단과 PPI

집단 간에 호감도, 신뢰도, 사회 거리감 모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비교 동질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Table 1>).

PBI(n=15) PPI(n=15)
t

M(SD) M(SD)

Favorability 13.06(3.01) 14.73(3.49) -1.399

Reliability 2.33(1.11) 2.67(0.97) -.872

Social Distance 3.93(1.38) 3.53(1.24) .831

Note. PBI: psychobiographical information,

PPI: psychopathological Information

<Table 1> Homogeneity Test of PBI group and 

PPI group

4.2 정보  차 가 가져 는 정신질 에 한

태도변

심리 기 정보 제공이 흔히 할 수 있는 정신질환

자 련 정보를 제공 받은 것과 태도변화에 있어 차이가

있을지에 해 알아본 비교 검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 결과 호감도와 신뢰도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

가 없었던 반면, 사회 거리감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확

인할 수 있었다(t(28)=3.049, p<.01).

PBI(n=15) PPI(n=15)
t

M(SD) M(SD)

Favorability 16.73(2.93) 15.60(2.77) 1.086

Reliability 3.20(1.01) 2.87(0.91) .945

Social Distanc 5.07(.96) 3.67(1.49) 3.049**

**p<.01

<Table 2> Attitude Change Difference between 

PBI group and PPI group

4.3 심리전 적 정보가 정신질  태도변 에

미치는 과

심리 기 정보의 효과가 일반 인 정신병리 정보만

을 제공 받았을 때보다 정신질환자에 한 태도변화에

보다 많은 향을 끼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Group
Pre(n=15) Post(n=15)

t
M(SD) M(SD)

Favorability
PBI 13.06(3.01) 16.73(2.93) -4.132**

PPI 14.73(3.49) 15.60(2.77) -2.578*

Reliability
PBI 2.33(1.11) 3.20(1.01) -2.303*

PPI 2.67(0.97) 2.87(0.91) -1.146

Social Distance
PBI 3.93(1.38) 5.07(.96) -4.795**

PPI 3.53(1.24) 3.67(1.49) -.564

*p<.05, **p<.01

<Table 3> Attitude Change 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 within each group

<Table 3>의 분석결과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일반

인 정신병리 정보만을 제공 받아도(PPI 집단) 호감도

측면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14)=-2.578, p<.05). 그 지만 신뢰도와 사회 거리감

측면에서는 일반 인 정신병리 정보 제공만으로 의미 있

는 향을 끼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심리

기 정보를 제공 받은 집단(PBI 집단)에서는 호감도

(t(14)=-4.132, p<.01), 신뢰도(t(14)=-2.303, p<.05), 사회

거리감(t(14)=-4.795, p<.01) 모두에서 의미 있는 변화

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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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신질환자 혹은 정신질환에

한 태도변화를 해 기존 연구들에서 확인된 교육의

효용성을 보다 극 화 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고자 했

다. 이를 해 정신질환자 련 심리 기 정보를 제공

하는 집단과 정신병리 정보를 제공한 집단을 비교함으

로써 기존의 교육 방식을 통한 정신질환자에 한 태도

태도변화보다는 심리 기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보

다 효과 일 수 있음을 경험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 받은 집단에서의 태도 변화 차

이를 확인한 결과 호감도와 신뢰도 측면에서는 의미 있

는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고, 사회 거리감 측면에서만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는 정신질환자가 사회 상황 속

에 살아감에 있어 들과 만나고 하며 상호작용을

하며 지내기 해서는, 특히 그 개개인들이 속해 있는 집

단 내 구성원들로부터는 그 사람에 해 좀 더 진솔하고

구체 인 삶 반에 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집단 내 변화를 확인해 본 결과 정신병리 정보만으

로도 호감도, 신뢰도, 사회 거리감 모두 변화가 있기는

하나, 호감도에서만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이는 정신

질환자의 정신질환과 련한 원인, 역학, 증상 양상에

한 정보만으로도 부정 으로 인식이 감소하여 호감도가

정 인 쪽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 다. 반면, 정보

제공을 통한 인지 측면의 근만으로는 그 사람이 하

는 말이나 행동에 해 더 믿게 된다거나 사회 장면에

서 가까이하고자 하는 내 태도까지 변화하기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식교육만으로는 정신질환에 해

편견을 일부 감소시키기는 해도 사회 거리감을 여주

기는 어렵다는 선행 연구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17].

심리 기 정보를 제공 받은 집단 내에서는 정보를

제공받기 이 에 비해 호감도, 신뢰도, 사회 거리감 모

두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확인되어 상당히 고무 이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삶 반에 한 이해 재 문제가

되고 있는 행동들의 형성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부정

인식이 감소하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다 신뢰

하게 되며, 비교 가까운 거리에서 그 사람과 상호작용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서로 다른 정보가 실험 참가자들의 태도변화에 미쳤

을 질 차이에 해 알아본 결과 일반 인 정신병리

정보만을 제공 받았다고 해도 정신질환의 원인에 한

이해를 포함한 인지 측면에서의 이해와 그에 따른 부

정 인상의 감소는 있었고, 이것이 호감도 증가로 나타

난 듯 했다. 그 지만 ‘그사람의 행동이 이해되지는 않는

다!’는 의견과 함께 ‘처음과 크게 달라진 이 없다!’는 보

고가 많았다. 심리 기 정보를 제공 받은 집단에서는

정신병리 정보 집단과는 달리 ‘얼마나 힘들었을까?’와

같은 정서 공감과 이해를 제로 한 보고가 상 으

로 많았다. 정신질환자의 알코올 문제로 인한 문제 행동

에 해 불쾌한 느낌이 감소되고 그러한 행동이 이해되

어 도와주고 싶다는 이타심(利他心)을 보고함으로써 행

동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내 동기의 증가까지

에 띄었다. 이러한 결과는 태도 변화가 단순히 인지 요

소뿐만이 아니라 감정 요소 모두에 향을 받는다고

했던 Hajjat[12]의 견해와 일치하는 듯 했다.

본 연구 결과에 기 해서 볼 때, 정신질환자가 일정한

치료 후에 사회로 복귀하여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주변 사람들 특히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집단 구성원

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해서는 흔히 할 수 있는 정

신병리 련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개인이 살아 온

삶 반에 해 알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것은 아마도 Schultz[15]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 사

람의 삶 반에 해 다양한 발견을 하고 그러고자 노력

할 때 효과 인 이해가 가능한 것이고, 그럴 때에야 비로

소 그 사람에 한 내 태도가 변화될 수 있음을 확인시

켜주는 것 같다.

본 연구는 부분의 일반 들이 미디어나 사회

장면들에서 하게 되는 정신질환자 혹은 정신질환에

한 부정 인식이나 태도를 변화시킴에 있어 심리 기

근이 효과 일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경험 으로 확

인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즉, 연구결과는 어도 정

신질환자의 가정내 구성원들을 비롯해 직장, 학교, 자조

모임을 포함한 사회 공동체 등 그 사람이 속해 살아가

는 장면들 속 구성원들에게 그 정신질환자가 살아온 삶

과 그 삶 속에서의 고난을 포함한 반 인 이해의 노력

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정신질환자와 련된

문직 종사자나 련 기 구성원들의 경우 보다 효과상

호작용 치료 도움을 주기 해 정신질환자에 한

심리 기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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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 앞으로의 연구를 한 제

언을 하자면, 연구에서 제공된 사 자극과 사후자극이

부정 정 으로 편향된 측면이 강했다는 이다. 물

론 임상 장에서는 사례로 제시된 정신질환자와 같은

인물을 만나는 일이 어렵지 않으나, 일반 이 하는

경우는 다소 제한 일 수 있다. 지나친 부정 정 편

향을 고려해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사례를 활용

한 연구를 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 한 실

험참가자가 학생이라는 인구통계학 특성이 가지는

일반화의 문제도 있어 보 다. 심리 기 정보가 가지

는 효용성이 확인된 만큼 추후에는 이러한 정보를 확인

하고 임상 장면에 극 활용할 수 있는 실용 인 방법들

이 모색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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