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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최근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에 부합하여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인식을 포함

한 다양한 영향 요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탐색하고 그 상대적 설명력의 크기를 살펴보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충청권 소재 1개 대학교의 508명의 대학생이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응답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사용하여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심리적 불편감 

노출 및 상담에 대한 유용성기대는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연인 간의 비합리적 폭력인

식과 지각된 사회적지지, 상담에 대한 위험기대, 및 도움 요청 장애 요인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부적 관계로 

나타났다. 위 변인들의 총 설명량은 46.1% 으로 상담에 대한 유용성기대가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니고 위험기대와 

도움요청 장애요인이 그 다음으로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 연구 주제의 확장 

및 대학생의 전문적 도움 서비스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 제시를 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대학생, 데이트폭력인식, 심리적 불편감 노출, 지각된 사회적지지, 유용성기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relations between college students’ dating 

violence perception and professional help-seeking attitudes and other factors that affect 

professional help-seeking attitude and their effect size. 508 students from a college in 

Chungcheong region responed to self-report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by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2.0 program. As a resullt, 

self-disclosure and anticipated utility on self-disclosure had positively effect on professional 

help-seeking attitudes. In contrast, violence perception, perceived social support, risk on 

self-disclosure and barriers to seeking help had negative effect on professional help-seeking 

attitudes. The total effect size was 46.1%, and the effect size of anticipated utility on self-disclosure 

was the largest, followed by risk on self-disclosure and barriers to seeking help. This study 

contributed to the broading of dating violence research topics and provided the directions to the 

endavour to increase the use of professional services among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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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데이트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신체적 및 성적 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1] 우

리 사회에서 데이트폭력은 양적 증가뿐 아니라 연간 

100여건에 이르는 잔혹 범죄(살인 및 살인미수)로 이어

지는 등 질적으로도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어 사회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2]. 이러한 데이트폭력은 대학생 집단

에서도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생 대

상 연구들에서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 비율은 신체적 폭

력의 경우 12.5%에서 63%, 정서적 폭력은 59.6%에서 

93.4%, 성적 폭력의 경우 49.5%에서 50.8%로 조사되

었다[3,4].  

데이트폭력은 하나의 외상 사건으로 작용할 수 있으

며, 우울과 같은 정신적 문제와 대인관계 부적응과 같

은 사회적 기능 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5]. 대학생 시기는 발달 단계에 있어 이성 간 활동과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이를 통한 이성과의 

친밀감 획득의 발달 과제가 중요한 초기 성인기라고 볼 

때, 데이트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고 볼 

수 있어[6] 대학생 데이트폭력에 대한 구체적 연구와 

분석이 더욱 크게 강조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대학생들은 데

이트폭력과 관련하여 도움 추구에 그다지 긍정적인 편

이 아니다.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피해 사례와 이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탐색한 국내 연구[7]에서 피해 사

건을 경찰이나 가족과 같은 지지 자원에게 알리거나 도

움을 청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데

이트폭력이 연인 사이의 단순한 사랑 싸움이 아닌 개입

을 필요로 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적시에 제공되는 전문

적 도움은 문제의 악화 방지 및 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볼 때[8], 이러한 결과는 데이트폭력 도움 추구와 관련

된 요인들에 대한 탐색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때 

상담 등과 같은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대해 개인이 

갖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로 정의된다[9].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관련된 메타분석 연구 결과 부정적 태

도는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을 방해하는 가장 큰 변수로 

나타나[10] 도움 추구 태도는 도움 추구 주제 전반에 

있어 중요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은 발달 단계상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

하는 단계에 속해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심리적 독립 및 자율성 획득,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 등과 같은 다양한 발달 과

업의성취가 중요해지는 시기이므로 어느 때보다도 이

로 인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으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11]. 국내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12]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최근 3개월 간 

‘매우 자주’ 혹은 ‘자주’ 우울이나 무기력(25.83%), 불안

(25.33%), 외로움(23.22%), 분노(20.12%), 자살 생각

(4.31%), 자살 시도(3.36%) 등의 심리 상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의 13%~20% 정도는 상담

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

으로 보고되었다[13].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은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업 지속, 사회적 관계 실패 및 일상생활능

력의 저하 등의 문제뿐 아니라 약물 남용, 자살 행동 등

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12]. 특히 25세 이하

의 발달 단계에서 정신, 심리적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만성정신질환으

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13], 이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문제들과 관련하여 전문

적 도움에 대한 태도와 필요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신

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14]

그러나 심리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전문적 도움의 

필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상담과 같은 전

문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학생은 많지 않다[13]. 대학

생의 경우 교내 상담 기관이 갖는 긍정적 접근성(예: 전

반적 상담 서비스의 무료 제공, 교내에 위치한 편리성)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생의 활용 빈도는 

10~2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이러한 결과

는 대학생들의 도움 추구에 있어 환경적 접근성보다 심

리내적 요인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12]. 따라

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관련된 심리내적 요인들을 

다양하게 살펴보는 것은 대학생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

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 나아가 도움 추구와 관련된 

구체적 개입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적 도

움을 제공하는 서비스 인력 및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

고자 하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대한 초기 연구 방향은 성

별,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 수준 등과 같은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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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적 요인들에 주요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후

속 연구들에서는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있어 심리내

적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주요 주제가 되었

다[15]. 다수의 선행 연구들[14, 16]에서 자기은폐, 애

착유형, 우울, 자기낙인과 같은 심리내적 요인들이 전문

적 도움추구 태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Kushner와 Sher는 도움추구와 관련된 심리

적 변인들을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 및 실제적 

도움 추구 행동 경향성과 연관지어 접근 요인과 회피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17] 이는 여러 연구에서 탐색된 

심리내적 요인들이 전문적 도움추구를 예측하는 데 있

어 분류의 기준이 되었다[15].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2000년대 

초반 심리 상담 분야에서 시작되어 다양한 연구가 수행

되어왔지만, 비교적 적은 수의 연구가 대학생을 대상으

로 진행되었다[18]. 또한 다수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관련 연구에서 접근-회피 요인은 중요한 연구 주제였으

나[15], 일부 요인들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의 연관

성에 있어 혼재된 결과들을 보여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

하다. 예를 들어, 다수의 연구[8, 16]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도움 추구 태도간의 정적 연관성을 보여 주었으

나, 일부 연구[19]에서는 두 변수간의 관련성이 나타나

지 않았다. 상담에서 자기노출에 따른 유용성과 위험기

대에 있어서도 유용성기대는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된 반면[8, 

14, 20] 유용성 위험기대는 유용성기대보다 전문적 도

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더 작거나[8]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20]. 이에 

본 연구는 발달 단계 상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관련

된 연구의 필요성에 비해 학계에서 비교적 많이 연구되

지 않은 집단인 대학생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살펴

보고 이와 관련된 심리내적 요인들을 검증하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

은 정신적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어 전문적 도움과 같

은 개입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과 

전문적 도움 추구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

이다. 외국의 경우 대학생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도움 

추구 행동을 탐색하는 연구[21,22]가 수행되고는 있으

나 도움 추구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학계의 관심에 비

하면 수적인 면에서 제한적이며 구체적으로 도움 추구 

태도의 영향 요인을 주제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

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학계에서도 데이트폭력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어 오고 있다[2],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주로 폭력 환

경 노출, 폭력에 대한 태도, 개인심리적 특성, 성역할태

도, 음주 등과 같은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주는 조절변인과 매개변인의 검

증에 한정되어 있고[6] 데이트폭력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는 전무한 상황으로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 데이트폭력과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데이트폭력 관련 선행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심리내적 요인인 데이트

폭력 인식(폭력 정당화를 포함하는 연인 간 폭력에 대

한 비합리적 신념)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의 관계성

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도움 추구 태도 관련 선행 연

구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접근-회피 요인 중 일관된 결

과를 보이지 않았던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상담에서의 

자기노출에 따른 유용성과 위험기대 변인을 포함하였

으며, 심리내적 변인 중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심리적 

불편감 노출에 대한 정도와 도움 요청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에 대해 살펴봄으로써[14] 대학생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결정짓는데 영향을 미치는 심리내적 

요인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관련한 다양

한 심리내적 변인을 포함함으로써 대학생의 전문적 도

움추구 태도에 대한 이해를 보다 통합적으로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대학생 데이트폭

력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최초

의 연구로서 연구 주제의 확장이라는 학문적 의의를 갖

는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전문적 도움을 필요

로 하는 잠재적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긍

정적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

램 개발과 운영과 같은 실천적 개입에 유용한 기초자료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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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특성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데이트폭력 인식(비합리적 신념), 심리적 불편감 

노출, 지각된 사회적지지, 상담에서 자기노출에 따른 유

용성기대, 상담에서 자기노출에 따른 위험기대, 도움 요

청 장애요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데이트폭력 인식(비합리적 신념), 심리적 불편

감 노출, 지각된 사회적지지, 상담에서 자기노출에 따른 

유용성기대, 상담에서 자기노출에 따른 위험기대, 도움 

요청 장애요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충남 천안시 소재 B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이며, 연구의 목적을 설명을 한 후 충분

히 이해하고 연구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550부의 설문지를 B 대학교 내 

연구자 3명이 운영하는 교과목의 수강 학생들에게 배포

하였으며, 회수되지 못하거나 응답이 불충분한 42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508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일반적 특성과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종교, 학년, 전

공계열, 거주형태를 조사하였고,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

적 도움추구 태도 특성은 이성교제 경험, 성 경험,  피

임 교육 경험, 성폭력과 성희롱 교육 경험을 포함시켰

다. 

2.2.2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

할 때 상담, 심리치료, 정신과 치료 등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며[9], Fisher와 

Turner[23]가 개발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척도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 ATSPPH)를 장미경[24]

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29문항, 4개의 하위척도(도움에 대한 필요성 인식, 도

움을 받는 것에 대한 내인성, 대인관계에서의 개방성, 

전문가에 대한 신뢰)로 구성되었다.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추구태도가 더 긍정적임을 의미

한다. 장미경[2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82, 본 연구의 Cronbach α는 .835이었다.

2.2.3 데이트폭력 인식(비합리적 신념)

데이트폭력 인식은 데이트관계에 있는 연인이 상대

방의 폭력에 대한 비합리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곽진희

[25]가 개발한 1문항과 임채영 등[26]이 개발한 3문항 

총 4문항이며, 4점 likert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인식(비합리적 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곽

진희[2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 .775, 

임채영 등[26] 연구에서 Cronbach's α=.621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784이었다. 

2.2.4 심리적 불편감 노출 

심리적 불편감 노출은 자기노출에 따른 심리적 불편

감을 의미하며, Kahn과 Hessling[27]에 의해 개발된 

심리적 불편감 노출척도(Distress Disclosure Index; 

DDI)를 신연희[28]가 번역하여 사용한 척도로 측정하

였다. 자신의 사적인 불편감을 노출하는지 또는 은폐하

는지의 경향성을 측정하며, 총 12문항이다.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불편감을 느끼는 정

보를 노출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연희[2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78이었으며,  본 연

구의 Cronbach's α=.909로 나타났다.

2.2.5 지각된 사회적지지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에 대해 긍정적으

로 지각할수록 전문적 도움추구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

며,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전문적 도움추구에 긍정적

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Abbey 등[29]이 개

발하고 유성은, 권정혜[30]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척

도로 총 25문항,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유성은, 권정혜

[3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76, 본 연구

의 Cronbach's α=.967로 나타났다.

2.2.6 상담에서 자기노출에 대한 유용성기대와 위험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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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자기노출에 대한 유용성기대와 위험기대는 

상담자에게 자신의 정서적인 것과 연관된 경험들을 노

출하는 것에 대해 개인이 기대하는 결과이다[9], 유용성

기대는 개인이 자기를 노출함으로써 얻는 보상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지각하는 지를 의미하고, 위험기대는 개

인이 자기를 노출함으로써 얻는 위험에 대해 어떻게 지

각하는 지를 의미한다[14].  

Vogel과 Wester[9]가 개발한 노출 기대 척도

(Disclosure Expectations Scale; DES)를 신연희와 

안현의[8]가 사용한 총 8문항, 2가지 하위 요인으로 유

용성기대와 위험기대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유

용성기대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 사적인 정보를 상담자

에게 털어 놓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총 

4문항이며, 위험기대는 상담자에게 어떤 문제에 대한 

사적인 정보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

하는지를 묻는 총 4문항이다. 5점 likert 척도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자기노출에 따른 전문적 상담의 유용성

이 높고, 자기노출에 따른 전문적 상담의 위험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연희와 안현의[8]의 연구에서 신뢰

도는 유용성기대 Cronbach= .81, 위험기대 

Cronbach = .77이며, 본 연구에서는 유용성기대  

Cronbach's α=.875,  위험기대 Cronbach's α=.825

로 나타났다. 

2.2.7 도움요청 장애요인

전문적 상담 등 도움을 요청하는데 장애 요인을 확

인하기 위해 Kuhl, Jarkon-Horlik과 Morrissey[31]

가 개발한 청소년 도움요청 장애요인 척도(Barriers to 

Adolescents Seeking Help; BASH)를 강연미, 김희

수[32]가 사용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는 낙인, 도움 

대상에 대한 접근성, 비밀보장, 상담에 대한 괴리감, 소

외감, 자기해결성 등 총 1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4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요청 장애요

인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강연미, 김희수[32]

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 .819이며, 본 연구

의 Cronbach's α=.909로 나타났다.

2.3 자료수집  

자료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

도와 영향 요인에 대해  자가보고서식 설문지법을 이용

하여 수집하였다. 수집 기간은 2019년 12월 한달 동안

이며,  B대학교 내 교수자인 연구자가 직접 수업을 진

행하는 교과목의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의 비밀보장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설문지와 함께 서면동

의서를 발부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이며, 설문지 노출의 최소화를 위해 수업 후 대상

자 스스로 작성하게 하고 연구자가 직접 개별적으로 회

수하였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이성교제 및 성 

관련 교육 경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성 교제 및 성 관련 교육 경험 

특성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데이트폭력 인식, 심리적 불편감 노출, 지각된 사회

적지지, 상담에서 자기노출에 대한 유용성기대와 위험

기대, 도움요청 장애요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정도

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그에 따른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그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3

세 이상이 260명(51.2%), 성별은 여학생이 369명

(72.6%), 종교가 있는 경우가 216명(59.2%), 학년은 

3-4학년이 352명(69.3%), 학부계열은 보건‧공과계열이 

292명(57.5%), 거주형태는 기숙사나 자취생활이 308

명(60.6%)으로 많이 나타났다. 

데이트폭력관련 전문적 도움추구 관련 특성은 성경

험이 없는 경우가 337명(66.3%), 이성교제 경험이 있

는 경우가 412명(81.1%), 피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

는 경우가 439명(86.4%), 성폭력‧성희롱 교육 경험은 

있는 경우가 461명(90.7%)으로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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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Attitudes to Seeking Professional Help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508)

Characteristics Variables n (%)
professional help-seeking attitudes

Mean±SD t p

General

characteristics

Age (yr)
〈 23

≧23

248(48.8)

260(51.2)

2.73±.34

2..80±.35
-2.057 .040

Sex
Male

Female

139(27.4)

369(72.6)

2.73±.32

2.74±.35
-1.120 .263

Religion
Yes

No

318(62.6)

190(37.4)

2.82±.34

2.67±.33
4.569 .000

Grade
1-2 grade

3-4 grade

156(30.7)

352(69.3)

2.76±.33

2.77±.35
-.304 .761

Division

Health/engineering

Humanities/art & 

physical education

292(57.5)

216(42.5)

2.70±.34

2.85±.34
-4.570 .000

Living
Home

Dormitory/ trace

292(57.5)

308(60.6)

2.74±.35

2.77±.34
-1.093 .275

variables 

Related to 

dating Violence

Sexual experience
Yes

No

171(33.7)

337(66.3)

2.73±.36

2.78±.34
1.277 .202

heterosexual dating 

experience

Yes

No 

412(81.1)

96(18.9)

2.77±.35

2.76±.32
-.117 .907

Contraceptive education 

experience

Yes

No 

439(86.4)

69(13.6)

2.72±.35

2.81±.32
1.286 .199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buse education 

experience 

Yes

No 

461(90.7)

47(9.3)

2.76±.34

2.76±.36
-.100 .920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의 차이는 나이와 종교 유무, 학부계열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차이는 

나이가 23세 이상인 경우가 23세 이하인 경우 보다 높

았고(t= -2.057, p=.040), 종교 유무는 종교가 있는 경

우가 없는 경우보가 높았고(t= 4.569, p=.000), 학부계

열은 인문‧예체 계열이 보건‧공과계열보다 높게 나타났

다(t= -4.570, p=.000).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차이는 

성별, 학년, 주거형태, 성경험, 이성교제, 피임교육받은 

경험, 성폭력교육 받은 경험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3.2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정도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인 데이트폭력 인식, 심리적 불편감 노출, 지

각된 사회적지지, 상담에 대한 유용성과 위험기대, 도움

요청 장애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종속변수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평균은 2.76점(±.46, 4점 만점)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독립변수 중 데이트폭력 인식의 평균

은 1.31점(±.48, 4점 만점), 상담에 대한 위험기대의 

평균은 2.22점(±.89, 5점 만점), 도움요청 장애의 평균

은 2.21점(±.34, 4점 만점)으로 평균보다 낮았으며, 심

리적 불편감 노출 평균은 3.41점(±.84, 5점 만점), 지

각된 사회적지지의 평균은 4.02점(±.57, 5점 만점), 상

담에 대한 유용성의 평균은 3.38점(±.93, 5점 만점)으

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Table 2.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with dating 

violence      (N=508)

Factors Range M±SD

dating violence perception 1-4 1.31±.48

self-disclosure,        1-5 3.41±.84

perceived social support,      1-5 4.02±.57

utility  on self-disclosure 1-5 3.38±.93

risk on self-disclosure 1-5 2.22±.89

barriers to seeking help       1-4 2.21±.34

professional help-seeking attitudes     1-4 2.76±.36

3.3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영향 요인간의 상관 관계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인 데이트폭력 인식, 지각된 사회적지지, 상담

에서 자기노출에 따른 유용성기대와 위험기대, 도움요

청 장애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심리적 불

편감 노출(r=.325, p<.01), 지각된 사회적 지지(r=.239, 

p<.01), 상담에서 자기노출에 따른 유용성기대(r=.500, 

p<.01)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데이

트폭력인식(r=-.228, p<.01), 상담에서 자기노출에 따

른 위험기대(r=-.448, p<.01), 도움 요청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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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56, p<.01)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심리적 불편감 노출이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상담에서 자

기노출에 따른 유용성기대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인

식이 낮을수록, 상담에서 자기노출에 따른 위험기대가 

낮을수록, 도움 요청 장애요인이 낮을수록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영향 요인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Table 4와 같다.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데이트폭력 인식(비합리적 신념), 심리적 불편감 

노출, 지각된 사회적지지, 상담에서 자기노출에 따른 유

용성기대, 상담에서 자기노출에 따른 유용성기대와 위

험기대, 도움 요청 장애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산출된 회귀모형의 R2 =.461이

고 통계상 유의하게 나타났다(F=56.496, p=.000). 

Durbin-Watson값은 1.814로 독립변수들 간의 자기

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데이트폭력 인

식(β=-.084, p<.01), 지각된 사회적지지(β=-.047, 

p<.05)), 상담에 대한 유용성(β=.393, p<.001), 상담에 

대한 위험기대(β=-.218, p<.001), 도움요청 장애(β

=-.209-7, p<.001)로 나타났다. 즉 데이트폭력 관련 전

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데이트폭력 인식이 낮을수록, 지

각된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상담에 대한 위험기대가 

낮을수록, 도움 요청 장애가 적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상담에 대한 유용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불편

감 노출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대한 데이

트폭력 인식, 지각된 사회적지지, 상담에 대한 유용성과 

위험기대, 도움요청 장애의 설명력은 46.1%로 나타났

다(F=56.496, p <.00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Influencing Factors in Professional Help Seeking Attitudes

Variables
violence 

perception

self- 

disclosure

perceived 

social 

support

utility on 

self- 

disclosure

risk on self- 

disclosure

barriers to 

seeking help

professional 

help-seeking 

attitudes

violence perception 1

self-disclosure -.126** 1

perceived social support -.177** .414** 1

utility on self-disclosure .008 .291** .224** 1

risk on self-disclosure .195** -.226** -.254** -.231** 1

barriers to seeking help .193** -.255** -.246** -.303** .499** 1

professional 

help-seeking attitudes
-.228** .325** .239** .500** -.448** -.45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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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Factors affecting the professional help seeking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independent variable Ｂ S.E. β t p Tol VIF Ajd R2 F p

( Constant ) 3.290 .215 15.278 .000

.461 56.496  .000

violence perception -.076 .034 -.084 -2.237 .002 .800 1.250

self-disclosure .034 .021 .064 1.606 .032 .747 1.338

perceived social support -.037 .031 -.047 -1.199 .031 .672 1.489

utility on self-disclosure .191 .018 .393 10.364 .000 .287 1.240

risk on self-disclosure -.110 .021 -.218 -5.311 .000 .697 1.434

barriers to seeking help -.274 .055 -.209 -4.984 .000 .66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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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결론

대학생 시기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및 자율성 

획득, 진로의 결정 및 준비, 이성 간의 친밀한 관계형성 

등 다양한 발달 과제를 안고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발

달 과제는 개인에 따라 심각한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울, 불안 등

의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심

리적 어려움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상담 및 심리치료, 

정신과 치료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활용은 효율적이

고 적절한 문제해결, 적응력 향상, 또한 개인의 성숙에 

매우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대학생의 데

이트폭력 경험 사례의 만연성[3, 4]과 더불어 이에 대한 

전문적 도움 서비스의 소극적 활용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인식과 전문

적 도움추구와의 관계 및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심리적 불편감 노출, 지각된 

사회적지지, 상담에서의 자기노출에 따른 유용성기대 

및 위험기대, 도움요청 장애요인-을 통합적으로 탐색하

고 요인들 간의 상대적인 설명력의 크기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

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적 도

움추구 태도에 있어서는 연령, 종교의 유무, 전공계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나이

가 더 많을수록(23세 이상) 전문적 도움추구에 더 적극

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연숙, 이

은희, 이은주[33]의 연구나 조현주 외[34]의 연구와 같

은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차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기존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

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한 다양한 정신질

환에 대한 이해도 높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이것은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이 고학

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전문적 도움추구에 소극적인 저

학년을 대상으로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

성을 제기한다. 또한 종교가 있는 경우, 전문적 도움추

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종교를 일종의 사회망

으로 볼 때에 종교가 있는 대학생의 경우 종교 기관에 

대한 신뢰 및 종교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둘째로, 데이트폭력에 대한 비합리적 인식은 대학생

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데이트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고 정

당화하거나 부적절한 개념을 수용하는 대학생일수록 

전문적인 도움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대학생의 폭력 인식과 데

이트폭력 대처방식과의 관계를 살펴본 최연숙, 이은희, 

이은주[33]에서도 폭력인식이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방

식(문제중심 대처 및 사회적 지지추구)을 선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인식이 데이트폭력

에 대한 대처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시

사한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트폭력의 

예방 및 대처 관련 개입에 있어서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및 신화를 타파하

고 적절한 인식-즉 이것이 당사자 간의 사적인 문제의 

영역을 넘어선 일반적 사회적 범죄와 같은 엄연한 범죄

라는-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로, 심리적 불편감 노출(자기노출)과 전문적 도

움추구 태도의 관계는 심리적 불편감 노출에 개방적일

수록 전문적 도움추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 불편감 노출의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의 도움

추구행동과 자기개방성 및 자기은폐와의 관계를 탐색

한 박정언과 박은아[35]의 연구나 성인애착과 도움추구 

의도에서 자기노출, 자기은폐,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를 탐색한 임수진과 노안영[36]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

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임수진, 노안영[36]

의 연구에서 자기노출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간의 직

접적인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고 자기노출이 심리적 불

편감을 매개로 도움추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감안할 때, 심리적 불편감 노출에 대한 개

방성과 전문적 도움추구의 관계는 추후 더 탐색이 필요

한 주제로 보인다. 

넷째로, 본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전문

적 도움추구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며, 사회적 지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전문적 도움추구에 긍정

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각된 사회적 지

지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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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은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회적 

지지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간의 정적인 관계를 보고

하고 있는 연구가 있는 반면[8, 16, 24] 또 다른 연구에

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부

적 관계를 보고하였다[19].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연미와 김희수[3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자원(도

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많을수록 전문

적 도움추구 태도가 높았지만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에 

있어서는 도와줄 지지자원이 없는 경우에 더 높은 도움

추구 의도를 보이는 등의 혼재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 한편으로 성인애착과 도움추구 의도에서 사회적 지

지의 매개효과를 탐색한 유영란과 이지연[37]의 연구나 

임수진과 노안영[36]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

가 도움추구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심리적 불편감에 영향을 주고, 심리적 불편감이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심리적 불편감

을 더 크게 경험하고 이것이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도록 

하는 촉매가 된다는 것이다[8, 37]. 본 연구의 결과 또

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요

인으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전문적 도움 서비스보다는 가용

한 비전문적인 사회적지지(부모, 친구 등)를 더 우선적

으로 추구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사회

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전문적 도움 서비스(교내 

상담센터 등)의 이용 사실 노출과 그로 인한 사회적 낙

인 등의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전문적 도움 

서비스를 기피하는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38]. 

다섯째로, 상담에서 자기노출에 따는 유용성기대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유용성기대는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다른 변인과 비교하여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분야의 선행 연

구 결과와 맥을 같이하며[8,14,20], 상담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전문적 도움 서비스를 찾게 되는 결정

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으로, 

상담에 대한 위험기대 및 도움요청 장애요인은 전문적 

도움추구에 방해가 되는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

으며[8,39] 유용성기대 다음으로(유용성기대>위험기

대>도움요청 장애요인) 큰 설명력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과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전문적 도움 서비스 활용 향상을 위한 개입에 있어서 

전문적 도움 서비스의 긍정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부

각시켜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여기에는 전문적 도움 

서비스가 대학생이 당면한 문제해결 및 기능의 향상, 

더 나아가 삶의 질의 개선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전문적 도움 서비스의 고유한 이득이나 

장단기 효과 및 전문적 도움 서비스를 받지 않고 문제

를 방치했을 경우에 예측되는 부정적 결과 등이 포함될 

수 있겠다. 또한 심리적 어려움 및 문제해결에 있어서 

비전문적 도움의 한계와 비전문적 도움과 전문적 도움 

서비스의 차이점을 부각시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이 

시기적절하고 적합한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유

도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문적 도움 서비스 이

용과 관련된 신화나 부정적인 기대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특히, 대학생이 자신의 은밀한 

사적인 부분을 노출시키는 것에 대한 불안이나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

러한 부분을 공감적으로 정상화할 뿐만 아니라 비밀보

장과 같은 전문적 도움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관련 

측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홍보하는 노력도 필요하

겠다. 또한 전문적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비정

상’이기 때문이거나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해서

라는 부적절한 사고를 해소하고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

이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는 용기와 적절한 문제해결 방

법을 선택하는 유연한 사고 능력의 자원을 의미하는 것

으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첫째, 기존의 데이트폭력 관련 

연구는 데이트폭력의 발생 요인 및 결과에 대한 탐색에 

주로 치중되어 왔다[40]. 선행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관련 연구가 보다 다양한 영역과 주제를 포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어필하며 특히,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 바 있다[33].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 관련 연구 주제의 확장에 기여하였

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폭력인식의 변인만을 

살펴보았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의 대처와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변인을 탐색해 볼 것을 제안한

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전문적 도

움추구 관련 주요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설

명력의 크기(46%)를 밝힌 것은 본 연구의 또 하나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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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문상담에 대한 유용

성기대, 위험기대, 도움요청 장애요인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월등하게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큰 설명력을 가

진 것을 밝혀냄으로써 전문적 도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홍보 및 교육적 개입의 우선순위 및 방향에 대한 가이

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대상이 충청남도 천안시의 한 개 

대학의 대학생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대

학생 일반에 적용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추후 연구에서

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만

을 다루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

과 연관성이 높은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도 포함시켜 전

문적 도움추구에 관한 보다 다각적인 접근을 해 볼 것

을 제안한다. 또한 전문적 도움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

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 도움 서비스

의 이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 변인을 탐색하여 전

문적 도움추구 태도 및 의도와 실제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과의 간극을 탐색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마

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사용하였

기에 전문적 도움추구 관련한 다양한 동기를 탐색하기

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질적연구 등

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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