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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우우우울울울장장장애애애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스스스티티티그그그마마마와와와 치치치료료료추추추구구구행행행위위위

본 연구는 우울장애 환자들의 내재화된 스티그마와 치료추구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연구 대상자는 고양시 소재의 종합병원 1곳에서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편의 추출된 84명의 우울장애 환자이다.자료수집기간
은 2007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로,자료 수집은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부탁했고,스스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연구자가 질문
지를 읽어 주어 답하도록 하였다.연구도구는 우울장애 환자의 내재화된 스티그마
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정신질환의 내재화된 스티그마 척도(K-ISMI,황태연,
이우경,한은선,권의정,2006)를 사용하였고,치료추구행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 김석현(1995)이 신경증 환자의 치료추구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개발한 질문지를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프
로그램을 통해 전산처리하여 기술통계,T-검정,분산분석,상관분석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우울장애 환자의 내재화된 스티그마를 한국판 정신질환의 내재화된 스티그

마 척도에 의해 측정한 결과 평균 점수는 68.46±15.06점이었고 다섯 가지 하위 개
념 중 고립감은 17.52±5.36점,차별경험 14.17±4.61점,부정적 고정관념 14.30±4.73
점,낙인극복 12.90±3.28점,평가절하와 사회적 위축 11.95±3.64점으로 나타났다.
2.우울장애 환자들이 발병당시 가장 심하게 경험한 증상은 불면 혹은 과수면

64.3%,슬프거나 마음이 빈 듯하며 눈물이 글썽거림이 48.8%,근육통,변비,호흡
곤란,가슴통증 등 신체증상의 증가가 47.6%였으며 44%의 대상자가 발병당시 신
경성 질환으로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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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신과 치료 전 증상조절을 위해 한 행위로는 일을 그만 두고 휴식을 취한
경우가 42.9%,가족이나 친척,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의논 또는 정신과를 제외한
다른 진료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가 각각 35.7%였다.
4.정신과 치료 전 44.0%의 우울장애 환자가 어떤 치료 방법도 효과가 없었다

고 하였다.
5.약물치료 후 가장 호전된 증상으로는 슬프거나 마음이 빈 듯하며 눈물이 글

썽거림이 40.5%,불면 혹은 과수면이 39.3%,쉽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남이 28.6%이
었다.
6.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27.4%가 1년 이상이 걸렸으며 22.6%

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걸려 50%가 6개월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7.현재 받는 치료로는 81%가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92.8%가 약물 외에

다른 치료를 받고 싶어 하였으며 그 중 59.5%는 다른 치료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8.우울장애 환자들은 남성과 40대 이상,월 소득 100만원 이하와 정신과 입원

경험이 있을 때 내재화된 스티그마가 높게 나타났고,천주교이고 최종학력이 고졸
/중퇴인 경우가 다른 대상자에 비해 스티그마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p<.05).
9.우울장애 환자의 내재화된 스티그마의 수준이 높을수록 약물치료에 대한 만

족도가 낮았으며 치료받기까지 걸린 시간과 약물치료의 효과와는 상관관계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울장애 환자의 내재화된 스티그마 수준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우울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스티그마의 극복을 위
한 간호중재의 개발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된다.또한 우울장애 환자의 치료 시
작시 내재화된 스티그마 수준을 파악하여 치료와 더불어 스티그마 감소를 위한
간호 중재를 제공함으로써 치료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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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최근 자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유명인의 잇따른 자살로 사회적으
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통계청 자료에 의하면(2006)지난 1982년 10만 명당
9.4명이었던 자살 사망자 숫자가 2005년에는 24.7명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자살
사망자만 해마다 1만 여명이나 된다고 보고되었다.이러한 현상에서 의료인들이
주목할 점은 자살하는 사람의 80%가 극심한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어 자살과 우울
장애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민성길 외,2002).따라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우울장애 환자들에 대한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울장
애 환자의 절반 이상은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치료 받지 않을 정도로 전문적인 치
료를 제공받기 꺼려한다(Halter,2004;LisaJ.B.,KathleenM.G.AnthonyF.J.&
HelenC.,2006).
최근 우울장애 환자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질병

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정신질환자들의 스티그마라고 지적되고 있다.즉,우울장
애가 정신신경생물학적으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의 마음가짐이나
태도 변화를 통한 자기 통제로 극복해야 한다고 믿는 잘못된 지식은 적극적인 치
료추구행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우울장애 환자들은 스스로에게 스티그마를 갖고 있어서 정신전

문가의 치료를 거부한다는 것이다.그동안 정신질환이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식
과 태도,스티그마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우울장애 환자들을 대상
으로 우울장애 또는 우울증상에 대해 갖고 있는 스티그마에 관련된 연구는 매우
적다.
최근 스티그마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스티그마가 매우 복잡하고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스티그마란 마음속에 정상적인 인
간을 보잘 것 없는 인간으로 평가절하 하여 끌어내리는 것으로,스티그마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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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추방된 느낌이나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Goffman,1963).스티그마는 크게
대중적 스티그마와 자기 스티그마로 구분된다.즉,대중적 스티그마란 일반적인
대중이 특정 집단에 대해서 스티그마를 갖고 있다면,이 집단에 반응하는 방식을
의미하고,자기 스티그마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대중의 고정관념을 타당하
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내재화하는 것이다(Watson과
Corrigan,2001).최근까지 스티그마의 연구에서는 스티그마 개념을 스티그마의 대
상이 되는 사람이 열등할 것이라는 대중의 인식에 근거한 차별인 대중적 스티그
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환자에게 큰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스
스로 느끼는 자기-스티그마이다(Nettleton,1995).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것
인지 또는 치료를 거부할 것인지에 관한 치료추구행위를 처음 결정해야하는 시점
에서는 공식적인 스티그마가 중요하다고 한다(서미경,1994).일단 공식적인 스티
그마가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어 가치절하,수치심,감춤 그리
고 위축 등의 정서를 유발함으로써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며 낮은 자아존중감
과 자기효능감을 내면화하게 된다는 것이다(Watson& Corrigan,2001).이와 같이
우울장애 환자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추구행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은 우울장애 환자들이 갖고 있는 스티그마라고 보고되고 있다(Andrewsetal.,
1999;Burnsetal.,2003;Jorm etal.,2000;Lisaetal.,2006).
역사적으로 그동안 특정 질병들이 일반대중들로부터 스티그마를 받아왔다.스

티그마가 부여되는 특성을 갖는다.최근 암이나 간질과 같은 신체적인 질병에 부
여되는 스티그마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정신질환은 아직도 가장 스티그마적인
질병 중 하나로 남아있다(송승현,2005;Bolton,2003).스티그마화된 신념은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을 평가 절하하고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신질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Bolton,2003).
이러한 맥락에서 이미 서양의 여러 나라는 스티그마의 중요함을 인식하고,대

중의 스티그마를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대중의 스티그마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가 내재화한 스티그마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우리나라도 일반인들이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지각하고 인식하는가에 대한 연
구들은 국내에서도 꾸준히 이루어져 2006년 정신건강의 날(4월 3일)을 맞이하여



- 3 -

사회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을 행하며 특히,우울증 예방 및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시민정신건강강좌 및 우울증 선별검사 등의 릴레이 행사를 실시하
였다.그러나 그에 비해 정신질환자들이 자신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는 내재화된
스티그마와 이로 인한 치료를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전무하며 국외에도 소수에 불과하다(YenKuangYang,1999;Halter,2004;Lisaet
al.,2006,).또한 이런 연구들조차도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는 태도에 관한 연구
이지 실제로 정신질환자들이 추구하는 행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우울장애 환자들의 치료추구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를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특히 우울장애 환자의 내재화된 스티그마
개념과 치료추구행위간의 관계를 이해하여 간호 연구와 간호 실무,간호 이론개발
에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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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우울장애 환자의 내재화된 스티그마와 치료추구행위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내재화된 스티그마를 감소하여 치료추구행위를 증가시킴으로써 우
울장애의 치료 및 자살예방에 효과적인 간호중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다.
1)우울장애 환자의 내재화된 스티그마의 정도를 파악한다.
2)우울장애 환자의 치료추구행위의 정도를 파악한다.
3)우울장애 환자의 내재화된 스티그마와 치료추구행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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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11...내내내재재재화화화된된된 스스스티티티그그그마마마

정신질환에 대해서 대중들이 갖고 있는 스티그마화된 신념이 정신질환자에게
내재화된 정도를 반영한 것을 의미하며(RitsherJ.B.,Otilingam P.G.& Grajales
M.,2003),평가절하,수치심,비밀,철회를 유발한다(Corrigan,1998).
본 연구에서는 RitsherJ.B.& PhelanJ.C.(2004)이 개발한 ISMI(Internalized

stigmaofmentalillnessscale)를 황태연,이우경,한은선,권의정(2006)이 번안하
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사를 마친 한국판 정신질환의 내재화된 스티그마 척도(K-
ISMI)를 통해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화된 스티그마의 정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222...치치치료료료추추추구구구행행행위위위

치료추구행위란 증상을 발견하고 적합한 치료를 찾을 목적으로 취하는 질병행
위와 질병에 이환되어 치료를 목적으로 취하는 환자역할행위를 포괄한 개념이다
(이은옥,강현숙,이인숙,은영,1997).
본 연구에서는 우울장애 환자가 증상 발현시 이에 대처하는 행위,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한 자가조절방법과 증상 발현 후 정신과 병원에 가기로 결정하고 치료
지시를 이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김석현,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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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AAA...스스스티티티그그그마마마

정신질환자에 대한 스티그마와 관련된 연구는 Cohen과 Struening(1965)이 일반
대중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 대중의 태도를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한 이래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스티그마에 대한 연구는 일반 대중들이 정신질환자들을 어
떻게 인식하고 대우하는가에 관한 대중적-스티그마에 대한 연구와 정신질환자가
스스로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관한 자기-스티그마에 대한 연구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일반인들과 정신질환자의 가족들이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지각하고 인식

하는가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조은영(2000)은 일반인 10명과 정신질환자의
가족 6명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스티그마 형성과정에 관한 연
구에서 정신보건 서비스의 경험을 가진 가족이 일반인과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환자와의 관계 수준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스티그마의 의미가 다르게 나타났
다고 하였다.자신의 가족인 경우와 가족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자신의 가족에
한해 전폭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제하
는 폐쇄성을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경희(2001)도 377명의 일반인,정신보건 간호사,정신장애를 지닌 사람,가족

을 대상으로 한 정신장애를 지닌 사람에 대한 스티그마 연구에서 낙인을 지각하
는 정도는 정신장애를 지닌 사람의 가족집단이 가장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으
며,네 집단 모두 정신장애를 지닌 사람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수용하고 받아들이
는 폭이 컸으나,“나”와 관련되어 “내 아이를 돌보게 하는 일”이나 “정신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인권이 중요하고 잘 치료받아야 하지만 정신병원은 혐오시설이므
로 내 집 주변에 생겨서는 안 된다.집값이 떨어지고 이웃에 정신병자가 산다면
끔찍할 것이다”와 같은 문항에서 부정적인 응답을 하는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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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또한,정신장애를 지닌 사람과 그의 가족집단은 “입원경험”에 대한
자기 낙인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으며,정신장애를 지닌 사람의 집
단에서만 업무 능력이 선행되면 취직이 된다고 생각하여 다른 집단과 인식의 차
이를 나타내었다.치료유형과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초등학교 졸
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과 외래치료와 정신보건센터를 함께 이용하는 정신
장애를 지닌 사람의 집단에서 더욱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정신질환자 스스로 지각하는 낙인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서미경(1994)의

일 대학병원의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외래환자 중 61명과 일 의료원
의 정신과 입원 병력이 있는 외래환자 29명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가 지각하는
낙인과 대처방법을 알아보는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은 스스로 환자라고 인식하
는 경향이 적고 타인으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지각하지 않음을 보여 일반인들이
정신질환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개념과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으며,타인들의 무가
치-차별에 대처하는 비밀,회피-철회,교육의 세 가지 방법 중 대상자들은 자신의
질환과 치료사실을 숨기거나 피하지 않고 사실대로 밝히고 타인들의 편견을 없애
기 위해 정신과 치료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교육의 대처방안을 가장
많이 택했다.
곽의향(2000)은 정신질환자 79명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가 지각한 낙인에 관한

연구에서 정신질환자가 스티그마를 보통보다 약간 더 지각하나 스스로 차별 받는
다고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질환자에게 지각된 낙인은 환자의 일
상생활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며 특히,구직활동과 자존감,친구관계(대인관
계)에 큰 영향을 주어 지각된 낙인의 정도가 클수록 자존감이 낮아지며 친구관계
유지의 어려움과 직업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한경례(2002)의 정
신분열병 환자 318명을 대상으로 낙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
족의 지지가 낮을수록,면회횟수가 적을수록 스티그마를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정신질환자의 우울수준과 스티그마 지각수준이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남
을 보고하였다.
서미경과 김정남(2004)은 전국의 지역사회정신보건텐터,사회복귀시설,정신과

외래 등 총 20여개 기관의 정신장애인 377명을 대상으로 지각된 낙인이 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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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삶의 만족과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연구에서 지각
된 낙인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이 연구결과를 통해 서미경과 김정남(2004)은 지각된 낙인
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정보제공도 중
요하지만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이 주도하는 낙인극복캠페인을 통해 스스로 옹호
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황태연,이우경,한은선,권의정(2006)은 정신분열병 환자 194명과 우울장애 환

자 205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판 정신질환의 내재화된 낙인 척도의 신뢰도 및 타
당도 연구에서 내재화된 스티그마가 우울기분,자기 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
는데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받은 대상자가 우울 장애로 진단받은 대상자보다 소외
감,차별 경험,부정적 고정관념,스티그마 극복의 척도에서 더 높은 수준의 스티
그마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또한 평가 절하와 위축 영역에서 정신분열병 환
자군에 비해 우울증 환자군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또한 정신
분열병 환자들을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외래 환자군
이 입원 환자군에 비해 전반적으로 내재화된 낙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는 외래 환자군이 입원 환자군에 비해 일상 생활에서의 사회적 차별을
더 많이 지각하고 이로 인해 내재화된 자기 스티그마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서미경과 김정남(2005)의 일반인 549명과 정신장애인 377명을 대상으로 한 정

신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스티그마와 정신장애인이 지각하는 스티그마의 비교연
구에서 일반인의 편견보다 정신장애인이 지각하는 편견이 더 높았고,차별은 일반
인의 차별행동보다 정신장애인의 차별경험이 더 낮았음을 보고하였다.이것은 정
신장애인이 일반인의 부정적 태도를 실제보다 더 많이 내면화하고 차별과 거절이
있을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피함으로서 편견에 대처하기 때문으로 분석하
였으며 이러한 대처방식이 대인관계,취업,여가활동 등의 다양한 사회적 기회를
차단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하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극복운동도 중요하지만 정신장애인이 스스로 권한부여하
여 스티그마에 대처할 수 있는 환자 주도 스티그마 극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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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였다.
LinkB.G.,CullenF.T.,StrueningE.,ShroutP.E.& DohrenwendB.P.

(1989)은 정신질환자들이 치료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스티그마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식을 내면화하여 자신을 비하하고 차별받는다고 믿게 된다고 하였다.이
러한 믿음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자신의 상황을 비밀로 하거나 거부당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관계를 피하게 되어 그 결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
회적응과 통합에 부정적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였다.Perlick등(2001)도 역시 양극
성 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264명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티그마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스티그마를 더 많이 지각할수록 증상이 조절된 상태
에서 사회적 여가활동 영역에서 손상을 보였다.
Sirey등(2001)은 우울증 치료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지각된 스티그마를 중요

한 심리적 방해요인으로 지적하면서 스티그마를 많이 지각할수록 약물순응도가
낮다고 하였다.Halter(2004)의 일차진료소와 도심지역의 공중보건센터 117명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 환자들의 스티그마와 돌봄추구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에
서 우울증을 개인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이 돌봄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
며,우울증 환자들에게 더 큰 분노하게 함을 나타냈고 동정은 전문적 돌봄과 도움
의 추구와 관련있었으며,위험함은 돌봄추구와 아무 관련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Lisaetal.(2006)의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사회 내 1,312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우울
삽화의 내용을 담은 설문지를 이용한 우울증 환자의 스티그마가 도움추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인해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에 당혹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며,심지어 전문가조차도 우울증 환자에게 부정적인 반응
을 보일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나타났음을 보고하면서 이는 자기-스티그마나 지각
된 스티그마가 우울증 환자의 전문적 도움 추구를 방해했다고 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내재화된 스티그마가 우울장애 환자가 치료를 받는데 장애요

인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그러므로 우울장애 환자가 내재화하는 스
티그마를 파악하는 것은 우울장애의 적절한 치료와 내재화된 스티그마 감소를 위
한 효과적인 중재 개발을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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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치치치료료료추추추구구구행행행위위위

국내에서 정신질환자의 치료추구행위에 대해 연구한 문헌은 매우 부족하며
2000년 이후로는 연구된 바 없는 실정이다.윤충한,김광일(1992)의 의료추구행동
에 대한 태도조사연구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 정신과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겠
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성별의 차이가 있었고,연령에 따라서도 20대는
비공식 집단을 선호하고,30~40대는 전문기관을 선호하였다.학력이 높고,농업 이
외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서,전문기관을 이용
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높았다.환각과 같이 정신과적 양성 증상이 심하게 나타
나는 경우 전문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이 연구에서는
신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의료 자문도가 높았으나 정신적 문제를 가지
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 자문도가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이는 정신적 문제들을 병
으로 보기 보다는 탈선된 행동으로 보고 있으며,도덕적 혹은 교육적인 자문을 구
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신승철과 이호영(1989)의 일 농촌지역(강화
도)의 정신 보건 의료 요구 평가연구에서도 정신보건 문제에 따른 치료형태에서
대부분 전문적인 돌봄을 요구하지 않고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며,경제적 상황이
양호하고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치료추구에 적극적이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
다.황성혜 등(1996)의 연구에서는 정신과적 병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이 기독
교인 경우 전문기관의 돌봄을 추구하였지만,불교인 경우 비공식적인 치료행위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추구행위를 연구한

Roness(2005)는 정신질환자가 정신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믿지 못하고,그러한
서비스가 자신의 문제를 개선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고민은 하지
만 전문적인 돌봄을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보고하였으며,이러한 결과는 정신질환
자의 태도가 실제 치료추구행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Addington(2002)
은 정신질환자들이 전구증상이 발현하는 단계에서 치료추구행위를 시작하며,정신
과적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 치료추구행위를 지속한다고 하였고 정신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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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위한 충분한 돌봄을 얻기 위해서는 최대한 자주 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중재와 접촉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울장애 환자의 내재화된 스티그마와 치료추구행위와의 관계를 파악

함으로써 그들이 내재화된 스티그마를 극복할 수 있고 나아가 우울장애 치료에
긍정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중재를 마련할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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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AAA...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우울장애 환자의 내재화된 스티그마와 치료추구행위를 알아보기 위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BBB...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우울장애 환자들을 표적 모집단으로 하고 경기도 소재
의 대학병원 1곳에서 우울장애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 중인 우울장애 환자를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편의 추출하였으며,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18세 이상,DSM-IV에 의해 우울장애를 진단 받은 자
2)질문지를 읽고 응답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기질적인 뇌손상이 없는 자
4)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CCC...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본 연구의 자료는 2007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46일 동안 대상자의 기준
에 맞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를
얻어 설문 작성 요령을 설명한 후 자가보고 형식으로 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
거나 연구자가 직접 질문지를 읽어주어 작성한 후 회수하였다.총 91부의 질문지
를 배부하여 91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응답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질문지
7부를 제외한 84부(92%)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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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을 묻는 10문항,한국판 정신질환의 내재화된 스티그마
척도(K-ISMI)29문항,치료추구행위를 묻는 15문항으로 총 5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도구의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성별,연령,결혼상태,종교,최종
학력,월 소득,정신과 입원경험(횟수),자살시도경험(횟수),병원까지 교통 소요 시
간,그 병원에서 치료받는 이유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222...한한한국국국판판판 정정정신신신질질질환환환의의의 내내내재재재화화화된된된 스스스티티티그그그마마마 척척척도도도 (((TTThhheeeKKKooorrreeeaaannnVVVeeerrrsssiiiooonnnooofff
IIInnnttteeerrrnnnaaallliiizzzeeedddSSStttiiigggmmmaaaooofffMMMeeennntttaaalllIIIllllllnnneeessssssssscccaaallleee,,,KKK---IIISSSMMMIII)))

RitsherJ.B.& PhelanJ.C.(2004)이 개발한 55문항의 자기보고 척도를 황태
연,이우경,한은선,권의정(2006)이 번안한 한국판 정신질환의 내재화된 스티그마
척도(TheKoreanVersionofInternalizedStigmaofMentalIllnessscale)로 총 29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4점 척도로 이루어졌는데,전혀 아니다(1점),아니다(2점),
그렇다(3점),매우 그렇다(4점)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이 척도는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의 일부가 아니라는 주관적 경험 혹은 손상된 정체감을 평가하는 고립감 7
문항,정신질환을 지닌 사람에 관한 보편적인 고정관념에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정
도를 나타내는 부정적 고정관념 6문항,타인들이 응답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관
한 응답자의 지각을 평가하는 차별경험 6문항,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평가절하와 사회적 위축 5문항,내재화된 스티그마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거나 이에 대한 저항 경험을 평가하는 낙인극복 극복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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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진 하위 요인들의 점수들을 합산하여 점수를 얻게 되며,이때 스티그마 극복
은 역산하여 점수를 환산하게 된다.최저점수는 29점이며 최고점수는 11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내재화한 정도가 높으며,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을 의미한다.개발당시 Cronbach's α는 .90이었으며
(Ritsher,Otilingam & Grajales,2003),황태연,이우경,한은선,권의정(2006)의 한
국어판 정신질환의 내재화된 스티그마 척도(K-ISMI)의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0이었다.

333...치치치료료료추추추구구구행행행위위위척척척도도도

김석현(1995)이 개발한 치료추구행위에 관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연구자
가 수정․보완하여 측정하였다.본 측정도구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의 과정
에 대한 질문 7문항과 정신과 치료에 대한 질문 8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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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거나 점수로 입력되었으며 입력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SPSSWIN 12.0통계 분석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고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통하여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2)대상자의 내재화된 스티그마는 기술통계를 통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

여 분석하였다.
3)대상자의 치료추구행위는 기술통계를 통하여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여 분석

하였다.
4)일반적 특성에 따른 내재화된 스티그마는 t-test,ANOVA,Pearson's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내재화된 스티그마와 치료추구행위의 관계는 Pearson'scorrelationcoefficien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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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AAA...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연령,결혼상태,종교,최종학력,월 소
득,정신과 입원경험(횟수),자살시도경험(횟수),병원까지 교통 소요 시간,그 병원
에서 치료받는 이유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서 나타난 것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총 84명으로 남성이 24명(28.6%)이었고 여성은 60명

(71.4%)으로써 여성이 남성의 약 2.5배가량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4세이며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이 27명(32.1%)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5명(29.8%),30대 22명(26.2%),40대 10명(11.9%)으로 파악되
었다.결혼상태별로 보면 기혼은 37명(44.0%),미혼은 31명(36.9%),사별 11명
(13.1%),이혼 5명(6.0%)이었다.종교에서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응답자가 35
명(41.7%)으로 가장 많았으며,기독교는 22명(26.2%),불교가 15명(17.9%),천주교
는 8명(9.5%)으로 각각 파악되었다.최종학력은 고졸/중퇴가 27명(32.1%)로 가장
많았으며,대졸/중퇴 18명(21.4%),중졸/중퇴 16명(19.0%),초졸/중퇴 11명(13.1%),
대학재학 8명(9.5%),무학이 4명(4.8%)순이었다.월 소득은 평균 170만 9천원으로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17명(20.2%)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8명(9.5%),1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이 각각 5명(6.0%)이었으며 무응답
이 49명(58.3%)이었다.정신과 입원경험은 84명 중 55명(65.5%)이 입원경험이 있으
며 평균 1.41회 입원하였다.
자살시도 경험은 84명중 39명(46.4%)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자살시도 횟수는

1.84회였고 최대 3회의 자살시도를 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병원까지
걸리는 교통 소요 시간은 평균 53.9분으로 최저 10분에서 최고 4시간까지로 파악
되었다.현재 치료를 받는 병원을 선택한 이유로는 집에서 가깝거나 교통의 편리
성이 39명(46.4%)로 가장 높았고,치료진이 상담을 주의 깊게 잘 들어주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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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이 17명(20.2%),사는 곳과 멀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위험이 적기 때
문이 12명(14.3%),방송을 비롯한 매스컴이나 인터넷,또는 소문을 통해 잘 치료한
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택한 경우와 기타가 각각 8명(9.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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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일반적 특성 (N=84)

주 :무응답 제외

변 수 구 분 실수(%)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 24(28.6)

여 60(71.4)

연령 20~29세 25(29.8)
43.39±20.1930~39세 22(26.2)

40~49세 10(11.9)
50세 이상 27(32.1)

결혼상태 기혼 37(44.0)
미혼 31(36.9)
이혼 5(6.0)
사별 11(13.1)

종교 기독교 22(26.2)
천주교 8(9.5)
불교 15(17.9)
무 35(41.7)
기타 4(4.8)

최종학력 무학 4(4.8)
초졸/중퇴 11(13.1)
중졸/중퇴 16(19,0)
고졸/중퇴 27(32.1)
대학재학 8(9.5)
대졸/중퇴 18(21.4)

월 소득 100만원 미만 5(6.0)
170.86±100.66100~200만원 미만 17(20.2)

200~300만원 미만 8(9.5)
300만원 이상 5(6.0)

정신과 입원경험 없다 55(65.5) 1.41±1.05있다 2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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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계속 (N=84)

주 :무응답 제외

변 수 구 분 빈도(%) 평균±표준편차
자살시도경험 없다 39(46.4)

있다
1회

45(53.6)2회
3회

교통소요시간 53.92±61.90

본 기관에서 뛰어난 실력 17(20.2)
치료받는이유 주의 깊은 상담 39(46.4)

가깝고 편리한 교통 12(14.3)
저렴한 병원비 8(9.5)
노출위험적음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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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내내내재재재화화화된된된 스스스티티티그그그마마마

대상자들에게 내재화된 스티그마는 29문항을 4점 척도로 측정하여 도구의 점
수 범위는 29점에서 116점이었고 본 연구에서 관찰된 점수범위는 46점에서 101점
이었으며 내재화된 스티그마의 평균 점수는 68.46점,표준편차는 15.06점이었다.
정신질환자의 내재화된 스티그마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5개의 하위영역인 고립감,
차별경험,부정적 고정관념,낙인 극복,평가절하와 사회적 위축과 각 하위영역이
포함하고 있는 요소들의 구체적인 점수 결과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2>내재화된 스티그마 (N=84)

구 분 관찰가능한
점수 범위

관찰된
점수 범위

평균 ±
표준편차

황태연 외(2006)
연구결과

고립감 7~28 7~28 17.52±5.36 11.83
차별경험 6~24 6~24 14.17±4.61 13.32
부정적 고정관념 6~24 6~24 14.30±4.73 8.49
낙인극복 5~20 5~20 12.90±3.28 8.49
평가절하와 사회적 위축 5~20 5~20 11.95±3.64 13.31
낙인 총점 29~116 45~97 68.46±15.06 36.28



- 21 -

각 영역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고립감은 7문항 28점 만점에 평균 17.52점,차
별경험이 6문항 24점 만점에 평균 14.17점,부정적 고정관념이 6문항 24점 만점에
평균 14.30점,낙인극복이 5문항 20점 만점에 12.90점,평가절하와 사회적 위축이
5문항 20점 만점에 11.95점이었다.
내재화된 스티그마의 첫 번째 하위척도인 고립감의 문항 중에 가장 부정적으

로 대답한 것은 “정신질환(우울증)이 없는 사람들은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
다”(3.20±0.89)였다.두 번째 하위척도인 차별경험의 문항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우울증)이 남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내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다”(2.84±0.99)이었고 부정적 고정관념의 문항 중에는 “대체로 나
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2.62±0.85)이었다.다섯 번째 하위척도인
평가절하와 사회적 위축의 문항 중에는 “정신질환자(우울증 환자)는 결혼하면 안
된다”(2.99±1.01)의 문항이 가장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3>내재화된 스티그마 척도의 문항별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N=84)

내 용 평균평점
±표준편차

총평균평점
±표준편차

고 립 감 222...555000±±±000...999888

정신질환(우울증)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낀다 2.67±1.12
정신질환(우울증)이 없는 사람들은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3.20±0.89
정신질환자(우울증 환자)에 대한 편견은 나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2.71±0.78
사람들은 나를 보면 정신질환자(우울증 환자)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2.05±0.94
나는 정신질환자(우울증 환자)이기 때문에 사회에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 2.20±1.10
정신질환(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와 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2.06±0.99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가 내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부적절하게 느낀다 2.63±1.05

차별경험 222...333555±±±111...000444

정신질환(우울증)이 있다는 사실이 수치스럽고 당혹스럽다 2.46±1.12
정신질환자(우울증 환자)들은 폭력적이다 2.13±0.99
정신질환(우울증)때문에 사람들이 날 차별한다 2.01±0.96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우울증)이 남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내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다 2.84±0.99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까봐 가까이 하는 것을 피한다 2.29±1.00
정신질환자(우울증 환자)로 살아가다보니 점점 강해지는 것 같다 2.38±1.18

부정적
고정관념 222...333888±±±111...000333

정신질환(우울증)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2.42±1.03
정신질환(우울증)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나는 열등하다 2.27±1.06
정신질환자(우울증 환자)들은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 2.32±1.14
정신질환자(우울증 환자)라고 나를 무시하거나 별 볼 일 없이 여기는 사람들
이 있다 2.36±1.03
정신질환(우울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나는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져
지내고 있다 2.31±1.04
대체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 2.62±0.85



<표 3>계속 (N=84)

내 용 평균평점
±표준편차

총평균평점
±표준편차

낙인극복 222...555888±±±111...000111

정신질환자(우울증 환자)는 결혼하면 안된다 2.99±1.01
사람들은 정신질환자(우울증 환자)라는 이유로 나를 보호하려 들거나 어린아
이 취급한다 2.55±1.08
내 가족이나 친구가 나 때문에 난처해하지 않도록 항상 사람들과 같이 있는
자리를 피한다 2.48±1.11
정신질환(우울증)이 있지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 2.38±0.99
정신질환(우울증)을 가지고 있어도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2.49±0.95

평가절하와
사회적위축 222...333999±±±111...000999

정신질환자(우울증 환자)인 나 자신이 실망스럽다 2.48±1.14
정신질환(우울증)때문에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2.38±0.97
사람들은 내가 정신질환(우울증)때문에 살아가면서 큰일을 이룰 수 없을 거
라고 생각한다 2.24±1.08
정신질환(우울증)으로 인해 내가 남들에게 이상하게 보이거나 행동하게 될까
봐 전처럼 사람들과 잘 사귀지 않는다 2.76±1.16
나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편안하다 2.10±1.08

전전전체체체 문문문항항항 평평평균균균 222...444444±±±111...0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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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치치치료료료추추추구구구행행행위위위

발병당시 가장 심하게 경험했던 증상으로는,불면이나 과수면이 54명(64.3%)로
가장 많았고,거의 하루 내내 슬프거나 마음이 빈 듯하며 눈물이 글썽거림이 41명
(48.8%),근육통,변비,호흡곤란,가슴의 통증 등과 같이 신체적으로 여기저기 아
픈 곳이 부쩍 늘어나 것이 40명(47.6%),항상 쉽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남이 36명
(42.9%)순이었다.자살 사고나 자살 계획,시도는 29명으로 34.5%로 나타났으며 외
모가 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건강에 대한 염려가 각각 9명(10.7%)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4).

<표 4>발병당시 가장 심하게 경험한 증상 3가지 (N=84)
증 상 빈도(%)

불면 혹은 과수면 54(64.3)
슬프거나 마음이 빈 듯하며 눈물이 글썽거림 41(48.8)
근육통,변비,호흡곤란,가슴통증 등 신체증상이 늘어남 40(47.6)
쉽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남 36(42.9)
자살하고,계획,시도 29(34.5)
어떤 일에 자신을 억지로 내몰아야만 하게 됨 25(29.8)
자신을 비판하고 자책함 22(26.2)
진로,취미,가족,친구 등에 관심을 거의 잃음 21(25.0)
앞날에 희망이 없다고 느껴짐 21(25.0)
어떤 일의 결정시 우유부단함 18(21.4)
무가치감과 실패감 16(19.0)
지나친 식욕증가나 식욕감소 14(16.7)
성에 대한 관심을 잃음 14(16.7)
건강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함 9(10.7)
외모가 추하다고 생각이 듦 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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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를 받기 전 증상조절을 한 행위로는,일을 그만 두고 휴식을 취한
것이 36명(42.9%)로 가장 많았고,가족이나 친척,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의논한
경우와 정신과를 제외한 다른 진료과를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가 각각 30명
(35.7%)이었고 한약을 먹거나 침을 맞은 경우는 19명(22.6%)이었으며 무당이나 역
술가를 찾아 상담 받거나 굿을 한 경우는 8명(9.5%)이었다.곧바로 정신과 병원을
방문하였다는 응답은 13명(15.5%)이었다(표 5).
정신과 치료를 받기 전 증상조절을 위해 한 행위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을

살펴본 결과는 <표 6>에 나타난 것처럼,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었던 것이 37명
(44.0%)으로 많았고,가족이나 친척,친구 등 주변사람들과 의논한 것과 무당이나
역술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굿을 한 것이 각각 8명(9.5%)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곧
바로 정신과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한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응답도 12명
(14.3%)로 나타났다.



- 26 -

<표 5>정신과 치료 전 증상 조절을 위해 한 행위 (N=84)

<표 6>정신과 치료 전 가장 효과적이었던 증상 조절 행위 (N=84)

주 :무응답 제외

증상 조절 행위 빈도(%)
일을 그만 두고 휴식을 취함 36(42.9)
가족이나 친척,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의논 30(35.7)
정신과를 제외한 다른 진료과에 내원하여 치료 30(35.7)
한약을 먹거나 침을 맞음 19(22.6)
종교(신앙)의 힘에 의지 13(15.5)
곧바로 정신과 병원을 방문 13(15.5)
혼자서 인터넷,의학서적 등을 이용하여 정보검색 12(14.3)
무당이나 역술가를 찾아 상담 받거나 굿을 함 8(9.5)
약국에서 약을 사먹음 5(6.0)
기타 1(1.2)

번호 증상 조절 행위 빈도(%)
1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었음 37(44.0)
2 곧바로 정신과 병원을 방문 12(14.3)
3 가족이나 친척,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의논 8(9.5)
4 무당이나 역술가를 찾아 상담 받거나 굿을 함 8(9.5)
5 일을 그만 두고 휴식을 취함 5(6.0)
6 종교(신앙)의 힘에 의지 5(6.0)
7 혼자서 인터넷,의학서적 등을 이용하여 정보검색 4(4.8)
8 한약을 먹거나 침을 맞음 4(4.8)
9 정신과를 제외한 다른 진료과에 내원하여 치료 1(1.2)



- 27 -

이러한 우울장애 환자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약물치료 후 가장 호
전된 증상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불면이나 과수면이 11명(39.3%)로 가장 많
았고,하루 내내 슬프거나 마음이 빈 듯하며 눈물이 글썽거리는 증상이 10명
(35.7%)이었으며 항상 쉽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증상이 8명(28.6%)의 순이었다.

<표 7>약물치료 후 가장 호전된 증상 3가지 (N=84)

증 상 빈도(%)
슬프거나 마음이 빈 듯하며 눈물이 글썽거림 34(40.5)
불면 혹은 과수면 33(39.3)
쉽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남 24(28.6)
근육통,변비,호흡곤란,가슴통증 등 신체증상이 늘어남 20(23.8)
자살하고,계획,시도 19(22.6)
지나친 식욕증가나 식욕감소 10(11.9)
무가치감과 실패감 9(10.7)
자신을 비판하고 자책함 9(10.7)
어떤 일의 결정시 우유부단함 9(10.7)
건강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함 9(10.7)
효과 없음 9(10.7)
진로,취미,가족,친구 등에 관심을 거의 잃음 8(9.5)
앞날에 희망이 없다고 느껴짐 8(9.5)
외모가 추하다고 생각이 듦 4(4.8)
성에 대한 관심을 잃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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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우울장애를 치료 전 대상자들이 인식한 건강문제,정신과 전문치
료를 받기까지 소요된 시간,정신과 치료를 결정한 이유,정신과 치료를 권유받았
을 때 든 생각,현재 받고 있는 치료,약물치료 권유 시 든 생각,현재 약물복용에
대한 태도,약물치료의 효과,약물치료 외 다른 치료의 필요성,약물치료에 대한
만족도,앞으로 우울장애의 치료 계획에 대한 연구결과는 <표 8>처럼 나타났다.
우울장애 증상을 대상자들 중 37명(44.0%)이 신경성 질환으로 가장 많이 생각

했으며,15명(17.9%)은 정신질환,12명(14.3%)은 신체질환,8명(9.5%)은 노이로제로
생각했다고 파악되었다.
증상발현 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1년 이상이 9명(32.1%)로 가

장 많았고,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6명(21.4%),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5명
(17.9%)순이었다.
우울장애 증상이 나타난 후 정신과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기로 결정한 이유로

는 스스로 정신과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32명(38.1%)로 가장 많았고,비정신
과 의료인의 권유가 21명(25.0%),가족이나 주위 사람들,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 등 타인의 권유가 20명(23.8%)순이었다.
주위로부터 처음 정신과 치료를 권유 받았을 때 든 생각은 그럴 수도 있거나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여 정신과 치료 권유를 흔쾌히 받아들인 것이 31명(36.9%),
담담했다가 21명(25.0%),정신병자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거나 속상하고
화가 났다고 응답한 것이 13명(15.5%)이었다.
현재 받고 있는 치료로는 약물치료만 받는다고 응답한 군과 약물치료와 개인

상담,정신치료 모두 받는다고 응답한 군이 각각 34명(40.5%)이었고,개인상담,정
신치료만 받는 군이 16명(19.0%)이었다.
약물치료를 처음 권유받았을 때 든 생각에서는 전문가의 지시에 따를 것이라

는 대답이 52명(61.9%)으로 가장 많았고,되도록 약물치료는 안했으면 좋겠지만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하면 따를 것이라고 한 경우가 28명(33.3%),약물복용은 반
대한다는 경우가 4명(4.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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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치료추구행위 (N=84)

주 :무응답 제외

변 수 구 분 빈도(%)
건강문제 신경성 질환 37(44.0)

정신질환 15(17.9)
신체질환 12(14.3)
노이로제 8(9.5)
기타 7(8.3)
일시적인 가벼운 심신의 피로 5(6.0)

정신과 치료를 1주일 미만 5(6.0)
받기까지 1주일 이상 ~1개월 미만 11(13.1)
소요된 시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8(21.4)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9.5)
6개월 이상 ~1년 미만 19(22.6)
1년 이상 23(27.4)

정신과 치료를 스스로 정신과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 32(38.1)
결정한 이유 비정신과 의료인의 권유 21(25.0)

가족이나,비슷한 병을 앓는 환자 등 타인의 권유 20(23.8)
사이버상의 의사나 간호사의 교육,상담 후 권유 5(6.0)
기타 2(2.4)

정신과 치료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흔쾌히 받아들임 31(36.9)
권유받았을때 담담했다 21(25.0)
든 생각 기타 19(22.6)

정신병자 취급으로 기분 나쁘거나 속상하고 화남 13(15.5)

현재 받는 치료 약물치료만 받음 34(40.5)
약물,개인상담,정신치료 모두 받음 34(40.5)
개인상담,정신치료만 받음 16(19.0)

약물치료 전문가의 지시에 따를 것이다 52(61.9)
권유시 생각 안했으면 좋겠지만 전문가가 해야 한다면 따름 28(33.3)

약물복용은 반대한다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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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계속 (N=84)

주 :무응답 제외

현재 약물복용에 대한 태도는 매우 규칙적인 약물복용으로 협조적인 군이 74
명(88.1%)이며 임의로 필요할 때만 골라 먹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명(11.9%)으로
파악되었다.
약물치료의 효과로는 42명(50.0%)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매

우 도움이 된다고 답한 대상자 28명(33.3%),약물의 효과를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
가 14명(16.7%)이었다.

변 수 구 분 빈도(%)
약물복용에 매우 규칙적인 약물복용으로 협조적이다 74(88.1)
대한 태도 임의로 필요할 때만 골라 먹는다 10(11.9)

약물치료의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42(50.0)
효과 매우 도움이 된다 28(33.3)

약물의 효과를 잘 모르겠다 14(16.7)

약물치료 외 약물외 타 치료를 받고 싶으나 치료방법을 모른다 50(59.5)
다른 치료의 약물치료와 함께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 28(33.3)
필요성 약물치료만으로도 충분하다 6(7.1)

약물치료에 거의 만족한다 51(60.7)
대한 만족도 거의 만족하지 않는다 25(29.8)

매우 만족한다 8(9.5)

주치의가 완치되었다 할 때까지 꾸준한 약물치료 49(58.3)
주치의 허락 없어도 어느 정도 증상조절되면 약물 19(22.6)

치료계획 약 복용 원치 않으므로 힘들 때 상담만 받을 계획 8(9.5)
복용을 중단할 계획 4(4.8)
더 이상 정신과 병원에 다니지 않고 의지로 이겨 4(4.8)
내 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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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치료 외에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에 약물치료
외에 다른 치료도 함께 받고 싶으나 어떤 치료방법이 있는지 모른다가 50명
(59.5%),약물치료와 함께 다른 치료(특히,상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8명
(33.3%),약물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한 경우가 6명(7.1%)이었다.
우울장애 증상으로 인해 현재 받고 있는 약물치료에는 51명(60.7%)가 거의 만

족,8명(9.5%)이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25명(29.8%)이 거의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
하였다.
앞으로의 우울증상 조절을 위한 정신과 치료계획으로는 주치의가 완치되었다

고 할 때까지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9명(58.3%)로
가장 많았고 주치의의 허락이 없어도 어느 정도 증상이 조절되면 약물복용을 중
단할 계획이라고 답한 사람이 19명(22.6%),정신과 병원에 더 이상 다니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로 이겨내 볼 계획이라고 답한 경우가 8명(9.5%)이었으며 약 처방을
받아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할 계획과 정신과 병원은 다니지 않고 다른 치료 방법
을 찾아볼 계획이 각각 4명(4.8%)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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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내내내재재재화화화된된된 스스스티티티그그그마마마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내재화된 스티그마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내재화된 스티그마는 성별(t=3.26,p=.00),연령(F=2.77,p=.05),종교(F=3.16,

<표 9>일반적 특성에 따른 내재화된 스티그마 (N=84)
변 수 구 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t/F/r p

성별 남 24(28.6) 76.88±12.93 3.63 .00여 60(71.4) 65.10±14.62

연령 20~29세 25(29.8) 65.56±16.60

2.77 .0530~39세 22(26.2) 63.23±13.57
40~49세 10(11.9) 74.00±11.14
50세 이상 27(32.1) 73.37±14.49

결혼상태 기혼 37(44.0) 68.89±11.81

2.44 .07미혼 31(36.9) 64.03±15.71
이혼 5(6.0) 78.40±14.76
사별 11(13.1) 75.00±19.89

종교 기독교 22(26.2) 70.50±16.31

3.16 .02
천주교 8(9.5) 52.00±2.14
불교 15(17.9) 73.13±17.82
무 35(41.7) 69.00±13.47
기타 4(4.8) 68.00±0.00

최종학력 무학 4(4.8) 75.00±0.00

13.30 .00

초졸/중퇴 11(13.1) 77.18±16.87
중졸/중퇴 16(19,0) 85.00±7.59
고졸/중퇴 27(32.1) 59.37±12.76
대학재학 8(9.5) 68.00±8.55
대졸/중퇴 18(21.4) 60.83±10.02



- 33 -

<표 9>계속 (N=84)

p=.02),최종학력(F=13.30,p=.00),월 소득(F=4.11,p=.01),정신과 입원경험
(F=-1.99,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즉,남성이고 40대 이상
에서 내재화된 스티그마가 높게 나타났고,종교가 천주교이고 최종학력이 고졸/
중퇴인 경우가 다른 대상자에 비해 스티그마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월 소득
이 100만원 이하이고 정신과 입원경험이 있을 때 내재화된 스티그마의 수준이 높
게 나타났다.

변 수 구 분 빈도(%) 평균±표준편차 t/F/r p
월 소득 100만원 미만 5(6.0) 77.00±17.89

4.11 .01100~200만원 미만 17(20.2) 64.41±11.92
200~300만원 미만 8(9.5) 55.00±1.07
300만원 이상 5(6.0) 64.80±7.16

정신과입원경험 없다 55(65.5) 66.13±14.23 -1.99 .05있다 29(34.5) 72.90±15.83

자살시도경험 없다 39(46.4) 68.18±15.73 -0.16 .87있다 45(53.6) 68.71±14.63

교통소요시간 53.92±61.90 -0.18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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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스스스티티티그그그마마마와와와 치치치료료료추추추구구구행행행위위위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스티그마와 치료추구행위 간의 상관관계는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스티그마와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약물치료의 효과,약물치료에

대한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의 시간,약물치
료의 효과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스티그마와 약물치료에 대
한 만족도(Υ=-0.37,p=.00)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즉,내재화된
스티그마의 수준이 높을수록 약물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표 10>스티그마와 치료추구행위간의 상관관계 (N=84)

**p<.01

스티그마 치료받기까지
걸린 시간

약물치료의
효과

약물치료에
대한 만족도

치료받기까지
걸린 시간 .20

약물치료의
효과 — .18 — .15

약물치료에
대한 만족도 — .37** — .1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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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논논논 의의의

본 연구는 우울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내재화된 스티그마 수준을 규명하고
치료추구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내재화된 스티그마는 본인이 그 스티
그마에 동의하여 스스로에게 적용함으로써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Watson& Corrigan,2001).이와 같이 스티그마로 인하여 자아
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상실을 경험하면 환자 스스로는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지,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지,또는 생의 반려자를 찾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자기 의심을 낳게 되어(Corrigan,2002)더욱 대상자의 치료
추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우울장애 환자에게 내재화된 스티그마 점수가 68.46점으로 나타났

는데 이 결과는 황태연,이우경,한은선,권의정(2006)의 연구에서 보고된 36.28점과
는 차이가 났다.이와 같은 결과는 우울장애 환자의 내재화된 스티그마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나타내었다.또한,스티그마 척도의 각 영역별로 두 연구를 비교해
보면 <표 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평가절하와 사회적 위축의 영역은 더 낮은 수준
의 스티그마를 경험하나 고립감,차별경험,부정적 고정관념,낙인극복의 영역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스티그마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황태연,이우경,
한은선,권의정(2006)의 연구의 대상자가 외래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에
서는 입원환자를 포함하여 정신과 입원경험이 스티그마의 수준을 더욱 높여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사료된다.따라서 입원환자의 경우 더욱 치료와 더불어 스
티그마의 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지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자가보고식 설문지 작성에 응한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

였고 연구자가 설문지를 배포시 연구대상자를 우울장애로 진단 받은 자로 한정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면 등의 각각의 증상 완화를 위해 정신과 병원을 방
문했을 뿐이지 우울장애 환자는 아니라고 하거나 우울장애 환자이나 스스로를 보
호자라고 칭하며 설문지 응답에 거부를 한 대상자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나마 정
신과적인 치료를 받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다수의 우울장애 환자들은 연구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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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대상자보다 오히려 스티그마 수준이 더 높을 것이라고 사료되며 그들을 대
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도 필요하리가 판단된다.
치료추구행위를 조사한 결과,우울장애를 발병 초기부터 정신질환이라고 인식

한 대상자는 17.9%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은 신경성 질환(44%),신체질환(14.3%)
으로 인식하여 정신과를 제외한 다른 진료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시작하다(35.7%)
대부분이 효과가 없어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이러한 치
료추구의 행태로 우울장애의 발병 후 정신과를 방문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까지 걸린 시간은 50%가 6개월 이상으로 치료의 시작 시기가 매우 늦어져 우울장
애의 치료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중재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정신과 치료를 권유받았을 때에 15.5%가 정신병자 취급으로 기분이 나쁘

고 속상함을 느꼈으며 4.8%가 약물치료를 거부하며,약물치료를 받더라도 11.9%가
임의로 필요한 때만 골라 먹겠다고 하였고,16.7%는 약물의 효과를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특히 이러한 대상자들에게 정신과 치료의 필요성과 스티그마 감소를 위
한 교육 및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우울장애 환자들은 39.3%가 약물치료에 만족하지 않으며,94.8%가 약물치료 외

에 뭔가 다른 치료를 원하나 59.5%가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약물치료 외의 치료
추구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순히 우울장애의 증상이 약물치료만으
로는 환자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만족을 시킬 수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인지행동
요법이나 미술요법 등 다양한 치료방법을 제시하여 약물치료와 함께 치료 받아
치료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겠다.
앞으로 치료계획을 살펴보면,58.3%만이 주치의가 완치되었다 할 때까지 꾸준

한 약물치료를 받고자 하였으며,치료중인 환자의 42.7%는 자의로 약물을 중단하
거나 약물복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울장애의 효과적인
치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특히,우울장애 환자들이 정신과적인 전문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결국 우울장애의 치료의 과정에서 이탈할 것이고 이는 우
울장애와 관련된 증상조절의 실패로 더욱 큰 스티그마를 형성하게 되는 약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따라서 우울장애 환자들이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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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우울장애 환자의 내재화된 스티그마와 치료추구행위간의 관계를
살펴보면,스티그마 수준이 높을수록 약물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치료받기까지 걸린 시간과 약물치료의 효과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이는 스티그
마가 치료추구를 지속하게 하는 약물치료에 대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을 감안한다면 교육을 통한 스티그마의 감소로 정신과적인 치료를 꾸준히 받게
하여 우울장애의 증상완화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된다.또한
본 연구에서 치료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절반가량이 6개월 이상으로 상당히 오래
걸려 연구의 결과에서는 상관관계가 없이 나타났으나 추후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좀 더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우울장애 환자의 스티그마와 치료추구행위를 살펴보

았을 때 우울장애 환자에게 내재화된 스티그마는 이들이 향후 치료추구를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우울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스티그마
의 극복을 위한 간호중재의 개발이 매우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판단되며 우울장
애 환자의 치료 시작시 내재화된 스티그마 수준을 파악하여 치료와 더불어 스티
그마 감소를 위한 중재를 제공함으로써 치료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
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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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의의의의의의

최근 자살의 증가로 우울장애의 치료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다양한 약물이나

인지행동 프로그램의 개발 등 치료방법에 대한 논의는 많으나 이는 모두 우울장
애 환자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을 때에야 비로소 효과적이다.그러나 우
울장애 환자의 절반 이상은 스티그마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신념 때문에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지 않을 정도로 전문적인 치료 제공받기를 꺼려한다(Halter,
2004;Lisaetal.,2006).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우울장애 환자의 내재화된
스티그마와 치료추구행위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정신과적인 전문치료에 자발적이
고 적극적인 참여를 돕는 것에 초점을 둔 간호학적 연구는 시도된 바가 없다.따
라서 우울장애 환자의 내재화된 스티그마와 치료추구해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실
질적인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시도와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고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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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1.우울장애 환자를 표적모집단으로 하였으나 경기도 소재 1곳의 종합병원에서
편의추출로 선정된 대상자 84명의 소수의 자가보고에 의한 결과이므로 연구결과
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2.우울장애 환자의 스티그마를 측정시 연구에 동의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

으므로 오히려 높은 스티그마로 인해 연구 참여를 거부하였을 수 있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3.우울장애 환자의 치료추구행위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도구가 없어 연구

자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므로 우울장애 환자의 치료추구행위의 특성
이 잘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추후 고찰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연구결과의 일반화
에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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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AA...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우울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내재화된 스티그마와 치료추구행위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46일간 고양시에

소재한 일 종합병원에 우울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방문하는 우울장애 환자 8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 하였다.
연구도구로 우울장애 환자의 내재화된 스티그마를 측정하기 위해 황태연,이우

경,한은선,권의정(2006)이 번안한 한국판 정신질환의 내재화된 스티그마 척도
(TheKoreanVersionofInternalizedStigmaofMentalIllnessscale)을 사용하였
고,치료추구행위를 측정하는 도구로 김석현(1995)이 신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추구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개발한 질문지를 수정․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처리하여 기술통계,

T-test,ANOVA,Pearson'scorrelation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우울장애 환자의 내재화된 스티그마를 한국판 정신질환의 내재화된 스티그

마 척도에 의해 측정한 결과 평균 점수는 68.46±15.06점이었고 다섯 가지 하위
개념 중 고립감은 17.52±5.36점, 차별경험 14.17±4.61점, 부정적 고정관념
14.30±4.73점,낙인극복 12.90±3.28점,평가절하와 사회적 위축 11.95±3.64점으로
나타났다.
2.우울장애 환자들이 발병당시 가장 심하게 경험한 증상은 불면 혹은 과수면

64.3%,슬프거나 마음이 빈 듯하며 눈물이 글썽거림이 48.8%,근육통,변비,호흡
곤란,가슴통증 등 신체증상의 증가가 47.6%였으며 44%의 대상자가 발병당시 신
경성 질환으로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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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신과 치료 전 증상조절을 위해 한 행위로는 일을 그만 두고 휴식을 취한
경우가 42.9%,가족이나 친척,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의논 또는 정신과를 제외한
다른 진료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가 각각 35.7%였다.
4.정신과 치료 전 가장 효과적인 증상조절 행위는 44.0%가 어떤 방법도 효과

가 없었다고 하였다.
5.약물치료 후 가장 호전된 증상은 슬프거나 마음이 빈 듯하며 눈물이 글썽

거림이 40.5%,불면 혹은 과수면이 39.3%,쉽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남이 28.6%이
었다.
6.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27.4%가 1년 이상이 걸렸으며 22.6%

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걸려 50%가 6개월 이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7.현재 받는 치료로는 81%가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92.8%가 약물 외에

다른 치료를 받고 싶어 하였으며 그 중 59.5%는 다른 치료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8.우울장애 환자들은 남성이고 40대 이상에서 내재화된 스티그마가 높게 나타

났고,종교가 천주교이고 최종학력이 고졸/중퇴인 경우가 다른 대상자에 비해 스
티그마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정신과 입원경험
이 있을 때 내재화된 스티그마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p<.05).
9.내재화된 스티그마의 수준이 높을수록 약물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치료받기까지 걸린 시간과 약물치료의 효과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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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제제제언언언

본 연구에서는 우울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내재화된 스티그마 수준과 치
료추구행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
고자 한다.

1.우울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내재화된 스티그마의 감소를 위한 간호중재의
개발과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2.설문지 응답을 거부한 대상자들이 오히려 스티그마의 수준이 높을 수도 있

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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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부부탁탁탁의의의 말말말씀씀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에서 정신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우울장애 환자들의 스티그마와 치료추구행위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자료는 우울장애 환자들의 스티그마를 감소시킴
으로써 치료 추구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귀중하게 쓰여 질 것 입니다.
본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2007.5.연구자 김 현 경 (연락처 017-743-9943,fromuto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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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일일일반반반적적적 사사사항항항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귀귀귀하하하의의의 해해해당당당사사사항항항에에에
∨∨∨표표표시시시하하하거거거나나나 기기기입입입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1.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 ( ) 여( )

2.귀하의 연령은? 만 ( )세

3.귀하의 결혼상태는?
① 기혼 ② 미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동거 ⑥ 기타( )

4.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없다 ⑤ 기타 ( )

5.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무학 ② 초졸/중퇴 ③ 중졸/중퇴 ④ 고졸/중퇴
⑤ 대학재학 ⑥ 대졸/중퇴 ⑦ 대학원 이상

6.귀하의 월 소득은 얼마입니까? ( )원

7.정신과 입원 경험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 회)

8.자살시도 경험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회)

9.병원에 오는 데 까지 교통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 )시간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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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 병원에서 치료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치료진의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② 치료진이 상담을 주의 깊게 잘 들어주기 때문에
③ 집에서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④ 병원비가 싸기 때문에
⑤ 사는 곳과 멀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위험이 적기 때문에
⑥ 방송을 비롯한 매스컴이나 인터넷 또는 소문을 통해 잘 치료한다는 이야기

를 들어서
⑦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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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가가가 우우우울울울장장장애애애의의의 증증증상상상을을을 경경경험험험하하하였였였을을을 때때때 내내내용용용입입입니니니다다다...각각각 항항항목목목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해해해당당당번번번호호호에에에 ∨∨∨표표표시시시를를를 하하하거거거나나나 기기기입입입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1.발병당시 가장 심하게 경험했던 증상을 3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1)거의 하루 내내 슬프거나 마음이 빈 듯하며 눈물이 글썽거렸다
2)거의 항상 나의 앞날에는 희망이 없다고 느껴졌다
3)거의 항상 내 자신이 가치가 없으며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4)거의 항상 나는 매사에 내 자신을 비판하고 자책했다
5)거의 항상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6)거의 항상 나는 쉽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났다
7)진로,취미,가족,친구 등에 대한 관심을 거의 잃었다
8)어떤 일에 내 자신을 억지로 내몰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하기가 힘들었다
9)근육통,변비,호흡곤란,가슴의 통증 등과 같이 신체적으로 여기저기 아픈
곳이 부쩍 늘었다

10)나의 외모가 추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11)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데도 식욕이 없거나 지나치게 많이 먹었다
12)거의 매일 밤마다 잠이 들기 어려워 고생하거나 잠을 개운하게 자지 못했
다 또는 지나치게 피곤하여 너무 많이 잤다

13)성(sex)에 대한 관심을 잃었다
14)나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했다
15)인생은 살 가치가 없으며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며 기회가 되면 죽으려

고 계획을 세우거나 시도를 했다

2.1번 문항에 관한 증상을 아래의 건강문제 중 어느 것이라 생각하였습니까?
1)일시적인 가벼운 심신의 피로 2)신체질환 3)노이로제
4)신경성 질환 5)정신질환 6)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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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증상이 처음 나타나서 정신과 전문치료를 받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
니까?
1)1주일 미만 2)1주일 이상 ~1개월 미만
3)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4)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6개월 이상 ~1년 미만 6)1년 이상

4.정신과 치료를 받기 전 증상조절을 위해 한 행위를 모두 고르십시오.
1)가족이나 친척,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였다
2)혼자서 인터넷이나 의학서적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찾아보았다
3)일을 그만 두고 휴식을 취하였다
4)약국에서 약을 사 먹었다
5)종교(신앙)의 힘에 의지하였다
6)한약을 먹거나 침을 맞았다
7)무당이나 역술가를 찾아 상담 받거나 굿을 하였다
8)정신과를 제외한 다른 진료과에(예:내과,신경과 등)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9)곧바로 정신과 병원을 방문하였다
10)기타( )

5.정신과 치료를 받기 전 증상조절을 위해 한 행위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가족이나 친척,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의 의논
2)혼자서 인터넷이나 의학서적 등을 이용하여 정보 찾기
3)일을 그만 두고 휴식 취하기
4)약국에서 약 사먹기
5)종교(신앙)의 힘에 의지하기
6)한약 복용이나 침 맞기
7)무당이나 역술가에게 상담 받거나 굿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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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정신과를 제외한 다른 진료과를(예:내과,신경과 등)방문하여 치료받기
9)곧바로 정신과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기
10)기타( )
11)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었다

6.1번의 증상이 나타난 후 정신과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1)스스로 정신과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
2)가족이나 주위 사람들,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 등 타인의 권유
3)비정신과 의료인의 권유
4)정신질환 관련의 사이버상의 의사나 간호사의 교육이나 상담 후 권유
5)기타( )

7.주위로부터 처음 정신과 치료를 권유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1)그럴 수도 있거나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여 정신과 치료 권유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2)담담했다
3)정신병자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거나 속상하고 화가 났다
4)스스로 정신과 병원에 방문했다

8.귀하는 현재 어떠한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1)약물치료만 받는다 2)개인상담,정신치료만 받는다
3)약물치료와 개인상담,정신치료 모두 받는다

9.약물치료를 처음 권유받았을 때 당신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1)전문가의 지시에 따를 것이다
2)되도록 약물치료는 안했으면 좋으나 전문가가 해야한다고 하면 따를것이다
3)약물복용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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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현재 약물복용에 대한 귀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1)매우 규칙적인 약물복용으로 협조적이다
2)마지못해 억지로 약물을 복용하나 규칙적으로 복용중이다
3)임의로 필요할 때만 골라 먹는다
4)약물 복용을 완강히 거부한다

11.약물치료의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1)약물의 효과를 잘 모르겠다
2)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3)매우 도움이 된다

12.약물치료 외에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약물치료만으로도 충분하다
2)약물치료와 함께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
3)약물치료 외에 다른 치료도 함께 받고 싶으나 어떤 치료방법이 있는지 모른
다

13.약물치료 후 가장 호전된 증상 3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거의 하루 내내 슬프거나 마음이 빈 듯하며 눈물이 글썽거리는 증상
2)거의 항상 나의 앞날에는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증상
3)거의 항상 내 자신이 가치가 없으며 실패자라는 생각이 드는 증상
4)거의 항상 나는 매사에 내 자신을 비판하고 자책하는 증상
5)거의 항상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어려운 증상
6)거의 항상 나는 쉽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증상
7)진로,취미,가족,친구 등에 대한 관심을 거의 잃은 증상
8)어떤 일에 내 자신을 억지로 내몰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하기가 힘든 증상
9)근육통,변비,호흡곤란,가슴의 통증 등과 같이 신체적인 증상
10)나의 외모가 추하다는 생각이 드는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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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데도 식욕이 없거나 지나치게 많이 먹는 증상
12)거의 매일 밤마다 잠이 들기 어려워 고생하거나 잠을 개운하게 자지 못하

는 증상 또는 지나치게 피곤하여 너무 많이 자는 증상
13)성(sex)에 대한 관심을 잃은 증상
14)나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증상
15)인생은 살 가치가 없으며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며 기회가 되면 죽으려

고 계획을 세우거나 시도를 하는 증상

14.우울장애 증상으로 인해 현재 받고 있는 약물치료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거의 만족하지 않는다
3)거의 만족한다
4)매우 만족한다

15.앞으로 우울증상의 조절을 위한 정신과 치료의 계획은 어떠합니까?
1)주치의가 완치가 되었다고 할 때까지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2)주치의의 허락이 없어도 어느 정도 증상이 조절되면 약물복용을 중단할 계
획이다

3)약 처방을 받아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할 계획이다
4)약은 복용하기 원치 않으므로 힘들 때 상담만 받으러 정신과 병원에 올 계
획이다

5)정신과 병원에 더 이상 다니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로 이겨내 볼 계획이다
6)정신과 병원은 다니지 않으나 다른 치료방법을 찾아볼 계획이다
7)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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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다다다음음음은은은 정정정신신신질질질환환환(((우우우울울울장장장애애애)))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내내내재재재화화화된된된 낙낙낙인인인의의의 정정정도도도를를를 알알알아아아보보보는는는 문문문항항항
입입입니니니다다다...귀귀귀하하하가가가 해해해당당당하하하는는는 항항항목목목에에에 기기기입입입하하하거거거나나나 ∨∨∨표표표 해해해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번호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신질환(우울증)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낀다 1 2 3 4

2 정신질환(우울증)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1 2 3 4

3 정신질환(우울증)이 없는 사람들은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1 2 3 4

4 정신질환(우울증)이 있다는 사실이 수치스럽고 당혹스럽다 1 2 3 4

5 정신질환자(우울증 환자)인 나 자신이 실망스럽다 1 2 3 4

6 정신질환(우울증)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나는 열등하다 1 2 3 4

7 정신질환자(우울증 환자)에 대한 편견은 나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1 2 3 4

8 사람들은 나를 보면 정신질환자(우울증 환자)라는 것을 알아 차린다 1 2 3 4

9 정신질환자(우울증 환자)들은 폭력적이다 1 2 3 4

10 정신질환(우울증)때문에 결정을 내릴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1 2 3 4

11 정신질환자(우울증 환자)들은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 1 2 3 4

12 정신질환자(우울증 환자)는 결혼하면 안 된다 1 2 3 4

13 나는 정신질환자(우울증 환자)이기 때문에 사회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다 1 2 3 4

14 정신질환(우울증)때문에 사람들이 날 차별한다 1 2 3 4

15 사람들은 내가 정신질환(우울증)때문에 살아가면서 큰 일을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1 2 3 4

16 정신질환자(우울증 환자)라고 나를 무시하거나 별 볼일 없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1 2 3 4

17 사람들은 정신질환자(우울증 환자)라는 이유로 나를 보호하려 들거나
어린 아이 취급을 한다 1 2 3 4

18 정신질환(우울증)이 있기때문에 아무도 나와 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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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우울증)이 남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내 이
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다 1 2 3 4

20 정신질환(우울증)으로 인해 내가 남들에게 이상하게 보이거나 행동하
게 될까봐 전처럼 사람들과 잘 사귀지 않는다 1 2 3 4

21 정신질환(우울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나는 세상으로부터 동
떨어져 지내고 있다 1 2 3 4

22 내 가족이나 친구가 나 때문에 난처해하지 않도록 항상 사람들과 같이
있는 자리를 피한다 1 2 3 4

23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가 내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부적절하게
느껴진다 1 2 3 4

24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까봐 가까이 하는 것을 피한다 1 2 3 4

25 나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편안하다 1 2 3 4

26 대체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 1 2 3 4

27 정신질환(우울증)이 있지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 1 2 3 4

28 정신질환(우울증)을 가지고 있어도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1 2 3 4

29 정신질환자(우울증 환자)로 살아가다보니 점점 강해지는 것 같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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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SStttiiigggmmmaaaaaannndddTTTrrreeeaaatttmmmeeennntttSSSeeeeeekkkiiinnngggBBBeeehhhaaavvviiiooorrriiinnnDDDeeeppprrreeessssssiiiooonnn

KKKiiimmm,,,HHHyyyooonnnKKKyyyooonnnggg
DDDeeepppaaarrrtttmmmeeennntttooofffNNNuuurrrsssiiinnnggg
TTThhheee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
YYYooonnnssseeeiii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Thisisadescriptivesurveyforinvestigatingdepressivedisorderpatients’
internalizedstigmaandtheirtreatment‐seekingbehavior.Thesubjectsofthis
study were84depressivedisorderpatients(inpatientsand outpatients)ata
generalhospitalin Goyang City,who were selected through convenient
sampling.Datawerecollectedduringtheperiodfrom May1toJune15,2007.
Thesubjectswereexplainedabouttheobjectiveofthisresearchandrequested
tofilltheself‐reportingquestionnaire.Incasesubjectscouldnotanswerthe
questionnaireby themselves,theresearcherread thequestionsso thatthey
could answer the questions.As to research tools,in order to measure
depressivedisorderpatients’internalizedstigma,weusedtheKorean‐version
Internalized StigmaofMentalIllnessInventory(K‐ISMI,HwangTae‐yeon,
LeeWoo‐gyeong,HanEun‐seon,KwonEui‐jeong,2006),andinorder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reatment‐seeking behavior, we used the
questionnairedevelopedbyKim Seok‐hyeon(1995)tostudyneuroticpatients’
treatment‐seekingbehavior,revisingandsupplementingitforthepurposeof
thepresentstudy.Collected datawereprocessed using theSPSSWIN 12.0
program,and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t-test,ANOVA,and
correlation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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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ultsofthisstudyaresummarizedasfollows.
1.Accordingtotheresultsofmeasuringinternalizedstigmaindepression

usingK-ISMI,themeanscorewas68.46±15.06,andthescoresofthefivesub‐
factorswere:17.52±5.36forAlienation;14.17±4.61forDiscriminationexperience;
14.30±4.73forStereotypeendorsement;12.90±3.28forStigmaresistance;and
11.95±3.64fordevaluationandsocialwithdrawal.
2.Themostseveresymptom thatpatientsindepressionexperiencedduring

theonsetofthediseasewasinsomniaoroversleeping(64.3%),beingtearful
dueto sorrow oremptiness(48.8%)and theincreaseofsomaticsymptoms
such asmuscularpain,constipation,dyspnea and chestpain (47.6%),and
duringtheonsetofthedisease44% ofthesubjectsregardeditasaneurogenic
disease.
3.Behaviorsforcontrollingsymptomsbeforehavingpsychiatrictreatment

werestoppingtheirworkand havingarest(42.9%),discussingwithpeople
around includingfamily,relativesand friends(35.7%),orvisitingamedical
departmentotherthanpsychiatryandreceivingtreatment(35.7%).
4.Ofthe subjects,44.0% replied thatno treatmentbefore psychiatric

treatmentwaseffective.
5.Thesymptomsthatshowedthemostsignificantimprovementafterdrug

treatmentwerebeingtearfulduetosorrow oremptiness(40.5%),insomniaor
oversleeping(39.3%),andbeingangeredandirritatedeasily(28.6%).
6.Timetakenuntilreceivingpsychiatrictreatmentwasmorethan1year

(27.4%)orbetween6monthsand1year(22.6%).Thus,50% ofthepatients
spentover6monthsuntiltheybegantoreceivepsychiatrictreatment.
7.Ofthepatients,81% werereceivingdrugtreatment,but92.8% wanted

treatmentotherthandrugtreatmentand59.5% ofthosewhowanteddifferent
treatmentdidnotknow whattreatmentmethodswere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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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Ofthepatientsindepression,thescoreofinternalizedstigmawashigher
inmalepatients,thoseagedover40,thosewithmonthlyincomeof1,000,000
wonorless,andthosewithexperienceinhospitalizationinpsychiatry,andit
waslowerinCatholicsandthosewhowerehighschoolgraduatesordropouts
(p<.05).
9.Satisfactionwithdrugtreatmentwaslowerwhenthelevelofinternalized

stigmawashigh,andtimetakenuntilreceivingtreatmentwasnotcorrelated
withtheeffectofdrugtreatment(p<.05).

Summing up the results of this study,internalized stigma level in
depression appeared seriously high and therefore itis urgentto develop
nursing interventions for patients in depression to overcome stigma.In
addition,itisrequired to measure the levelofinternalized stigma when
startingtreatmentforpatientsindepressionandprovidenursinginterventions
forloweringthelevelofstigmaalongwiththetreatmentsothattreatmentcan
bemaintained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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