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5, Vol. 27, No. 1, 109 128

기업체 종사자의 전문적 상담 추구 의도에 대한 연구: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

진 경 미†

권 경 인

잡코리아

광운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기업체 종사자의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및 전문적 도
움추구 의도에 미치는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국내 기업체에 종사하는 만 19세 이상의 남녀
5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의도의 관계를 이론모형으로 설정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목록을 개발하였다. 전문적 도움추구 의
도 목록은 선행연구와 104명의 국내 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해 예
비문항을 제작하였으며 전문가 평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가정문제, 건강문제, 정신건강 & 성격,
이성문제, 진로문제, 직장문제 등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19개의 문항이 도출되었다. 기업체
종사자의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및 의도의 이론모형에 대한 검증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이 각각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매개로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가 사회적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기 낙인이 사회적 낙인
보다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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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종사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국한되지 않고 직무만족도 및 직무몰입의 저
하 등 기업의 생산성과 관련되고 의료이용 및
산업재해의 증가로 인한 국가의 사회적 부담
과 연관되어 있다(장세진 등, 2005). 그러므로
기업체 종사자의 정신건강의 문제를 조력하
기 위해 외국의 경우에는 근로자지원프로그
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이하 EAP)이 확
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전문상담가가 조직
에 고용되고 사내에 상담실이 설치된 내부모
델이 보편적이지만 최근에는 외부 EAP 모델
이 외국계 회사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산
되고 있다(왕은자, 2009).
기업상담 분야에서 우리나라보다 오랜 역사
를 가진 외국에서는 EAP를 중심으로 기업상
담의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기업상담은 개
인적인 측면에서는 기업체 종사자의 불안, 스
트레스, 우울 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며
직무 행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McLeod, 2001). 또한 조직적인 측면에서
는 병가나 결근 등의 손실일수, 업무 손상 및
재해건수 등을 줄임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더 나아가 직무성과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
등으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Collins, 1998;
Schear, 1995; Stephen & Bingaman, 1999).

국내에서 기업상담과 EAP가 확산되면서 최
근 이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기업 내
상담은 이해관계자이자 관련 주체인 상담자,
조직, 내담자를 핵심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왕
은자, 2009). 각 주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상
담자에 대한 연구로는 기업상담자의 역할 및
능력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남현주, 2014;
정연식, 1997; 조해연, 이송하, 이동혁, 2013).
이들 연구에서 나타난 상담자의 역할은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직적응 및
심리적, 정서적 문제해결을 조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운영효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조직의 측면에서는
EAP의 도입사례(김성건, 2013; 김지수, 2012)와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 등에 대한 효과성
연구가 진행되었다(박시현, 연문희, 2009; 이동
영, 노희연, 2014). 마지막으로 내담자에 대해
서는 EAP 또는 상담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조사(김대성, 류향우, 최수찬, 임성견, 우종
민, 2007; 우룡, 2005)와 기업 상황에서 내담자
의 상담소 방문에 대한 이유(김선경, 전재영,
2012) 등이 연구되었다. 그 이외에도 기업 내
상담서비스에 대한 실태 및 활성화에 대한 연
구를 찾아볼 수 있다(류희영, 2008).
이처럼 국내에서 기업상담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내담자 측면에서 상
담 요구나 방문이유 외에 이들과 관련된 여러
변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내담자는 상담서비스의 고객이자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관계의 핵심 축이다(정찬
석, 2005; 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왕은
자, 2009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기업상담을
더욱 활성화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체 종사자가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
어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조직적 요인에 대
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업체 종사자가 상
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적 요인으로
는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자일수록, 여성일수
록, 이전에 정신건강서비스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상
담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해결과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강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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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조직적인 요인으로는 친숙함이나
적극적인 홍보가 이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Azzone et al., 2009)
반면 비밀보장에 대한 우려나 동료와 상급
자가 상담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인 인식은 기
업상담 및 EAP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
고되고 있다. Carroll(1996/2010)의 연구에서는
많은 내담자들이 상담에서 했던 말이 조직으
로 전해지고, 상담 내용이 인사기록에 남으며,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기업상담을 이용하는 것을 꺼린다고 보고하고
있다. Macdonald와 Dooley(1990)의 연구에서는
자신이 상담을 받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할지
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EAP를 이용하지 않
는다고 나타났다. 또한 Walton(2003)의 연구에
서는 만약 상급자가 부하직원이 상담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에 대해 전
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것을 우려하
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상급자들은 상담에 대
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국내 연구에서도 상담을 받을 경우 개
인 비밀 유출이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 나타
났으며 직원들이 상담에 대한 독립성과 비밀
보장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기업상담의 활
성화 과제로 보고되었다(김경년, 2006; 류희영,
2008). 위에서 언급한 국내외 연구 결과를 종
합해 보면 기업상담이나 EAP를 이용하는 것
이 자신의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확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
이다(Athanasiades, Winthrop, & Gough, 2008;

련지어 볼 수 있다. 낙인(stigma)이란 사회적으
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간주되는 개인적인
또는 육체적인 특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특징
또는 결함으로 정의된다(Blain, 2000). Corrigan
(2004)은 낙인을 사회적 낙인(public stigma)과
자기 낙인(self-stigma)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낙인(public stigma)이란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찾는 사람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다고 여기는 인식을 의미한다
(Vogel, Wade, & Hackler, 2007). 자기 낙인
(self-stigma)이란 상담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자신
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다. 즉, 상담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에 대해 다른 사람이 표현하는
부정적 이미지가 내면화되고(Corrigan, 2004;
Holmes & River, 1998) 자신에 대해 열등하고
부적응적이며 유약하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
다(Nadler & Fisher, 1986). 사람들은 낙인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심리적
인 문제를 숨기거나 치료를 회피하기도 한다
(Corrigan & Matthews, 2003).

기업상담 분야에서도 낙인과 상담서비스
이용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Butterworth(2001)는 낙인을 내부적인 낙인
(internal stigma)과 외부적인 낙인(exteranl stigma)
으로 구분하여 EAP 이용과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낙인을
높게 지각하였으며 연령대가 높은 그룹은
외부적인 낙인보다 내부적인 낙인으로 인해
EAP의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Harlow(1998)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낙인이 높
Delaney, Grube, & Ames, 1998; Harlow, 1998;
은 기업체 종사자는 EAP의 이용이 낮을 것이
Weiss, 2003).
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Whelan, Robson, & Cook
상담서비스 이용에 있어 부정적 인식은 전 (1999)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상담
문적 도움추구에 있어 회피요인인 낙인과 관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불편감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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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결과적으로 낙인은 기업체 종사자의 상
담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자발적인 참여를 억
제하고 나아가 프로그램의 이용과 성공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Bamberger, 2009; Butterworth, 2001).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체 종사자가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낙인이 미치는 영향에 주
목하고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와의 관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상담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어려움이나
정서상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적 훈
련을 받은 상담자에게 상담 대화를 통하여 도
움을 받는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이다.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태도는 중요한 변인으로 고
려되었다. 태도(attitude)란 어떤 대상, 행동, 사
건에 관하여 한 개인의 극단적인 평가적 차원
또는 감정적 차원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Fishbein & Ajzen, 1975). 그러나 행동을 예언하
는데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었던 태도
가 항상 행동을 예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밝
혀졌고(이재창, 박미진, 2008) 행동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요인으로 의도를 주목하였다.
의도(intention)는 사람이 특정 행동을 실행하기
위해 얼마나 시도할 것이며, 얼마나 노력을
할 것인지와 관련된 개념으로 특정 행동에 대
한 주관적 가능성이다(Ajzen, 1991).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체 종사자의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낙인과 전문적 도
움추구 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의 관
계에서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은 각각 전문
적 도움추구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되었다(Deane & Todd, 1996; Komiya,
Good, & Sherrod, 2000; Vogel et al., 2007). 즉,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내면화할수록 상담서
비스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
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이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즉
상담에 참여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한 주관적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iville &
Constantine, 2007; Vogel, Wade, & Haake, 2006).

낙인과 의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회적 낙
인과 자기 낙인은 독립적인 변인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매개로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와 관련되었다(박준호,
2008; 이민지, 손은정, 2007). 위의 결과를 종
합해 보면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매개로 전문적 도움추구 의
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전문적 도움추
구 의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체 종사자의 낙
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와의 관계를 검증
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및 의도에서 각
변수의 인과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모두
포함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각 변인들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기존에는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다
(박준호, 2008; 이민지, 손은정, 2007; 정진철,
양난미, 2010; Vogel et al., 2007). 그러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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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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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종사자는 인사고과, 승진과 연봉 등 대학
생과는 다른 평가체계와 조직문화 속에서 생
활하고 있다. 그러므로 낙인이 전문적 도움추
구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의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
므로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연
구에서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기업체 종
사자의 상담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밝힌 연구는 많지만 낙인과 관련된 연구는
드물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기업체 종
사자가 상담서비스 이용을 하는데 있어 부
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낙인에 대해 효과
적인 개입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방 법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목록 개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업체 종사자를 대상
으로 한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목록을 개발
하였다.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에 대한 기존
의 연구들은 대학생을 위주로 이루어졌고 이
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Cash, Begley, McCown,
& Weise(1975)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목록(Intentions to Seek
Counseling Inventory: 이하 ISCI)을 사용하였다.
ISCI는 학업문제 등 대학생에게 국한된 문항들
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체 종사자의 전문적 도
움추구 의도를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예비연구로 기업체 종
사자를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해 전
문적 도움추구 의도 목록을 개발하였다.

연구대상
개방형 설문조사는 서울에 소재한 기업체에
종사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
시되었다. 응답자는 총 104명으로 남자 48명
(46.2%), 여자 56명(53.9%)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 27명(23.0%), 30대 68명(65.4%), 40대 9명
(8.7%)이였다. 또한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목
록에 대한 타당화는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
해 실시되었다. 총 424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응답자는 남자 168명(39.6%), 여
자 256명(60.4%)이였으며, 평균연령은 34.5세
(SD=7.08)였다.
분석방법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해 항목을 도출하였으
며 선행연구를 통해 의도 목록에 대한 하위요
인을 구성하여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예비
문항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에서 상
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평정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목록을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총 19개의 전
문적 도움추구 의도 목록에 대하여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결과

등(1975)이 개발한 ISCI의 질문을 참고
하여 상담(심리치료)을 받는다면 어떠한 부분
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지를 주관식으로
5개 이상의 항목을 열거하도록 하는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로부터 543
개의 항목이 도출되었으며 이 중 의미를 알
수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17개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26개의 목록으로 정리하였다. 선
행연구(김대성 등, 2007; 류희영, 2008; 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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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식, 1997; 최수찬, 2004)를 참고하여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목록의 하위요인을 구
성하였으며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총 526개의 문항을 유사항목으로 분류하였으
며 중복문항을 제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최종 도출된 총 7개 하위요인, 총 37개의
목록으로 예비문항을 제작하였다.
예비문항에 대해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평정을 실시하였다. 평정에 참여한 전
문가는 총 3인으로 이들은 기업현장에서 상담
을 진행하고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2인과 박
사재학중인 1인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를 대
상으로 총 37개 항목에 대하여 문항의 적합도
를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1점: 절대 그
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이 중 3인의 전
문가 평정한 점수가 평균 3.0점 이하이거나
전문가 2인 이상이 3.0점 이하로 평정한 9개
문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있는 석사재학
생 3인과 기업체 종사자 3인에게 문항의 이해
도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중복된다고 판
단되는 문항을 제거하고 문항의 단어를 이해
하기 쉽게 수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
쳐 최종적으로 총 6개 하위요인, 총 19개 문
항이 도출되었다.
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KMO값은
.885으로 .80이상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값이 3731.499(df=171, p < .001)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므로 요인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6요인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에서와

같은 모델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특정 문항의 요인부하계수가 .30이 되어야
하고 요인 간 부하량의 차이가 .10이상이 되
어야 한다는 Floyd와 Widaman(1995)의 연구를
참고하여 요인구조를 분석한 결과 직장 내 성
추행, 신체 및 언어 폭력을 제외한 모든 문항
이 6요인 하에서 위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직
장 내 성추행, 신체 및 언어 폭력은 선행연구
와 개방형 설문조사에서는 직장문제로 분류되
었으나 요인분석에서는 정신건강과 성격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응답자들이 직장 내 성추행,
신체 및 언어폭력을 직장생활과 관련된 문제
보다는 개인의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우울, 불
안 등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로 간주하였기 때
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본 자료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직장 내 성추행, 신체 및 언어
폭력은 정신건강과 성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
에 의해 6요인으로 구성된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의 총 19문항에 대한 요인구조를 정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의
각 하위 요인 간 상관계수, 평균값 및 표준편
차를 산출하였고 표 3에 제시하였다.

2005;

표 1.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의 모형 적합도
모형
χ
df
6요인
528.871
137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내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
사는 온라인 설문과 오프라인 설문지를 통하
여 이루어졌으며 총 596부의 설문지가 회수되
었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44부
(N=424)
p

TLI

CFI

RMSEA

.000

.865

.892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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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문항의 6요인 구조

요인부하량

문항내용
요인: 직장문제
- 직장 내 차별로 인한 어려움(성별, 학력 등)
- 직장 내 팀워크 및 소속감의 문제
- 회사의 원칙이나 규칙과의 갈등
- 직장 내 역할 및 업무에 대한 갈등
- 상사 및 부하와 동료 간의 대인관계
2요인: 가정문제
- 부부갈등
- 가족구성원과의 갈등(배우자가족 포함)
-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
3요인: 진로문제
- 실직/퇴직 후 진로문제
- 경력개발 및 자기개발
4요인: 이성문제
- 이성교제에서의 갈등
- 독립 및 결혼에 관련된 문제
5요인: 건강문제
- 다이어트 및 외모 불만족
- 음주습관
- 성(性)적인 문제
6요인: 정신건강과 성격
-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어려움
- 인터넷중독, 쇼핑중독, 도박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
- 직장 내 성추행, 신체 및 언어 폭력
- 성격에 대한 이해와 변화(완벽주의, 부정적사고 등)

1

2

3

4

5

6

.745

.042

.016

-.052

.019

.132

.729

.020

-.162

-.037

.004

.028

.692

.031

-.069

-.075

.076

-.141

.646

.085

-.254

-.080

-.066

-.093

.551

.007

-.091

-.208

-.061

.103

.042

.839

.058

-.004

-.074

.151

-.106

.590

-.113

-.232

-.130

.186

.065

.460

-.001

.057

.122

-.116

.115

.014

-.722

.073

.030

.110

.131

-.009

-.691

-.013

.110

-.064

.186

.043

.140

-.721

.136

-.002

.127

.007

-.086

-.716

.061

-.017

-.016

-.043

-.133

-.148

.713

-.103

.027

.098

.021

.035

.651

.129

-.047

.105

-.120

-.231

.417

.165

-.100

.145

-.134

-.050

-.069

.705

.173

.014

.119

.042

.290

.507

.366

.065

.093

.097

.169

.470

.091

.018

-.067

-.283

.106

.458

1

와 상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설문지 128부를 도움추구 태도와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를 과
제외하고 총 424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 거의 상담 경험에 비추어 응답할 가능성이 있
였다. 상담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전문적 으므로 배제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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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하위요인 간 상관, 평균, 표준편차
전체
2. 가정문제
3. 건강문제
4. 이성문제
5. 진로문제
6. 정신건강과 성격
7. 직장문제
1.

주. **p<.01

1

2

3

4

5

6

7

.60**

-

.71**

.30**

-

.71**

.32**

.48**

-

.61**

.24**

.31**

.36**

-

.76**

.46**

.49**

.41**

.24**

-

.84**

.33**

.47**

.58**

.58**

.46**

는 남자 168명(39.6%), 여자 256명(60.4%)이였
으며, 평균연령은 34.5세(SD=7.08)였다.
측정도구
사회적 낙인
사회적 낙인을 측정하기 위해 Komiya 등
(2000)이 개발한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낙인척도(Stigma Scale for Receiving
Psychological Help)’를 이민지와 손은정(2007)이
역번역 기법으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
이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지각하는 사회적 낙인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
다. 본 척도의 개발자인 Komiya 등(2000)의 연
구에서 보고한 신뢰도(Cronbach α)는 .73이었으
며, 이민지와 손은정(2007)의 연구에서의 신뢰
도는 .7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7이
었다.

-

M

SD

2.48

.51

2.86

.65

2.28

.72

2.12

.75

2.51

.80

2.74

.70

2.29

.67

자기 낙인
자기 낙인을 측정하기 위해 Vogel 등(2006)
이 개발한 도움 추구에 대한 자기 낙인 척도
(Self-Stigma of Seeking Help Scale: SSOSH)를 윤
지영(2007)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기낙
인은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문가에게 도움을 구할 경우 스스로에 대해 어
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측정하고 있다. Vogel
등(2006)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6에서 .90이
었으며 2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2로
보고되었다. 윤지영(2007)의 연구에서는 .80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1이었다.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Fischer와 Turner(1970)가 제작하고, Fischer와
Farina(1995)가 10문항으로 간소화한 전문적 도
움추구 태도 척도를 박준호(2008)가 역번역 방
법으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단축형 척도
는 상담에 대한 신뢰도와 상담의 필요성 인식
의 2가지 차원에서 태도를 측정한다. 박준호
(2008)의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7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6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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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는 6개의 하위 요인,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하위 요인으로는 가정문제(3문
항), 건강문제(3문항), 정신건강과 성격(4문항),
이성문제(2문항), 진로문제(2문항), 직장문제(5
문항)이다. 응답자들에게 전문적 도움추구 의
도 목록에서 열거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어느
정도 상담을 받으러 올 것인지에 대해 4점 척
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
로 평정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가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신뢰도는 .90이며
각 하위요인별로는 가정문제 .69, 건강문제
.72, 정신건강과 성격 .76, 이성문제 .81, 진로
문제 .76, 직장문제 .89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응답자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잠재변수에 대
한 측정변수를 구성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였다. 셋째,
각 측정변수들 간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
도를 산출하였으며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섯째, 사회적 낙인, 자
기 낙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AMOS를 이
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Anderson과 Gerbing(1988)의 권유에 따라 측정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 인과모형의 적합
도를 분석하는 2단계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에서 최대우도법을 사용
하여 모수치를 추정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χ 뿐만 아니라 TLI, CFI,
RMSEA를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경로의 효과
성을 분해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
하였다.
2

결 과
측정변수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 중 사회적 낙
인과 자기 낙인은 단일 차원의 여러 문항이
한 개의 잠재변수를 구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의 제안에 따라 이들 잠재변수들에 대해
문항꾸러미(item parceling)를 제작하였다. 측정
변수들의 상관과 평균, 표준편차는 표 4에 제
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최대우도법은
자료의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는데 측정변수
들의 첨도와 왜도의 절대값이 2와 7 이하로
나타나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의 기본 가정인
정규성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모형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연
구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측정변수 중
진로문제와 직장문제가 측정오차 항 간에 비
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다. 진로문제와 직장문
제가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은 실직/퇴직 후 진
로, 경력개발 및 자기개발 등의 진로문제가
직장 내 역할 및 업무에 대한 갈등 등 직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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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1

1-1

1-2

2

2-1

2-2

2-3

3

3-1

1

1

1-1

.83**

1

1-2

.92**

.55**

**

**

.61**

**

**

.88**

**

**

.57**

**

**

.64**

**

**

-.35**

**

**

.89**

**

**

2
2-1
2-2
2-3
3
3-1

.59

**

.54

**

.49

**

.47

**

-.41

**

-.38

.38

**

.31

**

.37

**

-.30

**

-.27

.55
.53

.84

**

.49

.88

**

**

-.41

-.47

**

**

-.38

-.39

**

-.39

-.38

1

-.06

-.12*

.00

.01

-.04

.02

-.00

.23**

.22**

.17**

-.03

**

**

**

4-4
4-5

-.08
-.07

-.06
**

-.16

*

-.10

4-6

1

4

-.07

-.02

.04

.04

.07

-.08
.03
.02

-.01

-.07

-.10

-.03

*

*

-.10

-.12

**

-.34

.53**

.00

4-5

1

.86

-.09

**

-.40

-.28

4-3

**

-.48

-.32

-.05

4-4

1

-.40

-.04

**

.65

-.40

4-2

4-3

1

-.33

-.08

4-2

1

-.25

-.10

4-1

1

-.33

*

**

4

1

3-2

4-1

**

.41

3-2

.06
.04
**

.13

.03
.04

.25

.04

.09

.03

*

-.04
-.08

.01

**

.19

**

.22

**

.27

.16

.09

.06

.10

*

**

.16

**

.21

.10

**

.18

**

.17

1
.60**

1

**

.30**

**

**

.48**

**

**

.36**

**

**

.24**

**

**

.71
.71

**

.61

**

.75

**

.32
.24

**

.46

**

1

.31
.49

**

1

.41

1
1

4-6

.01

-.08

.07

.06

.05

.05

.06

.13

.13

.09

.84

.33

.47

.58

.58

.46**

1

M

2.31

2.51

2.18

2.55

2.69

2.40

2.52

2.71

2.83

2.59

2.48

2.86

2.28

2.12

2.51

2.74

2.29

SD

0.58

0.68

0.64

0.60

0.65

0.69

0.73

0.37

0.45

0.41

0.51

0.65

0.72

0.75

0.80

0.70

0.67

주. 1.사회적 낙인, 1-1.사회낙인1, 1-2.사회낙인2, 2.자기 낙인, 2-1.자기낙인1, 2-2.자기낙인2, 2-3 자기낙인3, 3.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3-1.도움신뢰, 3-2.도움필요성, 4.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4-1.의도가정, 4-2.의도건강, 4-3.의도이성, 4-4.의도진로, 4-5.의도심리, 4-6.의도직장
*

( p < .05,

**

p < .01)

제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서로 높은 상관을 나
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Fassinger(1987)
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정지수(MI)가 10을 초과
한 의도진로와 의도직장의 측정오차 간에 공
분산을 설정해 줌으로써 연구모형을 수정하였
다. 연구모형을 수정(이하 수정모형)한 후 분
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
에서 수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두 모형 간 χ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을
수정한 후 자유도 1만큼 감소하였으나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χ 을 44.939 만큼 얻게 되
2

어 연구모형과 수정모형 간의 χ 값의 차이가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으므로 수정모형
을 채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잠
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표준화계수가 표 6
에서와 같이 나타났으며, 측정변수들이 유의
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모든 측
정변수가 잠재변수를 구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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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모형
χ
df
연구모형
203.517
59
수정모형
158.578
58
2

표 6. 수정모형의 모수 추정치
잠재변수
측정변수
사회낙인1
사회적낙인
사회낙인2
자기낙인1
자기낙인
자기낙인2
자기낙인3
도움신뢰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도움필요성
의도가정
의도건강
전문적
의도심리
도움추구
의도이성
의도
의도진로
의도직장
주. ***p < .001

p

TLI

CFI

RMSEA

.000

.900

.924

.076

.000

.927

.947

.064

(N=424)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S.E.

C.R.

P

.132

10.387

***

.616

1.000

.896

1.367

.795

1.000

.765

1.023

.066

15.562

***

.799

1.126

.070

16.199

***

.781

1.000

.681

.786

.081

9.716

***

.511

1.000

.662

1.433

.162

8.841

***

.669

1.410

.159

8.885

***

.709

1.604

.176

9.126

***

.462

1.119

.161

6.969

***

.733

1.481

.160

9.244

***

구조모형 검증
수정모형은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이 각
각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및 의도와의 관계에
서 매개관계와 직접관계를 동시에 모형에 포
함시켰다. 수정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좋았으나 표 7과 같이 사회적 낙인
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의 경로가 p = .777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관계가 있을 것으로

설정된 가설, 즉 사회적 낙인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가설이
기각되었음을 의미하며 통계적으로는 모델이
더 간명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인 사회적 낙인
과 도움의도의 경로를 제거한 최종모형과 수
정모형의 χ 통계량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하였다. χ 통계량
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차
이를 보이므로 수정모형과 최종모형이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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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수정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사회적낙인 → 도움태도
사회적낙인 → 도움의도
자기낙인 → 도움태도
자기낙인 → 도움의도
도움태도 → 도움의도
주. ***p < .001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S.E.

C.R.

P

-.217

-.134

.064

-2.110

.035

.030

.017

.062

.283

.777

-.443

-.300

.070

-4.301

***

.263

.168

.075

2.229

.026

.441

.416

.101

4.125

***

(N=424)

표 8. 수정모형과 최종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모형
χ
df
수정모형
141.919
58
최종모형
158.656
59
2

p

TLI

CFI

RMSEA

.000

.929

.947

.064

.000

.931

.948

.063

그림 2. 최종모형 표준화계수

모형임을 검증하였다. 수정모형과 최종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해 보면 표 8과 같이 최종모형
이 더 나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서 무선표집으로 생성된 10,000개의 자
료 표본이 모수 추정에 사용되었으며, 신뢰구
간은 95%에서 설정되었다.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른 간접효과 검증결과는 표 9에 제시한 바
와 같이 간접효과의 경로계수가 p < .01에서
매개효과 검증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살펴보면, 사
회적 낙인에서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에 이르
최종모형의 변수들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 는 경로에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간접효
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Shrout와 Bolger 과(β = -.093, p < .05)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
(2002)의 제안에 따라 부트스트랩(Bootstrap) 절
타났다. 이는 사회적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차를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랩 실행을 위해 원 의도의 관계에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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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최종모형의 직․간접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95% 신뢰구간)
사회낙인 → 도움태도 → 도움의도
-.093*(-.231, -.002)
자기낙인 → 도움태도 → 도움의도
.284**
-.195***(-.425, -.076)
주. *p < .05, **p < .01, ***p < .001. (표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된 수치임)

전매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자기 낙인과 전문적 도
움추구 의도가 측정모형의 단순 상관(r =
.019)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매개모형 검증
후에는 경로(β = .284, p < .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자기 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매개로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에 영향
을 미칠 때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에 대한 경로
계수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처럼 변수
간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개 모형 검증 후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
거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
와 간접효과가 정반대의 부호를 지닐 경우 억
제효과(suppression effect)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
다(Cohen, Cohen. West, & Aiken, 2003; Tzelgov
& Henik, 1991).

논 의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의도와의 관계에 있어 기존 연구가 주
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기업체 종사자로 대상을 확장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와 의의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가 사회적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를 완

(N=424)
총효과
-.093*
.090

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 내
에서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바람직
하지 못하며 사회적으로 수용할 없다고 여기
는 인식이 높을수록(Vogel et al., 2006) 기업체
종사자들이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은 줄
어드는데 이는 사회적 낙인감이 상담에 대한
신뢰나 필요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체 종사자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협력과 경쟁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바
탕으로 인사고과 등의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
러한 평가의 결과는 승진이나 연봉과 관련된
다. 그러므로 기업체 종사자들은 인사고과 등
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
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즉, 평가의 주체
인 상급자가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
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자신에 대해 심리적
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거
나 상담에서 말한 내용이 인사기록으로 남아
경력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게 되는 것이
다(Harlow, 1998; Walton, 2003). 이처럼 상담서
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결
국 상담서비스를 회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
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기업체 종사자가 비교
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트라넷, 사내 뉴스레
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상담에 관련된
정보를 마케팅하는 방식 등을 통해 상담서비
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지지하는 조
직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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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 대한 비밀보장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상담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
하고 차별에 대한 우려 없이 상담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일환으로 사내상
담실이나 EAP 제공기업은 기업체 종사자에게
가능한 한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는 이미지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역시
상담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독립성을 최대
한 확보해 질 좋은 상담서비스가 기업체 종사
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 낙인이 사회적
낙인보다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더 부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서
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낙인보다는
자기 낙인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
다(정진철, 양난미, 2010; Bathje & Pryor, 2011;
Vogel et al., 2007). 이러한 결과는 기업체 종사
자가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료
나 상사가 문제 있는 직원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열등하거나
부적응적이라는 부정적인 내적 경험을 하고
이로 인해 자존감과 자기 가치감이 감소될 때
상담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
개인의 내면화된 편견을 감소시키고 변화시키
기 위해 충분히 조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다(서영석, 2010). 한 예로 상담서비스의 이용
목적을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두어 건강하게
기능하는 기업체 종사자가 자기이해와 성장,
문제해결 및 역량강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전통
적인 심리치료 이외에 진단, 조언, 자문, 코칭,

교육 등의 형태로 기업체 종사자를 조력할 필
요가 있다(김선경, 전재영, 2012).
셋째, 자기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와
의 관계에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가 억제효
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자기 낙인을 높게
지각할 경우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이는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열등하거나 부적응적이라고 느
낄 경우 상담서비스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이라는 신뢰와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
담실을 찾아갈 가능성이 감소한다고 보고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이민지, 손은정, 2007;
정진철, 양난미, 2010; Pederson & Vogel, 2007;
Vogel & Wester, 2003; Vogel et al., 2007). 이처
럼 자기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의 관계
에서 억제효과가 나타난 것은 현재로서는 명
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다음과 같이 추론
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측
정하기 위하여 Fischer와 Farina(1995)가 원척도
를 10문항으로 간소화한 전문적 도움추구 태
도의 단축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남숙경과 이
상민(2012)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단축형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
였으며 연구결과에서 성별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다소 양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이미경과 이상민(2013)
은 상담에 대한 양가태도집단의 특성을 분석
한 연구에서 양가집단은 상담에 대한 의도가
비교적 높으면서도 갈등수준이 높고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한 높은 집단 특성을
보였다. 이는 양가태도집단이 도움 행동을 하
고 싶어도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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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응답자가 남자 39.6%, 여자 60.4%로 여자
의 비율이 높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응답자
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여자 응답자가 상담에
대한 양가감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태
도가 본 연구에 반영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는 자기 낙인을 높게 보고한 응답자
는 사회적 낙인감이 높은 응답자들에 비해 상
담 의도는 높을 수 있지만 상담에서의 비밀
보장 혹은 상담이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실제로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억제효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와
의 관련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는 직장문제(예: 직장 내 역할 및 업
무 갈등) 또는 진로문제(예: 경력개발 및 자기
개발)와 관련된 문항이 전체 문항의 42%를 차
지한다. 기존의 ISCI가 학업문제, 진로문제 등
포괄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에 비해
기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의 문항은 구체적이고 직장과 관련
된 문항의 비율도 높다. 그러므로 기업체 종
사자는 조직장면에서의 심리적․사회적 당면
문제와 관련된 상담의 주제를 좀 더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김
선경과 전재영(2012)은 기업상담소 방문 결정
이유를 개념도 방법을 통해 탐색하였는데 군
집분석 결과 상담이 ‘직장생활 및 업무에 도
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의 군집을 이루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
의 응답자들은 조직장면에서의 상담주제를 명
확하게 인식하고 상담서비스를 통해 직장생활
을 보다 성공적으로 하고 싶은 기대로 상담서
비스의 이용 가능성을 높게 응답하였을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전문적 도
움추구 의도 목록은 상담에 있어 기업체 종사
자들의 실제적인 요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체 종사자의 상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사회적
변인들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와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업체 종사자들이 당
면하고 있는 문제를 개인 및 조직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였으므로 기업체 종사자의
상담 요구를 파악하는데 있어 사전조사 자료
및 보충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응답자 중 20대와 30대가 전체 응답자
중 76.1%에 해당하고, 직급에 있어서도 사원
과 주임/대리가 62.8%를 차지하고 있어 대상
의 표집에 있어 편향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 그러므로 기업체 종사자의 연령별, 직급별
구성비율을 감안하여 응답자를 구성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서 측정한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는 행동을 예
측하는 주요변인이기는 하지만 실제 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못했다. 그러므
로 후속 연구에서는 낙인, 태도, 의도 및 행동
간의 종합적인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
다. 셋째, 본 연구에서 자기낙인과 전문적 도
움추구 의도에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억
제효과가 나타났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가 조절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즉, 성
별, 연령 등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자기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의 관계에 있어서 전문
적 도움추구 태도의 수준에 따른 변화를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적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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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 의도를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다양한 변
로그램이 의사소통,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인들과의 관련성 및 기존에 타당성을 보장받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연구 - 기업장면
고 있는 검사와의 유사성과 연관성 등을 비교
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2), 887-910.
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전문적 도움추구 의 박준호 (2008). 남자 대학생들의 성역할갈등과 상
담 의도와의 관계: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
도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상담에 대한 태도의 매개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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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mployees' Intentions to Seek Professional Help:
Relations among Public Stigma, Self-Stigma,
and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Jin, Kyung-Mi

Kwon, Kyung-In

JOBKOREA

Kwangw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an employee’s public stigma and self-stigma affect
professional help-seeking attitude and intention. For this, 596 working employees were surveyed. A
theoretical model for public stigma, self-stigma, professional help-seeking attitude, and its intention was
built and empirically examin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In order to test the model, the scale
for intentions to professional help-seeking was developed and validated. In doing so, open-ended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for 104 employees. Nineteen questions were selected to measure family,
health, mental, personality, relationship, career path, and work place matters. Results for theoretical model
were as follows. Attitude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mediated between each public stigma,
self-stigma and intentions to seek professional help. Attitude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mediated
fully the association between public stigma and intentions to seek professional help. Self-stigma was related
to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more negatively than public stigma.
Key words : public stigma, self-stigma,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intentions to seek professional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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