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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외래환자에서 낙인을 많이 느끼는 군과 적게 느끼는 군에서의
임상 요인 비교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한 정 현·김 철 권
Comparisons of the Clinical Variables between High and Low Self-Stigma Group
in the Outpatients with Schizophrenia
Jung Hyun Han, MD and Chul Kwon Kim,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clinical variables between high and low self-stigma group in the outpatients with schizophrenia.
Methods : 209 schizophrenic outpatients were assigned to high self stigma group (n=76) and low self stigma group (n=133)
based on the scores of perceived stigma, and compared age, sex, education, age of onset, duration of illness, number of hospitalization, symptom, social functioning, insight, self-esteem, empowerment between two groups.
Results : 1) The high self-stigma group had significantly lower age of onset, higher duration of illness and number of hospitalizations compared to the low self-stigma group. 2) In the PANSS, the high self-stigma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 in the
total score and general symptoms compared to the low self-stigma group.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positive
symptoms and negative symptoms between two groups. 3) The high self-stigma group had significantly lower empowerment and
self-esteem compared to the low self-stigma group. 4) The high self-stigma group had significantly higher insight compared to the
low self-stigma group.
Conclusion : Self-stigma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directly reduces self-esteem and empowerment, and may cause depression and a lower quality of life. Therefore, identifying self-stigma and its degree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for good outcome.
(Korean J Schizophr Res 2018;21:28-36)
Key Words : Self-stigma · Internalized stigma · Schizophrenia · Social functioning · Insight · Self-esteem ·
Empowerment.

서

론

말한다. 구조적 낙인은 제도적 낙인으로도 불리어지는데 이
것은 민간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규칙, 정책, 절차 등을 통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전 세계 모든 사회에서

해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기회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내재

존재한다.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낙인은 크게

화 낙인(internalized stigma)은 자기낙인(self-stigma) 혹은

사회적(social), 구조적(structural), 내재화(internalized) 낙인

느껴지는 낙인(felt stigma)으로도 불리어지는데, 이것은 환

2)

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낙인은 대중 낙인(public stigma)

자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의 고정관념에 동의하고, 그 고정

으로도 불리어지는데, 이것은 큰 사회집단이 낙인찍힌 소집

관념이 자신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이

단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현상을

가치 없는 사회구성원이라는 것을 믿는 과정을 말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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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은 정신과 환자와 가족들이 자주 경
험하는 심각한 문제로 특히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 가
장 흔히 나타난다.3)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친구와 이웃
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일할 기회를 제한당하며 거부감과 고립
감을 경험한다.4) 이로 인해 환자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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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현 등

받지 않으려 하며 우울과 분노감이 증가한다.5) 환자는 자신

정적인 고정관념에 그만큼 더 동의하게 된다. 정신질환을 앓

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자신과 동일시하여 자존감과 자기 유

고 있는 사람이 고정관념에 동의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

6)

효성이 떨어진다. 환자는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차별받고 이
7)

시키면 자기낙인이 형성된다. 그러나 고정관념에 동의하지 않

것은 사회생활 위축과 단절을 초래한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오히려 주인의식을

환자 뿐 아니라 가족도 병에 대한 편견과 낙인으로 자존감이

가지고 병과 싸워 나가게 된다.

8)

상실되고 직장 생활과 대인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자기낙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가장

조현병 환자에 대해 일반 대중이 가지는 낙인, 즉 사회적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연구는 2010년에 Livingston과 Boyd가

낙인에 대한 연구는 가장 역사가 깊으며 그 결과는 국내외에

시행한 메타분석20)으로 자기낙인과 여러 요인과의 상관성을

많이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농촌 주민,9) 도시 주민,10) 지역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낙인 연

11)

12)

사회 지도자, 가족,

13)

14)

의대생과 간호학생, 전문가 들을 대

구에서 가장 일관성 있게 보고되는 결과는 자존감과 주인의식

상으로 다양한 조사가 시행되었으며, 대상에 관계없이 모두

의 감소로, 자존감이 낮을수록21-25) 주인의식이 낮을수록21,22,26)

조현병 환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반

자기낙인은 심해진다. 그리고 자존감을 상실할수록 병으로부

면 구조적 낙인이나 내재화 낙인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들

터 회복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27-33)

어와 조현병 환자의 회복 개념이 중시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

조현병 환자에서 자기낙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모두 상관

했다. 이중 내재화 낙인이 조현병 환자에서 주인의식(empow-

계수를 이용하여 낙인과 여러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erment), 자존감(self-esteem), 자기 효율성(self-efficacy)과

것이다.20)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는 전반적인 양상을 알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보고됨으로써 많은 연구가

보는 면에서는 도움 되지만 연구마다 상관계수 수치가 다양하

진행되고 있다.

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본

내재화 낙인 또는 자기낙인을 형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

연구에서는 조현병 외래환자에서 낙인을 많이 느끼는 군(고

다. 자신에 대한 낙인을 내면에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부

낙인군)과 적게 느끼는 군(저 낙인군)으로 나누어 두 군을 비

분의 사람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ste-

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외래환자

reotypes)을 알아차린 후에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해야 한다.

들을 대상으로 고 낙인군과 저 낙인군으로 나누어 두 군간에

고정관념이란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학습된 정형화된 지식

임상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비교 요인

15)

을 말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흔한 고정관념은 위험하고

은 인구학적 요인(나이, 성별, 학력)과 임상요인(발병나이, 유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고정관

병기간. 입원 횟수, 증상, 사회기능, 병식, 자존감, 주인의식)이

념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자신도 그런 인간에 해당된다고 동

다. 또 고 낙인군과 저 낙인군은 낙인 경험 면에서 어떤 차이

의할 때 자기낙인이 생긴다. 자기낙인이 형성되면 사람들의 거

가 있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부감이 두려워 사회생활을 피하게 되고 그것은 고립과 실직

방

으로 이어진다. 자기낙인이 심할수록 환자는 자신을 평가절

법

하하고, 수치심을 가지며, 대인관계를 피하고, 위축된 사회생
활을 하게 된다.16)

연구 대상

그러나 모든 정신질환자가 자기낙인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

DSM-IV 진단 기준34)에 의거하여 조현병으로 진단된 환

다. 낙인집단에 속한 개인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때 어떤

자들로 동아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 치료를 받

사람은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것

고 있는 2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동아대학교병원

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17,18)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기관윤리심의기구의 승인을 얻은 후 진행되었으며, 모든 참여

19)

이유는 공정성 이론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

자에게 본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신질환자는 무능하기 때문에 일을 잘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일

대상 환자는 모두 외래로 통원치료를 다니고 있는 증상이 안

반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타당하다고 지각하면 자신이 취직을

정된 조현병 환자들이다. 선정기준은 의무기록지를 통해 평가

못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도

전 최소 12주 동안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기록이 없고, 평가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공정성 이론을 자신에게 적용하면, 정

전 최소 12주 동안 복용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의 용

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당연한 것으로 보는 사람은

량에 변화가 없으며, 평가 절차에 협조할 수 있는 환자로 하

그만큼 낙인을 덜 자각하게 되고 그러면 정신질환에 대한 부

였다 배재기준은 경련성 질환, 기질성 뇌병변의 병력이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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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심되는 환자, 정신지체, 20세 미만과 60세 이상의 연령

차 15점의 T전환을 통해 표준 점수화한다. 따라서 최종적으

대에 속하는 환자, 알코올이나 약물 의존 환자는 제외되었다.

로 채점을 할 때에는 채점표에서 얻어진 원점수를 기록하고

참여 환자의 사회 특성과 임상 특성으로는 나이, 성별, 학력,

그 다음에는 채점표의 뒷부분에 첨부되어 있는 전환표를 이

발병나이, 유병기간. 입원 횟수 등을 조사하였다. 대상 환자의

용하여 표준점수로 환산한다. 사회기능척도는 환자용, 가족

사회 인구학적 요인과 임상요인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용, 채점용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회기
능 척도는 환자와 가족들이 자가보고 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평가 척도

높을수록 사회기능이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

자기낙인

병 식

조현병 환자가 스스로 경험하는 낙인과 차별을 평가하기 위

병식 평가는 병에 대한 자기평가 질문지(self-appraisal of

35)

해 Wahl이 개발한 자가보고 형식의 한국판 낙인경험 척도

illness qustionnaire)38)를 이용하였다. 질문지는 17개 문항으

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낙인 경험에 대한 9개의 문항과 차

로 구성되어 있고 ① 정말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아니다, ④ 전

별에 대한 12개의 문항 등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혀 아니다의 4점 척도로 평가하며 문항 2, 3, 4, 5, 6, 7, 8, 9,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낙인경험 척도에서 낙인경험에 대한 9

14, 17은 역으로 계산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병식이 낮은 것

개의 문항만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이중 낙인 문항 8(사람들

으로 해석한다.

은 내가 정신과 환자라는 사실을 알아도 나를 공평하게 대우
해 준다)과 낙인 문항 9(내가 정신과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주인의식

된 친구들은 나를 도와주고 이해해준다)는 역으로 계산한다.

주인의식이란 말 그대로 스스로 삶의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모든 문항의 점수는 ① 전혀 아니다, ② 거의 아니다, ③ 약

환자가 치료의 객체가 아니고 치료 과정의 주체라는 의식을

간 그렇다, ④ 자주 그렇다, ⑤ 아주 자주 그렇다로 평가하였

가지는지에 대한 평가로 환자가 얼마나 질환을 회복하고자

고 점수가 놓을수록 낙인이 심한 것으로 해석한다.

하는지를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는 Rogers 등39)이 개발한 주
인의식 척도(consumer constructed empowerment scale)를

정신병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 정

정신병리는 한국판 양성 및 음성증상 증후군 척도(positive
36)

말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아니다, ④ 전혀 아니다의 4점 척도

and negative syndrome scale : PANSS) 로 평가하였다. 이

로 평가하며 문항 4, 7, 8, 10, 16, 17, 21, 22, 23은 역으로 계

척도는 총 3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성 증상군 척

산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인의식이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도 7개, 음성 증상군 척도 7개, 일반 정신병리 척도 16개로 이
루어져 있다. 평가는 1점(없음)에서 7점(최고도의 정신병적 상

자존감

태)까지 점수화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병리 상태가 심한

자존감은 Rogenberg40)가 개발한 자존감 척도(self-esteem

것으로 해석한다. 정신병리의 측정은 담당의사가 시행하였다.

scale)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5개 긍정문항과 5
개 부정문항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 척도로 자신

사회기능

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① 정말 그

사회기능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

렇다, ② 그렇다, ③ 아니다, ④ 전혀 아니다의 4점 척도로 평

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하며 문항 3, 5, 8, 9, 10은 역으로 계산한다. 점수가 높을

개발된 한국판 사회기능척도(social functioning scale)37)를

수록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참여/철수(social engagement/
withdrawal), 대인관계에서의 의사소통(interpersonal com-

자료 분석

munication) 부차적 사회활동(prosocial), 레크레이션(rec-

본 연구의 모든 통계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reation), 독립성-능력(independence-competence), 독립성-

두 환자군에서의 변수 비교는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수행(independence–performance), 취업/직업(employment/

t-test)을 이용하였다. 성별은 카이제곱검증(Chi-square test)

occupation)등 7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7개의 영역에서 얻어

을 이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낙

진 각 점수는 비중 면에서 차이가 있어 평균 100점, 표준편

인을 많이 느끼는 군과 적게 느끼는 군의 분류는 한국판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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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경험 척도 문항에서 수신자조작곡선을 통해 각각의 낙인

ROC curve

경험에 대한 ROC 곡선을 분석하였다(그림 1). 이 분석을 통

1.0

해 낙인을 많이 느끼는 군과 적게 느끼는 군을 분류할 수 있
는 값 3.5를 도출하였다. 기준값 3.5를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0.8

군을 고 낙인군으로, 점수가 낮은 군을 저 낙인군으로 설정
하였다.

결

Sensitivity

0.6

과

고 낙인군과 저 낙인군에서 인구학적 임상 요인 비교(표 1)

낙인 1
낙인 2
낙인 3
낙인 4
낙인 5
낙인 6
낙인 7
낙인 8
낙인 9

0.4

고 낙인군은 저 낙인군에 비하여 발병나이(t=-2.98, p=
0.003)가 유의하게 낮았고, 유병기간(t=3.52, p=0.001)과 입원

0.2

횟수(t=2.83, p=0.005)는 유의하게 높았다.
0.0

고 낙인군과 저 낙인군에서 정신병리, 사회기능, 주인의식,

0.0

0.2

0.4

자존감, 병식 비교(표 1)

0.6

0.8

1.0

1-specificity

1) PANSS에서 고 낙인군은 저 낙인군에 비하여 총 점수

Fig. 1. ROC curve of 9 items of stigma scale.

Table 1. Sociodemograph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low and high self-stigma group in the patient with schizophrenia
Total (N=209)

Age (years)

Low stigma (N=133)

High stigma (N=76)

t

p

Mean

SD

Mean

SD

Mean

SD

38.67

8.01

38.08

8.47

39.70

7.05

1.40

24.43

6.82

21.74

5.11

-2.98

0.003
0.001

Onset age (years)

0.16

Duration of illness (years)

14.55

8.59

12.80

8.56

17.68

7.80

3.52

Education (years)

12.81

2.09

12.84

2.26

12.76

1.81

-0.26

3.17

3.5

2.63

3.05

4.05

4.01

2.83

0.005

Total

62.39

17.35

59.87

15.74

66.74

19.17

2.73

0.007

Positive

13.58

5.25

13.17

4.73

14.29

6.02

1.44

0.15

Negative

16.15

5.99

15.75

6.18

16.84

5.61

1.22

0.22

General

32.66

9.19

30.94

8.08

35.62

10.24

3.56

＜0.001

717.48

68.85

720.38

70.32

712.42

66.36

-0.80

0.42

101.35

10.40

99.49

13.16

-1.12

0.26

Number of hospitalization

0.79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Social function scale
Total
Social engagement/ Withdraw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104.76

15.19

103.97

18.59

-0.33

0.74

Indenpendence-performance

103.41

17.86

102.03

17.56

-0.54

0.58

Independence-competence

101.70

18.25

100.96

13.36

-0.30

0.75

Recreation

102.05

17.89

100.13

16.38

-0.76

0.44

Prosocial

103.02

17.69

102.22

19.05

-0.30

0.76

Employment/Occupation

104.09

11.19

103.62

10.44

-0.30

64.28

7.75

67.18

7.41

2.64

Consumer constructed empowerment scale

65.33

7.74

Rosenberg self-esteem scale

23.52

4.23

22.89

4.12

24.62

Self-appraisal of illness questionnaire

38.83

6.04

39.65

5.82

37.39

Sex (male/female)

4.22
6.19

N

N

N

122/87

75/58

47/29

0.76
0.009

2.89

0.004

-2.62

0.009

χ2
0.59

p
0.47

(58.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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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외래환자에서 낙인을 많이 느끼는 군과 적게 느끼는 군에서의 임상 요인 비교

(t=2.73, p=0.007)와 일반증상(t=3.56, p＜0.001)에서 유의하

인 문항 9(내가 정신과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은

게 높았지만 양성증상과 음성증상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

나를 도와주고 이해해준다)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문항에서

이지 않았다.

모두 유의하게(p＜0.001) 높았다.

2) 사회기능에서 고 낙인군과 저 낙인군간에는 총점과 각

고

세부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찰

3) 고 낙인군은 저 낙인군에 비하여 주인의식 점수(t=2.64,
p=0.009)와 자존감 점수(t=2.89, p=0.004)가 유의하게 높았다.

외래 치료를 받고 있는 증상이 안정된 조현병 환자들을 대

이는 고 낙인군이 저 낙인군에 비하여 주인의식과 자존감이

상으로 자신이 경험하는 낙인 수준에 따라 고 낙인군과 저 낙

유의하게 낮음을 의미한다.

인군으로 분류한 후 두 군 간에 인구학적 요인과 임상적 요인

4) 병식에서는 고 낙인군이 저 낙인군에 비하여 총 점수

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고 낙인군은 저 낙인군에 비하여 발병

(t=-2.62, p=0.009)가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고 낙인군이 저

연령이 유의하게 낮았고, 유병기간이 길었으며, 입원횟수가 많

낙인군에 비하여 병식이 유의하게 있음을 의미한다.

았다. 또 고 낙인군은 저 낙인군에 비하여 PANSS의 16개 일
반증상 중 6개 증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주인의식과

고 낙인군과 저 낙인군에서 PANSS 일반증상 비교(표 2)
고 낙인군은 저 낙인군에 비하여 신체적 관심(t=2.38, p=

자존감은 낮았지만 병식은 더 있었다. 반면 사회기능은 두 군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0.01), 불안(t=3.76, p＜0.001), 죄책감(t=2.13, p=0.03), 우울

본 연구에서 고 낙인군이 저 낙인군에 비하여 발병 연령이

(t=4.85, p＜0.001), 능동적 사회적 회피(t=5.67, p＜0.001)에서

유의하게 낮았는데, 이 결과는 조현병 환자에서 발병연령이

유의하게 높았고, 반면 판단과 병식 결여(t=-4.49, p＜0.001)

낮을수록 낙인을 더 많이 지각한다는 연구41)와 일치한다. 자

에서는 유의하게 낮았다.

기 낙인은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인간인지를
내재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병 연령이 어릴수록 대인관계와

고 낙인군과 저 낙인군에서 낙인경험 문항 비교(표 3)

사회생활 기회가 적어지며 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부

낙인 경험에 대한 9개 문항에서 고 낙인군은 저 낙인군에

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 낙인군은 저 낙인군

비하여 역으로 계산하는 낙인 문항 8(사람들은 내가 정신과

에 비하여 유병기간이 길었는데, 이 역시 발병연령과 연관 지

환자라는 사실을 알아도 나를 공평하게 대우해 준다)과 낙

어 해석할 수 있다. 조현병 환자에서 유병기간이 길수록 환자

Table 2. Comparison of general psychopathology scale scores of the PANSS between low and high self-stigma group in the patient
with schizophrenia
Low stigma (N=133)

High stigma (N=76)

Mean±SD

Mean±SD

G1. Somatic concern

1.92±0.77

2.22±0.44

2.38

0.01

G2. Anxiety

2.26±0.68

2.70±0.98

3.76

＜0.001

t

p

G3. Guilt feelings

2.27±0.78

2.54±0.11

2.13

0.03

G4. Tension

2.49±0.64

2.47±0.84

-0.14

0.89

G5. Mannerisms/posturing

1.92±0.93

1.95±0.91

0.22

0.83

G6. Depression

2.19±0.82

2.75±0.76

4.85

＜0.001

G7. Motor retardation

1.81±0.79

1.91±0.95

0.77

0.44

G8. Uncooperativeness

1.83±0.81

1.93±0.88

0.78

0.44

G9. Unusual thought content

2.10±0.66

2.24±0.63

1.49

0.14

G10. Disorientation

1.18±0.44

1.17±0.47

-0.14

0.89

G11. Poor attention

2.05±0.88

2.07±0.96

0.16

G12. Lack of judgment/ insight

2.71±0.71

2.16±0.78

-4.49

＜0.001

G13. Disturbance of volition

2.25±0.89

2.24±0.91

-0.08

0.93

G14. Poor impulse control

2.17±0.86

2.24±0.86

0.52

0.61

G15. Preoccupation

2.18±0.74

2.24±0.83

0.51

0.61

G16. Active social avoidance

2.29±0.79

2.95±0.82

5.67

＜0.001

0.88

t : independent t-test, PANSS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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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the perceived stigma scores between low and high self-stigma group in the patient with schizophrenia

1. I have worried that others will view me unfavorably because

Low stigma (N=133)

High stigma (N=76)

Mean±SD

Mean±SD

2.70±0.99

t

p

3.63±1.07

6.38

＜0.001

2.47±1.01

3.45±0.99

6.72

＜0.001

2.32±1.06

3.47±0.82

8.14

＜0.001

2.95±1.35

3.76±1.36

4.21

＜0.001

2.20±1.09

3.87±1.01

10.91

＜0.001

1.91±0.93

3.39±1.28

9.69

＜0.001

1.95±0.96

3.11±1.34

7.24

＜0.001

2.94±1.31

2.94±1.31

0.65

0.52

2.74±1.37

3.13±1.37

1.98

0.05

I am a psychiatric patient.
2. I have been in situations where I have heard others say
unfavorable or offensive things about psychiatric patients
and their illnesses.
3. I have seen or read things in the mass media
(e.g., television, movies, books ) about psychiatric patients
and their illnesses that I find hurtful or offensive.
4. I have avoided telling others outside my immediate family
that I am a psychiatric patient.
5. I have been treated as less competent by others when
they learned I am a psychiatric patient.
6. I have been shunned or avoided when it was revealed that
I am a psychiatric patient.
7. I have been advised to lower my expectations in life
because I am a psychiatric patient.
8. I have been treated fairly by others who know I am a
psychiatric patient.
9. Friends who learned I am a psychiatric patient have been
supportive and understanding.
t : independent t-test

는 병을 앓는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할 기회가 많아지고 그 결

죄책감, 우울, 능동적 사회적 회피에서 유의하게 높았지만 판

과 사회적 낙인을 경험할 가능성도 증가하게 된다. 또 유병기

단과 병식 결여에서는 유의하게 낮았다. 고 낙인군이 저 낙인

간이 길수록 환자는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이 낫기 어렵고 만

군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증상들은 크게 보아 불

42)

성적인 과정을 밟는다는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자기낙인을

안과 우울증상이다. 신체적 관심과 능동적 사회적 회피는 불

형성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고 낙인군이 저 낙인군에 비하여

안증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죄책감은 우울증상 범주에 넣을

입원 횟수도 유의하게 많았는데, 조현병에서는 입원 그 자체

수 있다. 또 고 낙인군은 저 낙인군에 비하여 판단력과 병식

43)

가 낙인을 찍는 딱지 역할을 한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입원횟

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병식 평가척도를

수 증가는 자기낙인 형성을 심화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

사용하여 따로 평가한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된다. 본 연구결

현병 환자에서 내재화 낙인과 여러 요인과의 상관성에 대한

과는 조현병 환자에서 낙인을 많이 지각하는 환자는 불안과

메타분석에서 사회 인구학적 요인은 낙인과 유의한 상관성

우울 수준이 높으며 반대로 병식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지 못했는데, 성별에 대한 38편의 논문

이것은 병에 대한 병식이 있을수록 외부로부터 낙인을 더 민

중 31편에서, 나이는 35편의 논문 중 24편에서, 교육수준에서

감하게 경험하고 그것은 불안과 우울을 초래한다고도 해석

20)

는 27편의 논문 중 22편에서, 유의한 상관성이 없다고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안, 우울, 병식, 낙인 중 어느 요인이 가

본 연구에서도 고 낙인군과 저 낙인군간에 나이, 성별, 교육

장 선행하는지는 본 연구와 같은 횡단면적 연구로는 규명할

수준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 없으며 추적연구가 필요하다.

고 낙인군은 저 낙인군에 비하여 PANSS 전체 점수와 일

본 연구에서 고 낙인군은 저 낙인군에 비하여 자존감과 주

반증상 점수는 유의하게 높았지만 양성증상과 음성증상에서

인의식이 낮았는데 이것은 자기낙인 개념이 자존감 및 주인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군에서 PANSS 전체 점

의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자존감과 주인의

수에서의 유의한 차이는 일반증상 점수에서의 차이 때문으

식이 낮아지는 이유는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

로 해석된다. PANSS 일반증상에 대한 추가분석 결과 고 낙

념이 옳다고 인정하고 자신도 당연히 그런 고정관념을 받을

인군은 저 낙인군에 비하여 일반증상 16개 항목 중 6개 항목

만한 대상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낙인을 내면화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관심, 불안,

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실패자라고 간주하게 되고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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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과 주인의식이 감소하게 된다.29,44) 구체적으로 조현병

험하는 저 낙인군에 속하는 환자들 역시 주위 사람들로부터

환자가 사회적 편견과 낙인에 대해 고립과 위축을 선택하면

우호적인 반응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시사한다.

자신을 평가절하하게 되고 그것은 자존감 감소로 이어지고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가보고 형식의 낙

나아가 주인의식 저하로 연결되어 결국은 우울증과 삶의 질

인척도 점수만 가지고 자기낙인을 많이 느끼는 군과 적게 느

26)

내재화 낙인과 자존감 및 주인의식

끼는 군으로 나눈 점이다. 추후에는 자기낙인을 평가하는 척

과의 상관성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자존감은 34편의 논문 중

도를 두 가지 사용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여 두 군으로 나누

30편에서 모두 음성 연관성을 보였고, 주인의식은 12편 논문

는 것이 더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증상이 안정된

중 11편에서 모두 음성 연관성을 보였다.20)

조현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 결과를 증상이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본 연구에서 자기낙인이 높은 군이 낮은

심한 조현병 환자들의 자기낙인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하기 어

군에 비하여 병식이 더 있다는 것이다. 병식은 자신이 정신질

렵다. 셋째, 자기낙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 지지나 사회

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병식이 없

지지와 같은 사회적 요인을 조사하지 않은 점이다. 넷째, 자기

45)

46)

으면 치료 순응도가 낮고, 사회기능이 떨어지며,

치료결과

낙인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임상 요인들이 성향(trait) 의

도 나쁘다. 그렇지만 병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울은 심해지

존적이냐 아니면 상태(state) 의존적이냐 하는 문제를 규명하

47)

48)

49)

50)

고, 자존감은 감소되며, 행복감과 삶의 질이 떨어진다 는

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 같은 횡단면적 연구가 아닌 종적 추적

연구결과도 일관성 있게 보고된다. 이러한 모순되는 결과는

연구가 추후에 필요하다.

조현병 환자가 병을 인정함으로써 받는 충격은 병의 의미를
51)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낙인을 많이 지각하는 군과 적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조현

지각하는 군으로 나누어 두 군 간에 인구학적 요인과 다양한

병을 더 이상 사회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

임상 요인을 서로 비교한 것은 자기낙인 연구에 적지 않은 의

아들인다면 병식이 있을수록 절망감과 의욕상실을 느끼게 된

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 반대로 조현병의 의미를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결

병식이 생길수록 병을 도전으로 받아들여 극복하려는 노력

론

을 하게 된다.
사회기능은 고 낙인군과 저 낙인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본 연구 목적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외래환자들을 대상으

이지 않았다. 사회기능과 자기낙인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로 낙인을 많이 느끼는 군과 적게 느끼는 군으로 나누어 두

결과는 상반된다. 메타연구에서는 8편 논문중 4편에서는 상

군 간에 임상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20)

관성이 있지만 4편에서는 상관성이 없다고 보고된다.

사회

연구 방법은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기능과 자기낙인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

증상이 안정된 조현병 환자 209명을 대상으로 스스로 지각하

는 이유는 사회기능이 병식과 마찬가지로 모순적인 역할을

는 낙인 수준에 따라 고 낙인군(76명)과 저 낙인군(133명)으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사회기능이 좋아 사회접촉을 많

로 분류한 후 두 군 간에 나이, 성별, 학력, 발병나이, 유병기

이 하는 환자 일수록 병식이 있는 환자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

간. 입원 횟수, 증상, 사회기능, 병식, 자존감, 주인의식을 비교

기낙인을 더 많이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사회기능

하였다.

이 나빠 사회생활을 못할 때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무능력을 내면화하여 자기낙인을 느낄 가능성이 증가된다.
고 낙인군과 저 낙인군간에 9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낙인
척도에서 어떤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았

그 결과 고 낙인군은 저 낙인군에 비하여 발병연령이 유의
하게 낮았고, 유병기간이 길었으며, 입원횟수가 많았다. 고 낙
인군은 저 낙인군에 비하여 주인의식과 자존감이 낮았지만
병식은 더 있었다.

는데 문항 8(사람들은 내가 정신과 환자라는 사실을 알아도

PANSS로 측정한 정신병리에서 고 낙인군은 저 낙인군에

나를 공평하게 대우해 준다)와 문항 9(내가 정신과 환자라는

비하여 전체 점수와 일반증상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지만 양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은 나를 도와주고 이해해준다)를 제

성증상과 음성증상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

외한 나머지 7개 문항에서 모두 고낙인 군이 저 낙인군에 비

낙인군은 저 낙인군에 비하여 16개의 일반증상 중에서 신체

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문항 8과 문항 9는 9개 문항들 중에서

적 관심, 불안, 죄책감, 우울, 능동적 사회적 회피에서 유의하

유일하게 역으로 계산하는 문항이다. 이 두 영역에서 고 낙인

게 높았고, 반면 판단과 병식 결여에서는 유의하게 낮았다.

군과 저 낙인군간에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는, 낙인을 적게 경

34

조현병 환자에서 자기낙인은 직접적으로 자존감과 주인의
Korean J Schizophr Res 2018;21: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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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떨어뜨리고 이차적으로 우울증과 삶의 질 저하를 초래
한다. 따라서 자기낙인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좋
은 치료결과를 얻기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의 하
나이다.
중심 단어：자기낙인·내재화 낙인·조현병·증상·사회기능·

병식·자존감·주인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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