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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장애 및 행동장애의 유병률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적 개입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과적인 치료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조기진단은 유
병율만 증가시켜서 의료인의 부담만 초래한다.

거듭해 왔다. Albee(1980) 는 점차 관심이 높아져

둘째는 발병율을 감소시켜서 유병율을 낮추는

가능 일차적 예방이 혁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일차 예방으로 진정한 의미의 예방적 개입이라 할

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정신보건 체계 및 이미 정

수 있겠다. 최근의 정치사회적 및 과학적 환경의

신질환을 앓고있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의 제공이

발달에 따라 예방적 개입 분야에도 새로운 개념의

편중되어 있는 정신보건 자원의 불균형적인 배분에

발전 및 연구가 활발해졌다. 결과적으로 정신질환의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예방적 개

예방에 대한 연구 및 계획 분야에서 실제 유효한

입으로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지만

개입전략을 강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인간고통의 주요

이는 매우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예방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개입에 관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

이는 수많은 专구자들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 이

한데 기인하는 것이다. 정서적 혹은 신체적 질환

루어진 것이고 이 업적을 유지하고 증대시키기

에는 두가지 형태의 개입이 있는데 첫째는 유병률을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A1-

감소시켜서 고통받는 환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고

bee 1984).

둘째는 질환에 관련된 고통을 경감시키거나 이에

물론 치료현장(field) 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

따른 장애를 완화시키는 삼차 예방 흑은 재활이다.

도 지나치지 않으며 더욱더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재활은 유병률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저자는 이러한 치료현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역설적으로 만성질환의 경우 수명을 연장시켜서

검증하고 향상시켜서 그 중요성을 제고시키고자

유병률을 증가시키며 불행하게도 많은 정서장애가

하며 이러한 파라다임적 구조속에서 향후 치료현

이에 해당된다.

장의 조직화는 그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병률은 발병율 및 유병기간의 함수이므로 실제

파라다임이 없는 과학적 지식의 축적은 비효율적

유병율을 줄이기 위해 두가지 접근방법이 모색되

이며 파라다임을 통해 기존의 지식을 조직화하고

는데 첫째는 조기발견 및 효과적인 치료를 즉시

통합하며 미해결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것으로 유병기간을 단축시켜 유병율을

매기며 문제해결의 전략을 마련하는 개념적 구조가

줄이는 것이다. 이를 이차 예방이라고 하는데 효

형성되어 살아있는 효과적인 예방적 개입전략이
수립되는 것이다. 말미에 Sameroff가 고안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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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구조를 바탕으로 예방적 개입을 개념화하고
(Sameroff & Chandler 1975 ； Sameroff 8c Fi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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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이의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서 기존 개입 이
론의 결과를 이해하고 차이점을 발견케하며 차세대

초적 인 회의를 품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 러한 저항을
극복하는데 많은 노력을 조모해 왔다. 현장의 선

예방전략 수립에 대한 촉매역할을 하고자 한다.

구자적이고 성공적인 옹호그룹인 George Albee,
Bernard Bloom, Gerald Caplan, Emory Cowen, Ste

미국에 있어서의 예방적 개입의

phen Goldston, James Kelly, Donald Klein, Beverley

미래에 대한 낙관론의 근거

Long와 George Spivack등은 확신에 차서 복합적인
원인들이 밝혀지지 않은 정서장애들은 이를 위한

향후 수십 년에 걸쳐 정신과학의 발전을 통해 각종

계획적인 노력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논리에

정서장애 및 행동장애의 유병률을 효과적으로 감

반박을 가하였다(Lamb & Zusman 1979，1981).

소시킬 광범위한 예방 및 치료적 개입을 고안해내고

이러한 반대의견에 대한 반박에 있어 예방옹호론

정착시킬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

자들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중요한 신체질환의

거는 충분하다. 첫째로 최근 미국 심리학회의 예방，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중보건 종사자들이 계

개선 및 개입에 관한 특별위원회(American Psycho

획된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logical Association’ s Task Force on Prevention, Pro

(Albee 1981，1982). 나아가서 질병발생과 관련이

motion and Intervention Alternatives) 의

있는 위험인자를 밝혀냄으로써 예방적인 목적을

에 의

하면 이미 현재 그러한 개입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달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고(Bloom 19

증거들이 있다(Price등 1988). 이 보고서에서 14개

81 ； Price 1983), Price둥 (1988) 이 기술한 시범계

의 시범계획이 위원들에 의해 효과적이라는 확고한

획을 검증함으로써 위험인자를 규명해 내는 것이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더 나아

효과적인 예방적 개입을 고안해내는 지름길이라는

가서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성공을 기약하는 계획

것을 지지하게 되었다.

들이 여러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위의 치료적

여러가지 경우에 있어서，예를 들면 계획입안자

개입들이 향후 발전을 보장해주는 확고한 계획적

들은 스트레스 생활사건을 정서장애의 중요한 변

근거들이다. 미국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가 제출한

인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러한

예방안(Project Prevention) 의 보고도 역시 이 결론

생활사건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마련하거나 이러한

을 지지한다(Shaffer & Philips 1988).

생활사건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둘째로 정서장애 및 행동장애의 예방을 위한

중진시키는 전략을 개발해 내었고 이로써 원인론적

연구계획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주

모델 없이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주장을 극복하게

기로 약속한 점에서 낙관론의 근거를 찾게 된다.

되었다. 아마 현시점에 있어서 사회과학자 어느

이 예산은 1980년대 들어서 매년 증가되어 왔으며

누구도 정서장애 및 행동장애를 예방키 위해 우

전국적인 알콜 및 약물남용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리자신이 예방적 연구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것의

고안 및 평가에 충분한 연구기금을 마련해 주는

과학적 정당성을 의심치 않을 것이다. 이상의 중

것과 병행하여, 현재 정신의학 분야에서 가능한

거들을 통해 볼때 공중보건 정책 입안 자들은 정

예방전략을 개발키 위해 필요한 장기적 연구를

서장애에 대한 국가의 짐을 더는데 있어서 현장의

지원하기 위한 적어도 최소한의 재정적 기초를

중요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마련해 놓았다.

이론과 결과와의 연계

더욱 중요한 것은 과거와는 달리 예방적 개입에
관한 연구를 위한 정치적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점 이다. 이 전 세대 와는 달리 (e.g., Albee 1982 ； Co-

과거의 업적과 현재의 공공적 인정은 의심할바

wen 1984 ； Klein & Goldston 197가이 분야 연구

없이 예방의 장래에 중요하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자들은 연구의 과학적 타당성을 증명해야하는 수

치료현장에서의 활동을 조직함에 있어서 이론적

고를 덜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과연 예방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므로써 현장은

개입이 필요하고 경제적 효율이 있는가 하는 원

파라다임 적 입지 (Paradigmatic stance) 안에서 그 작
638

업을 통합할 수 있다(Kuhn 1970). 정의에 의하면

러한 상황에서 평가조사의 가치나 필요성이 의심

이러한 파라다임적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입지에 따라 개입에 있어서

목표가 되는 문제점들 ;

질문해야될 성질과 그

이러한 조사가 필요하며 고안 및 해석이 이론적

순서 ; 해답을 추구함에 있어서 따라야할 각단계의

근거로 부터 발전해 왔다는 것은 중요하다. 우선

방법들 ; 나타난 결과의 우선순위를 다루어야 할

현장은 개입이 원치않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범주 ; 가장 중요한 것으로써 현존의 지식이 통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Lorion 1987a ； Lorion둥

합되어야 할 개념적 틀을 결정하는 조건을 수립하게

1988) 이러한 결과에 대한 충분한 증거들 때문에

될 것이다. 현장은 결과적으로 체계적인 지식의

현장에서 이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예방전략이

축적의 기초를 창출하고 이는 그 과학적 기초의

긍정적, 적어도 중립적이라고 가정하는(증명하는
것의 반대개념으로) 것은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

진보를 위한 다음 단계 및 장기적인 공공적 영향을

■
이다.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 있어서 현장이 이론적인 틀을 수용하는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예방적 개입을

것에 대한 토론은 과거노력에 대한 비판에 있는

실시하는 것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

것이 아니고 이들 노력에 의한 영향의 증거로 해

변화를 달성하는 가능성에 대한 경고이다. 아마도

석되어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수십 년전

부정적인 결과는 흔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의 전통성 및 사활은 의심시 되었다. 그러나

가정에 대한 타당성은 현재로서는 검증될 수 없다.

현재의 현장은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려는 점증하는

이론적으로 부정적 혹은 긍정적 결과를 비교분석

공공적 필요성을 직면하고 있다. 만약 미국 심리

하기 위해 고안된 계획평가를 시행함으로써 부정적

학회 특별위원회의 조사가 원래 진행중인 계획에

결과를 초래하는 정도 및 조건들에 대한 이해를

대한 반응이라면 이제 공공적인 수용이라는 절차가

증진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장은 이러한 원

남아있다. 인정된 계획과 잠정적인 계획의 효과에는

치않는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개입을 조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무시한

정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다면 이러한 괴리는 이제 이루어 놓은 업적에 의해

그러나 예방적 개입에 관한 공중의 지속적 지지에

미래에 대한 낙관론을 이루어 놓았다고 주장된

대한 최대의 위협은 부정적 결과에 대한 고려 및

계획에 대한 대중의 냉소로 바뀔 것이다.

탐색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Price등 (1988) 의 보고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

개입과 이를 기약만하는 개입과의 구별을 공중이

제출된 유효한 결과를 달성했다고 주장된 20%

할 수 없다는데 있다. 소아나 청소년들이 약물남용，

이하에서만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했다고 한다.

비행 및 학업실패를 완화시킨다는 가정에 의해

물론 이렇게 많은 과학적 증거의 생략은 계획개발

공중으로 부터 받아들여진 개입들은 마땅히 이러한

및 자체평가를 병 행하기에는 가용자원이 부족하다

목표들을 달성했다는 구체적인 실적들을 발굴해야

는 현실을 반영한다. 즉 어떤 경우는 전략적으로

할 것이다. 특정한 기술 및 대웅능력의 증가에 대한

모자라는 자원을 평가에 투자하지 않기도 한다.

증거들이 개입유무에 따른 발병을의 현격한 차이를

계획의 참신성 및 직접적 영향이 불확실한 경우

보여주는 것을 대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반응하는 개인의 자원을 증

조심스러운 계획수립자는 현명하게 때이른 평가에

가시키고 결핍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

의한 위험을 회피한다.
지역사회에서 한번 지지를 받은 확정된 계획은

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평가를 함에 있어서 다른 위험이 따른다. 예상되는
실익이 의심시되며 이렇게 얻은 신뢰성이 만약

개입은 지역사회의 의료써비스 전달계획에 있어서

평가결과가 시원치 않다면 상처받게 되는 것이다.

그 시행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람은 선험적으로

가치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영향의 한계에 대해서

더군다나 만약 의료전달자나 소비자가 그 효용성에

분명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대한 확신을 한다거나 “성공” 의 범주가 일시적이면

증진적 혹은 향상적 개입이 일관성있게 목표질환의

쉽게 평가를 않는 방향으로 합리화하게 된다. 이

유병률을 감소시킨 다면 그 업적은 분명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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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지지자들은 건강증진적 및 예방적 결과가 달성되
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을 위한 이론적 대안들

예방적 개입과 증진적 개입의 구별은 사소한 것이
아니다. 이는 중요한 이론적 및 공공정책적 의미를

현단계에 있어 대체적인 이론적 전망을 활발히

함축하고 있다. 개념적으로 이 차이를 밝혀내는

개발함으로써 많은 실익이 있다. 앞으로 기술할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적응적 혹은 비적응적 행동을

상호작용 모델이 그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오

초래하는 경로의 차이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로지 하나 혹은 최선의 가능한 모델은 아니다. 이

현장에 있어서 개인적 및 환경적 위험을 제거함

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현재까지는

으로써 정서장애의 유병률을 감소시키는 것과 적응

단지 불가능하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충분한 해

및 대응자원을 증진시키는 것의 상이한 효율성에

답은 필요한 자료의 체계적 수집에 의해 차세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이 러한 차이가 특이한 조건에

가능한 것이다. 이를 추구함으로써 직접적이고 정

따라 어떻게 다르며 인구학적 인자와 여하히 상

확하게 파라다임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이상적으

호작용하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로는 현장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 또는 두개의

공공정책은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정책수립과

일차적 대안들이 결국에는 도출될 것이다. Bloom의

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유용한 에방적

생활사건 모델，Rappaport의 권한부여 모델 및 Tric-

개입 실시에 대한 지원은 의료비용 및 인간고통의

kett의 생태학적 모델이 상호작용 모델의 요소들과

감소에 의해 정당화된다. 직접적으로 유병률을 감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에 차례로 살펴보고 현장의

소시키지 않는 대인관계의 효율성，학업적응 혹은

이론적인 배경을 넓히고자 한다. 그러나 물론 이

자존심의 증진을 가져오는 개입은 간혹 공공정책

들이 가능한 선택 모두를 망라한 것은 아니다.

책임자들에게 가끔 명확치 않는 것처럼 받아 들

여러 대안중의 하나가 Bloom의 제안인데 전통

여진다. 현장은 장차 이 논쟁에 대해서도 준비를

적인 공중보건 파라다임을 통해 스트레스 생활사

해야 한다. 정서적 적응을 중진시키고 사회적 기

건의 결과에 촛점을 맞춘 예방적 개입을 고안할

능을 향상시키는 계획을 지원하는 것이 체육과 같은
교육예산 지원과 같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다.
Bloom이 지적한바와 같이 지난 2세기 간 연구

수 있어야 한다. 비흡연자，죠깅하는 사람과 안전

및 개입계획을 지배해온 질병예방 파라다임은 다

벨트 착용자에게 주어지는 의료보험혜택이 증진계

음과 같다.

획에 참여 하는 사람에 게도 주어 져야 한다. 요약하면

1) 예방적 개입계획을 개발해야할 만큼 정당성을

현재의 발전적인 상태로 보아 현장은 그 활동의

갖춘 주요 질환을 규명해내야 한다. 역시 신뢰할

이론적 뿌리를 증진시키므로써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는 진단방법을 개발하여 확실하게 질병유무를

수 있다.

모집단에서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결과들은 통합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

2) 연속적인 수차례의 역학적 및 실험적 연구를

획개발 및 평가의 다음 단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통해 질환발생 경로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이론을

개입의 목표 및 수정전략에 관한 여러 위험인자들

밝혀내야 한다.

중에서 현명하게 선택함으로써 가능한 결과들을

3) 연구조사 결과에 따른 실험적인 예방적 개

예측할 수 있고 평가방법론이 고안되고 해석될 수

입계획을 시행하고 평가해야 한다(Bloom 1984, p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이 체계적인 연구 검

198).

증의 모형, 지식의 축적 및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스트레스와 유발사건이 정서장애에 심각한 영향

것이다. 다음은 현장에 관한 이론발전의 예비적

을 준다는 수많은 증거에 고무되어 Bloom은 그러한

단계를 살펴보고, 파라다임의 유용성을 측정할 수

사건이 현장을 위한 파라다임적 함축성 (implica

있는 기초를 제공하여 향후 상호작용모델의 발전

tion) 을 가지고 있다는데 촛점을 맞추고 이러한

에대해 논하고자 한다.

촛점의 전환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중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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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스트레스

1) 권한부여는 다단계 구성이다. 개인, 집단, 조
직，사회정책들 및 다른 상황들에서 각 단계간에

생활사건 혹은 이러한 사건들의 집합을 규명하여야

상호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할 수 있고 이 과정은

한다. 스트레스 경험을 한 혹은 현재 하고있는 사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모델을 제시했다.

람을 찾아낼 수 있는 신뢰도 높은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2)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전파되는 영향은
중요하다고 간주된다. 권한부여 이론은 사람, 상황，

2) 전통적인 역학적 혹은 실험적인 방법을 동

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상이한 관점 및 상이한

원하여 이러한 사건들의 결과를 연구하고 이러한

분석단계에 의한 다양한 측정을 통해 이해할 수

부정적 결과를 감소 혹은 제거 시킬수 있는 가설을

있다고 가정한다. 예방정신의학자들의 가장 위험한

세워야 한다.

맹점은 우리자신을 개인수준에 국한 시키려는데

3) 이러한 가설들에 바탕을 둔 실험적 예방계획을

있다.
3) 개인，계획 및 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 대한

시행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생활사건모델의 가치는 Bloom 이외에도

역사적 맥락은 그 계획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Felner(Felner & Adan 1988), Heller(Heller & Swin

준다. 연구자들의 흔한 오류는 현 계획에 만 주목

dle 1983)과 Dohrenwends(Dohrenwen(i & Dohren-

하려 하고 그 전후의 지역사회내에서의

wend 1981 a, b ; Dohrenwend 등 I 987) 둥 연구자의

이해하는데는 등한시하는 점이다•

위치를

논문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스트레스

4)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즉 상황 및

생활사건의 역기능에 대해 촛점을 맞추고 있지만

계획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형，태도，목표에 대한

현장의 개념적 접근에 있어 중요한 발전으로 볼

이해가 필요하며 사람들의 다양성에 대한 핍■심이

수 있다. 이 모델은 전향적이고 누가, 언제，어떻게

필요하다.

개입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고 그 결과를 예언할

5) 추적조사，혹은 개인，조직 및 정책에 대한

반복적 연구가 바람직하고 아마 필요한 것이다.

수 있게 한다.
두번째 대안은 R appaport(l98l ； 1984 ；1987)가
제안한 권한부여 (empowerment) 모델로서 순응，

만약 권한부여가 예측한대로 작용한다면 추적조사
연구는 그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다(ppl39-140).

비순응 행동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위의 개념을

세째 이론적 대안은 Trickett(1984)의 상태학적

파라다임적 함축성을 가지고 현장을 살펴보는 것

모델이다 (Trickett등 1985 ； Vincent & Trickett 19

이다. 그는 이 이론을 예방분야 뿐 아니라 지역사

83). Rappaport 와 같이 그는 “ 인간의 권한이 우리

회정신의학 전반에 걸치는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들이 정의상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에 침투하는 것과

그의 말을 빌면

마찬가지로 동시에 해결책에도 스며든다.” (p262)

권한부여는 개인적인 통제의 심리적 및 실제

고 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사회적 영향, 정치적인 힘과 법적 권리에 관한 영

수정하려고 할때 개인 특성에 만 촛점을 맞추면

향력 및 관심을 나타낸다. 이는 다단계로 구성되어

현장의 실태를 설명하거나 지속적인 행동변화를

있고 개인 및 조직, 이웃들에 적용 가능한 것이다.

가져올 예방적 개입을 고찰해 내는데 있어 한계점에

이는 환경속의 사람들을 암시한다 (pl2 1).

다다르게 된다.

Rappaport 의 개념은 “ 환경속의 사람들” (people

중심개념은 4개의 지속적인 생태학적 과정을 연

in context)에 촛점을 맞추었고 행동발달을 이해하

구함으로써 행위를 이해하고，예언하고，통제하는

기 위한 준거기준으로 삼았다. 그는 확신에 차서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데 간략히 이 과정을 살펴

사람들이 왜，어떻게 반응을 나타내는 지는 권한

보면

부여를 조사함으로써 발견 가능하다 하였고 이

1) 자원의 순환 (Cycling of resource)이 란 에너 지，

개념의 파라다임적 가치는 다음과 같은 가정들에서

필요한 공급，혹은 영양소들이 생물학적인 사회를

잘 나타나고 있다.

통해 생성되고 순환된다는 것이다. 개인과 상황의

예방과 관련된 가정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원적 전망을 개 발하고 누가 환경의 진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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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공헌을 하며 어디에 대인관계능력 및 기관적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단지 현장을

강점이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해하는데 있어 하나의 선택이며 개념적 기초를

2) 적웅(Adaptation) 은 생물학적 사회에 만연하

확장시켜 나가는데 그 뜻이 있다.

는 생존조건을 이르며 이러한 환경적 조건이 무

예방을 위한 상호작용 모델

엇이며 다양한 생물학적 집단들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가에 관한 것이다. 그 가치는 환경의 요구

정상 및 병적 행동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한 상

특성, 규범，가치，구조，과정에서 요구되는 선택
및 제한점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서 개인의 대웅，

호작용 모델이 예방적 개입의 고안 및 결과를 해

적응방식 혹은 환경을 변화시킬려는 과정을 강조

석하는데 중요한 발견적인 내용올 포함하고 있다.

함에 있다.
3) 상호의존(Interdependence) 은 생물학적 상호

예방적 결과분석에 있어 모수(parameter) 를 규정

이 모델은 게입을 위한 유용한 기회를 찾아내고

작용을 강조하며 환경보존운동에 의해 명백히 나

함으로써 행동발달의 복잡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타난 것처럼 식물 및 동물내에서의 서로 얽힘을

접근 방법을 나타낸다. 실제로 예방적 개입을 시

나타낸다. 그 가치는 환경 의 한부분으로서 그들간의

행하고 평가함으로써 행동발달에 관한 이 모델의

상호관련을 환기시키고 사회의 한부분의 운동이

가설을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다른 부분에 어떻게 반향하고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다.
이 모델의 현재의 형태는 Sameroff와 Chandler

가를 일깨워 주는데 있다.
4) 연속성 (Succession) 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환

(1975) 의 취약성 지표와 인생초기의 장애(pre-and

경조건이 여하히 변화되며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고

perinatal periods) 와의 불연속성 (discontinuity) 및

낡은 것은 사라지거나 다른 성질을 갖게되고，생
물학적 사회가 직면한 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새

이에 따른 행동적 결과를 이해하고자 하는 도식적
고안(pathmaking attempt) 으로 부터 발전되었다.

로운 능력을 가지고 다른 조건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한 과학적 증거들을 개관해 보면 정상 및 병

취약성을 가지는지둥의 장기간 시간적 전망에 대한

적인 발전과정이 선상(linear) 이지도 않고 더욱이

관념을 제공한다. 그 가치는 역사적 요소를 이해

정상 발달 결과와 병적 발달 결과와의 상호작용으로

함으로써 장기적 시간적 조건에서 즉각적 행동을

설명되지도 않는다. 유전적 혹은 생리적 충격을
제외하면 초기의 결핍은 장차의 장애로 일관성 있게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는데 있다(pp266-267).
이상의 세모델을 개관함으로서 현장의 발전을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분석에서 Sameroff와

위한 기회를 가졌다. 이들의 공통가정을 뽑아보면

Chandler는 이러한 초기결핍이 경험이 의해서 극

지속적인 현장의 발전을 위한 파라다임을 도출할

복될 수 있다는 가소성( 可塑性)을 발견하였고 실제

수 있다. 이러한 가정들은 다음과 같다.

곧잘 경함에 의해서 극복된다고 하였다.

1) 개인적인 정서 및 행동상태를 이해，예언 및
통제하기 위하여 개인 외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예방의 분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초기 취약성의 역전이 단순히 지지적인 환경적

한다.

영양과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아니

2) 정서■.및 행동상황의 시간적 특성에 주의를

라는 것이다. 이는 환경적 지지에 반응함으로써,
환경적 위협에 저항하거나,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3) 개인적 및 개인외적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가능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므
로서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모델은 개인과

준다•
4) 현장의 과학적 발전 및 초래되는 실제적 가

환경의 상호작용관계를 설정한다. 양자는 상호 변

치는 기본적 과정에 대한 전향적인 추적관찰 조사를

화시킬 능력이 있으며 이는 반복적이고 상승적으로

통해 이러한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입을 고

작용한다고 한다.
이 모델에서 심한 생리학적 타격에서 환경에

안해냄으로써 가능하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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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인 부정적 결과를 나타내 장애를 초래할 수

동하는 환경과의 상보작용을 관리하는 규제체계에

있으나 이러한 결과는 전형적인 것은 아니다. 일

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이 연구는 정신건강

반적으로 초기의 타격은 개인과 환경의 적응적인

분야의 의미심장한 장기적인 도전으로 받아 들여

작용에 의해 극복된다. 이러한 장애는 취약성이

지고 있다. Sameroff와 Fiese는 이 과정을 이해함

내재적인 것이거나 개인의 적응능력을 감소시키는

으로써 예방적 개입을 고안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환경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했을 경우만 나타난다.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신장애의 원인론에 대한 상호작용을 이해함으

이 모델은 발달이 개인과 환경의 적극적 교환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이 자연적으로 통합과

로써 개입에 있어 세가지 가능성을 보여준다.

조정을 지향한다고 가정한다. Sameroff와 Fiese(19

첫째，초기결핍을 보완하는 전략을 밝혀냄으로써

88) 는 이러한 초기의 전제를 확대했는데 행동의

개인이 발달지표를 정상적으로 도달하게 해준다.

적응도 정상적인 생물학적 적응의 한 변형으로

둘째, 부모가 자기아이의 적절한 발달목표에 대한

이해될 수 있다고 했다. Canalization의 과정을 통해

기대를 재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낼 수 있다.

근저의 genotype의 phenotype적 표현이 규정된 경

세째, 부모를 재교육함으로써 어린이의 요구를

계의 범위내에서 진화하는 것처럼 정신사회적 환

인식하고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중가시킬수 있는

경내에서 개인이 정상기능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기회를 만들어 줄수 있다.

나가는 과정을 규명해내기 시작했다. Sameroff와

현재까지의 예방적 개입의 전 범위를 특히 초기

Fiese는 이러한 기전을 규정하는 통제체제를 분석

소아질환에 목표를 두면 이러한 범주적 개념이

함으로써 인간발달의 상호작용과정을 이해하고 가

대다수를 망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작용모

능한 한 예언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델을 적용함으로써 예방적 개입의 촛점을 예방해

러한 체계의 요소는 개인, 가족，조직(예를 들면

야할 결과로 부터 선행과정으로 옮기게 한다는

학교 혹은 이웃), 지역사회 및 정치적 수준에 작

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예방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용하고 이러한 요소들은 개인의 발달단계 및 정

위해 결정적이다. 이상행동 및 기능은 원인론적인

신사회적 적응수준에 의해 정의된다.

선행사건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가족을 예로들면 이 집단은 대략 언제，어떻게

개입도 그것이 개인적이든 환경적이든 만약 지속

어린이가 어떤 발달지표에 도달하는가 하는 사회적
기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부모자신의 배경과

되고 발전된다면 병적인 기능을 초래할 조건에

경험에 의해 이러한 기대가 윤색되며 이러한 기대는

상호작용 모델은 Cowen(1980) 에 의해 과학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도록 고안해야 한다. 이상 소개한
예방적

개입의

발달을 위한 generative

어린이와 어떻게 의사소통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정당한

실제로 어 린이 의 발달속도에 대한 사회적 및 가정적

base에서 훌륭한 예들을 볼 수 있다. 이 예들을

가정(assumption) 이 개인이 발달해 나가는 골격을

통해서 즉시 행동의 이해를 위한 모델의 적용이

창출해낸다. 동시에 이러한 기대에 여하히 부응하고

적합한 상호작용을 밝혀내고 목표한 개입의 반응

기대를 능가하는가 하는 개인의 능력은 그들의

성을 결정하는 체계적 조사에 적용할 수 있다.ᅵ 이 '

소양에 영향을 준다. 지지적인 부모들은 어린이의

러한 조사연구는 말할 것도 없이 정신과학 및 행

능력 및 한계에 맞추어 그들의 기대를 수정하려

동과학의 방법론을 수정케하고 새로운 분석기법을

할 것이고 이로써 취약한 그러나 영구적으로 제

개발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연구의 성공은 장차

한되지 않은 어린이는 점차적으로 필수적인 가족적

예방분야에 극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지를 바탕으로 발달과제를 달성할 것이다. 대조

상호작용 모델은 정신질환의 발병율을 예측하는

적으로 무반응의 부모는 취약한 어린이의 정서곤

Albee (1982) 에 의해 고안된 도식에서 볼 수 있는

란을 악화시키며 어린이의 적.응 가능성을 감소시

것 같이 다음과 같은 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킨다. 동시에 어린이의 지속적인 발달지연은 부족
감을 느끼게 하고 부모를 화나게하여 어린이와의

HVla o = ___________ 기질적 인자 +스트레스
a 0
대웅기술(coping skill) + 자존심(self-esteem)

교감을 더욱더 악화시킬 것이다. 개인 및 그가 활

+ 지지집단(support gro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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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에서 분자, 분모 모두 질병발생을 결정하는
상호 작용하는 복합적 요인의 개인적 및 환경적
인자의 조합을 나타낸다. 예방적 개입에 있어서 A1-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적 개입에는 몇가지 장애
물이 있는데

bee의 입장은 개인，환경 혹은 양자가 예방적 목적을

첫째 정신건강 중진에 대한 국가적 정책이 전

달성하기 위한 생생한 통로라는 상호작용 모델과

무하다. 정신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책임을 지는

일치한다.

기구가 필요하며 유관기관간의 조정 및 통합을

지금까지 소개한 어느 한 이론이 옳은 것은 아
니고 다만 각각의 주장이 왜，어떻게 문제가 되는
정서적 질환이 발생하는지 이해하는데 있어서 독
특한 전망을 갖게 해준다. 우리는 개입의 고안에
따라 개인이나 환경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 사는 것이다. 이상의 이론은 기존의 지적인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예방적 개입을 위한 유용한 접근을 위한
지식을 넓히 기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숙련되고 헌신적인 정신의학자들을
양성하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지원이 충분
해야 한다. 특히 예방적 개입에 대한 연구가 효과

축적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현장을 조절하고 발견된

적인 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십년이 걸릴 수도

결과를 검중하는 골격을 마련해 준다는 데 큰 가

있으므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꾸준히

치가 있겠다. 어느 모델이 채택되든 파라다임적으로

연구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목표질환의 설정，투자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정의

세째 대부분의 정신질환이 하나의 원인으로 설

및 전략의 성공을 위한 기초를 확립하는 범주를

명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며 정신질환의

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은 더 이상 과학적

개념자체가 다차원적이어서 효과적인 예방적 개입

및 정치적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에

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 기구 및 사회체계와의

도달되었다. 어떠한 예방적 개입이라도 파라다임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로써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동이 필요하다. 이론적으로는 이를 수
용하지만 실제에 있어 여러갈등이 도사리고 있다는

있는 현상을 진화，유지 및 변화라는 측면에서 잘

점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으므로 명심해야

이해할 수 있고 실제 유용한 예방적 개입전략으로

한다.

개념화하고 연구하며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이다.
다행히도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추구해야 할 다수의
생생한 개념적 지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
향들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통합된 방법론을
제시해 줄 것이 다.

마지막으로 정신의학 종사자 자체에 문제점들이
내재해 있다.
첫째 우리 사회가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해결지향적이며 정신과 의사들도 장기계획 및.목
표에 따른 예방적 개입에 익숙해 있지 않다.
둘째 대부분의 의사들이 예방보다는 치료를 선

우리나라 정신의학 분야에서 예방적
개입을 위한 제언

호하는 경향이 있다.
세째 효과적인 예방적 개입의 성공에 필수적인

저자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이 방면의 연구
로는 청소년에 관한 연구(유석진 1963 ； 이길홍등
1977 ; 이길홍 1978) 정신질환 전반에 걸친 연구

사회적 변화를 추진할 훈련이나 의식이 되어있지
않다.

이부영 1979 ; 진성태 1981) 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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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좀더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활발해

여 모 델 • 생태학적 모 델 . 상호작용 모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예방정신의학내지는

델.

(한상엽 내70;

지역사회정신의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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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ventive Intervention in Psychiatric Area
Yong-Sung Choi, M.D., M.P.H.
Department of General Psychiatry, Seoul National Mental Hospital, Seoul

This paper argues for the adoption of a theoretical framework within which to conceptualize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preventive interventions. The benefits to be gained by basing
the field’s activities within a conceptual model are reviewed in terms of their empir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As evidence of the field’s readiness for such a step, three existing theoretical
options are examined-Bloom's life-events model, Tricketts ecological model, and Rappaport's
empowerment model. These models are compared with the transactional developmental model
proposed by Sameroff as a viable framework for prevention programs and research. The fields
rate of future progress is viewed as dependent on the organization of its activities within a
paradigamatic structure. The most valuable contribution which any of the models presented
herein offers to the field is a framework within its activities can be organized and its findings
examined for the incremental value to the existing knowledge base. Whichever model is selected,
it is important that it be used paradigmatically to establish criteria for determining which
forms of deviance to target for defining the adequacy of its generative footing, and for establi
shing the basis for strategy’s success. It too has reached that point in its evolution that its
findings will not be received by the scientific and political communities without overacrching
frame for their interpretation. Fortunately, the field has multiple viable conceptual directions
in which to pursue its long term objectives. More fortunately, it appears that those directions
will merge at some point in the future.
A number of barriers exist that make it difficult to enlarge upon primary prevention activities
in the field of emotional disorders in Korea. First no national policy exists with regard to
the enhancement of mental health.
A second barrier relates to the difficulty in extending our knowledge regarding effective
approaches to primary prevention.
A third barrier lies in our failure to act on our growing realization that monoetiological
theories do not really explain the development of most forms of psychiatric disorder and that
the concept of health is itself multidimensional.
A final barrier that should be noted lies within the mental health establishment itself reflected
in th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practice and its underlying societal values.
KEY WORDS * Preventive intervention • Life-events model • Empowerment model • Ecological
model • Transactio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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