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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연구에서는 A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일차적 관리대상인 저소
득층 주민들의 정신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정신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지역사회에 정
신질환자들이 통합되어지기 위해서 시행해야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함에 그 목적이
있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A시에 거주하는 20～59세의 저소득층 주민들 536명이며, 조사도구로는 정신건강수준
을 집단적으로 선별 검사할 수 있는 조사도구인 GHQ와 자아존중감 정도를 측정하는 SES도구를 이용하여
설문지를 통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인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정도에 따른 정신건
강수준을 알아보았고, 또한 정신건강수준을 세 가지 유형(전반적 정신건강수준, 사회생활 적응 정도, 불안·
우울감 정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 과：
1) 대상인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수준을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계층이, 그리고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전반적 정신건강수준과 사회생활 적응 정도가 낮았
으며, 불안·우울감 정도도 높았다.
2) 대상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수준을 살펴보면 무직이나 단순근로직이,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월세나 임대로 사는 저소득계층에서 전반적 정신건강수준과 사회생활 적응 정도가 낮았으며, 불안·우
울감 정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을수록 전반적 정신건강수준과 사회생활 적응 정도가 높았으며, 불안·우울감 정
도는 낮았다(p<0.01).
4) 정신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과 신체적 건강상태, 연령을 들 수 있는데 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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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자아존중감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상태에서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
수록,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인 정신건강수준이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정신건강 위험집단의 특성에 대해 비위험집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위험집단이 비위험집단에 비해 20
대와 40대가 이환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배우자가 없는 계층이, 학력수준이 낮은 계층, 단순근로직
인 계층,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쁜 계층에서 이환율이 높았다(p<0.05).

결 론：
위의 결과로 보아 향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전반적으로 정신건강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을 주요사업대
상으로 추진해야 하고, 이환율이 높은 계층 즉, 20대와 40대이고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살며 학력수준이 낮아
단순근로직에 종사하고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쁜 계층에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어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한다.

중심 단어：정신건강수준·자아존중감·GHQ·SES·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서울 일부지역에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정신

서

론

보건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보건사업을 성공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여러 가

우리 나라는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의해 정신질환자의

지 기초자료들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 인구를 대상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수는 과거에

으로 할 경우에는 그 지역사회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1)

는 정부가 정신질환의 국제적인 유병율을 적용하거나

의료보험 적용인구의 의료이용자료 분석을 기초로 추정
2)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이란 정신보건이라는 이름 하에 지

하여 왔으나, 70년대 이후에는 표준화된 진단체계와 구

역사회 내에서 취해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기존의

조화된 조사도구가 개발됨으로써 지역에서의 역학 조사

전통적인 정신보건 관련사업들과는 접근방법에 있어

를 통한 추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른 1997년 현재 전

다음과 같은 면들이 구별된다. 첫째는 정신질환자 관리

국의 정신질환자의 수는 약 97만 7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의 중심이 되는 장소가 병원이나 수용소와 같은 격리된

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입원치료 대상자는 약

시설이 아닌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이며, 둘째

3)4)

우

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사업대상을 개인에 촛점을 두

리 나라에서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미국에서 정신질환

기보다는 지역사회내의 주민 전체가 되며, 셋째는 지역

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과 정신질환에 의한 생산성 저하

사회 정신보건은 치료적 서비스와 더불어 질병의 예방

비용 등을 추산한 연구결과에서는, 정신질환의 사회적 비

(prevention)과 정신건강증진(mental health promo-

용이 약 2,000억불(우리 나라 돈으로 약180조원)로 추

tion)에도 그 중요성을 둔다.7)

11만 3천명으로 환자의 11.6%를 점유하고 있다.

산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암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

정신질환은 아직까지는 발생기전이 분명하지 않고 질

3)5)

용의 1.5배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추산할 수 있다.

병의 특성상 만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문옥륜 등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신장애인 치료를

한 빨리 환자를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연계시

위한 병상이 약 46,000개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

켜주는 2차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2차 예방

는데 수용위주의 정책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적 관리는 구체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정신

정신질환자의 관리는 비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밖

건강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이나 정신보건 서비스를 이

에 없다. 따라서 국내의 정신보건정책도 수용위주의 관리

용하는 방법 등 집단교육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대중

방안으로부터 탈피하여 지역사회내 관리체계의 확립이라

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과정을 말하며,5) 정상적

는 선진국형 모델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1995년 지역

이고 생산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업능력을 함

보건법이 개정되고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보건소의

양하고 사회적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간

기능이 새롭게 정의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 및

접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사실상 일차의료기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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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건소 외래에 진찰을 받으러 오는 환자들 중 상당

으로 정착하게 된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10년간의 비

한 비율이 정신장애(psychiatric disorders)를 지니고

용과 편익을 분석하였는데 지역사회내에서 정신질환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인지되지 못함으로 인해 정

를 치료 및 관리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었으

신질환의 만성화를 초래하고 있음이 WHO(1984)의

며, 이전보다는 정신보건관련 실제비용의 증가율이 1971

8)

연구결과 에서 지적되고 있다. 정신보건과 관련된 국내

년 이후로는 매년 1.7% 이내로 둔화되었다는 연구결

연구로는 1974년에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 인식도 연

과도 있었다.14) 이에 따라 장기입원되어 있는 의료보호

구가 발표되기 시작하였고,9) 정신질환 관리를 위한 기

환자들의 탈원화(deinstitutionalization)에 대한 제도적

초조사 연구도 198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신보건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작되었다.1)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의 연구보고서는 지역

기반으로 지금까지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장기

사회 정신보건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조사이며 정신

간 수용되어 있던 만성정신질환자들이 앞으로 대처방안

건강 위험집단을 선별하기 위해 주민들의 정신건강수준을

없이 지역사회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많고 이들에 대한

측정한 연구는 남정자 등10)의 연구가 있는 정도로 아주

적절한 관리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보건정책의 하나

11)

미비하다. 이정균등의 역학연구 에서는 질병의 만성화

로 대두될 것이다.

와 재활치료가 꼭 필요한 정신분열증의 발병률이 최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리대책

위계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분열증

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대상인구집단의 특성과 함께 정

발병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회 문화적 변수는 사회경

신건강수준 등에 대한 다양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따

제적 상태라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이 계층의 사람들에

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성질환자가 회귀할 가능성이 많

게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를 사회적

은 도시지역의 주민들 중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일

원인 가설(social causation hypothesis)이라 하고 이는

차적 관리대상15)이며 정신적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

병의 결과로 가난해졌다는 하향 이동가설(downward

는 저소득층주민(생활보호대상자)들의 정신건강수준을

12)

drift hypothesis)과는 대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

파악해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지역

신건강 위험집단을 선별하기 위한 정신건강수준을 측

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정하고자 한 본 연구는 한 도시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

하고자 하며 동시에 저소득층 주민들 중에서 잠재적 정신

수준을 측정하고, 정신보건을 위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장애자 조기발견 및 관리를 도모코자 한다. 본 연구는 A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시의 보건사업중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신보건

의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 수행에 앞서 대상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기초적
6)

1988년 의료보험자료를 분석한 문옥륜 등 의 연구

인 조사를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목

와 1993년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자료를 분석한 남정

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인구의 정신건강수준을 파

10)

자 등 의 연구결과에서는 많은 정신질환자가 의료를

악한다. 둘째, 정신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이용하지 않거나 비의료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

석한다. 셋째, 정신건강 위험집단의 특성을 분석한다.

정하였고,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진료비에서 정신질환

연구방법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진료비의 3.9%에 불과
하였다. 실제적으로 의료보호의 입원 진료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보호 총 진료비의 21.1%가 정신

본 연구에서는 조사도구를 이용하여 저소득층주민(생

과 진료비로 지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만성정신질환자

활보호대상자)들의 정신건강수준을 파악해 보고 이에 영

의 재활서비스에 대한 수가 수준이 매우 낮아서 현실적으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로 서비스가 거의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장기입원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동시에 저소

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정신보건서비스가 개발되

득층 주민들 중에서 잠재적 정신장애자를 발견하는 것

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이에 대한 연구에서는 지

이 목적이므로 조사대상 모집단을 보건복지부 생활보

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Mu-

호사업안내 지침16)에 규정된 저소득층(생활보호대상자)

13)

rphy와 Datel 이 시행한 연구에서 지역사회에 성공적

인 1인당 월소득 23만원이하/가구당 재산 2,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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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 해당하는 20～59세의 A시 저소득층주민 1,097

할, 역할수행방법의 7개 항목을 사회생활 적응도 측정

명으로 하고, 이중 지역특성상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

문항으로 하였고 불면증, 긴장감, 극복능력, 우울감, 자

는 S동 아파트 주민가운데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

신감, 절망감, 힘들다는 느낌, 초조·긴장감, 신경쇠약의

중 본 조사에 응하기로 허락한 대상자를 임의로 추출하

9개 항목을 불안·우울감 정도 측정문항으로 하여 정신

였으며, 표본의 크기는 536명이었다. 조사도구는 구조

건강문제의 유형에 포함시켜 전체점수를 합하여 각 응답

화된 면접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크게 세부분으로 구

자의 정신건강수준을 파악하였다.19) GHQ의 각 문항의

성하였다. 즉 응답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문항과

점수 부여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에서 확실히

정신건강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GHQ), 자아존중

그렇다는 4점까지 응답하여 점수를 부여하였고, 전반적

감 정도 측정(SES)을 위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정신건강수준은 총 18문항의 값을 합하여 전체점수로

일반적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는 개인특성 변수인 성,

보았다. 또한 GHQ는 정신건강의 문제(psychological

연령, 결혼상태, 종교를 포함하였으며 사회·경제적 특성

disturbance)를 연속적인 점수를 통해서 나타내 주며,

을 묻는 문항으로는 직업, 교육수준, 주택소유 형태를, 그

조사대상 인구의 약 20%가 정신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외 신체적 건강상태, 정신질환자 접촉여부, 지역생활 만족

위험집단(risk group)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이처럼 위험

도를 묻는 문항으로 10문항이 포함되었다.

집단(risk group)에 속한 대상의 약 50%는 다음 단계

정신건강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집단 선별조사 도구로

에서 환자로 진단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Goldberg17)의

서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GHQ) 20문항

연구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GHQ 점수가 41점이

을 적용하였다. GHQ는 60문항, 30문항, 20문항, 12 문

하인 위험집단(19%)과 42점이상인 비위험집단(81%)

항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응답자의 집중력을

으로 나누어 특성에 대한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고려하여 조사시간을 줄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 문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가치 있게 여기

항을 이용하였고 이 중 14, 17문항은 전체항목과의 상관

고, 인정하고 좋아하는 정도로서 자신의 가치, 중요성에

도가 낮아 최종분석에서 18문항만 사용하였다. GHQ는

대한 전체적인 감정적 평가이다.20) 자아존중감은 정신

일반주민의 건강을 측정하기 위한 평정도구로서 정신분열

적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의 하나로 널리 알

증이나 정신병적 우울증과 같은 중증정신질환자를 선별

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the Self-Esteem Scale20)

하기 위한 도구는 아니고 정신질환의 첫번째 단계의 평

을 사용하였다. 이는 연령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점도구로서 정신질환자의 가능성(The probability of

내적 일관성과 신뢰도가 높아 널리 쓰여지는 도구이다.19)

being a psychiatric case)를 가려낼 수 있도록 고안된

본 연구에서도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내적일치

17)18)

것이어서

잠재적인 정신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

도는 α＝0.78로 검증되어 이 도구를 선택하였다. SES

집단을 분류할 수 있다.10) GHQ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는 전체가 10문항이며, 자신의 가치, 좋은 성품, 실패자라

밝히기 위해 고안되었다. 하나는 한 개인이 정상적이고

는 느낌, 일을 잘함, 자신의 자랑, 긍정적 태도, 스스로의

건강한 정신기능(healthy mental function)을 수행하

만족도, 쓸모없다는 느낌,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 등 9

는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스트레스로 인한 새로운

개 문항만 최종 분석하였고 8문항이 전체 항목 점수와의

17)

GHQ는 정신건강수준을

상관도가 낮아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각 문항당 1점부

① 불안·우울증 ② 사회적 부적응 ③ 신체화 증상으로

터 4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문항의 합산점수인 10

현상이 발생한 경우이다.

10)

이 도구는 정

부터 40까지의 점수에 의해서 각 응답자의 자아존중감을

신과 전문의가 아닌 기존 보건요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평가한다. 자아존중감 정도를 점수에 따라 29～36점을

환자 조기 발견 도구이며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높음, 24～28점은 보통, 23점이하는 낮음으로 분류하여

나누어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17)19)

결과 타당성은 이미 검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각각에 대해 정신건강수준을 파악하였다.19)

본 연구에서도 이 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내적

대상인구 536명에게 1998년 9월 14일에서 10월 21

일치도는 α＝0.63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를 시행했다. 조사자

다. 분석에 포함된 18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한 결

는 A시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요원 1명과 사전에 면접

과 집중력, 역할수행, 의사결정, 대처능력, 일에 몰두, 역

조사방법을 교육받은 면접원 1명이 대상자를 직접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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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finition of variables
Variable
Dependent variable

Measurement

Overall mental health

-GHQ Score(total 72 point)

Social function

-GHQ Score(total 28 point)

Anxiety-depression domain

-GHQ Score(total 36 point)

Control variable

Degree of self-esteem

-SES Score(total 36 point)

Independent variabl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x(male；1, female；2)
-Age(20-29；1,30-39；2,40-49；3,50-59；4)
-Marriage(Marriage·Coliving；1,Single·Divorced·Separated；2)
-Religion(Buddhist；1,Christians；2,1)

Physical health status

-(Healthy；3, Moderate；2, Poor；1)
-Occupation(None；1, Simple labors；2, Expert；3, seller；4, Officers；5)
-Education(None；1-6yrs；2, -9ys；3,12yrs；4,14yrs-；5)

Socio-Economic status

-Housing state(Owner；1,Rent；2,Monthly；3,Hire；4)
Contact with psychiatric patients -Contact(Yes；1, No；2)
Contentment of community life -(Satisfaction；3, Moderate；2, Unsatisfaction；1)

문하여 조사하였는데, 536명 중 설문작성이 불충분한

9 %, 여자가 372명인 71.1%로 더 많았다. 연령 분포

응답자 13명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최종적으로

는 30～39세가 203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대상인구의

523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총 40문

38.8%를 차지했고, 20～29세가 148명으로 전체의 28.

항으로 조사자당 조사시간은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었

3%를, 40～49세가 116명으로 전체의 22.2%를 차지했

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수준(전반적 정신건강수준,

으며, 50～59세는 56명으로 전체의 10.7%만 차지했다.

사회생활적응 정도, 불안·우울감 정도)을 종속변수로 하

결혼상태를 보면 결혼 또는 동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였고 자아존중감을 통제변수로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354 명으로 전체 대상인구의 67.7%이고, 미혼·이혼·

사회·경제적 특성, 신체적 건강상태의 변수를 독립변

별거·사별한 사람으로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은

수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표 1과 같다.

169 명으로 전체의 32.3%를 차지하였다. 종교는 무교가

본 연구의 분석은 SSPC/PC＋ version 6.0을 사용하

39.6%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순

였는데,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로 파악하였으며 인구

이다. 신체적 건강상태에서는 나쁘다고 응답한 사람이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수준의 차이를 검정

138명으로 전체 대상인구의 26.3%이었으며, 건강하다

하기 위해 1-요인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

고 응답한 사람은 175명으로 전체의 33.4%이었다.

시하였고, 각 변수 중에서 정신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stepwise method)을 실시하였으며, 또
한 정신건강 위험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카이
제곱분석(χ2-test)으로 처리하였다.

2) 대상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교육수준은 무학이 33명으로 전체 대상인구의 6.3%였
으며,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가 276명으로 가장 많
아 전체의 52.8%를 차지하였으며, 전문대 이상은 70명
으로 전체의 13.4%였다. 직업은 무직이 336명(64.2%)
으로 대부분이었고, 주택소유형태로는 임대가 248명(47.

연구결과

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세와 월세가 전체 대상인구
의 37.9%나 되었다. 정신질환자 접촉여부에 대해서는 접

1. 대상인구의 특성

촉하지 않은 사람이 330명으로 63.1%나 되었고 접촉

1) 대상인구의 인구학적 특성

경험이 있는 사람이 193명이었다. 또한 지역생활의 만족

대상인구의 성 분포를 보면, 남자가 151명으로 28.

도에서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65명으로 전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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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mental health state between genders
Mental health state

Male(N=151)

Female(N=372)

F

46.56±7.29

48.09±7.05

4.91*

Overall mental health
Social function

18.51±3.48

19.68±3.29

12.99**

Anxiety-depression domain
*p<0.05, **p<0.01

21.70±4.52

21.68±4.69

0.0034

Table 3. Mental health state by Age distribution
Mental health state

20-29(N=148) 30-39(N=203) 40-49(N=116) 50-59(N=56)

F

Overall mental health

47.80±6.61

48.51±7.48

46.49±7.15

46.03±7.09

2.92*

Social function

18.88±3.30

19.51±3.25

19.28±3.88

19.98±3.07

1.69

Anxiety-depression domain
*p<0.05, **p<0.01

21.11±4.38

21.32±4.63

22.28±4.67

23.70±4.72

5.27**

인구의 50.7%를 차지했고,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사람
이 192명으로 전체의 36.7%이였다.

2) 대상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수준
(1) 직업에 따른 정신건강수준

2. 대상인구의 정신건강수준 분석

직업이 무직에서 사무직으로 갈수록 전반적 정신건강

1) 대상인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수준
(1)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수준
전반적 정신건강수준은 여자가 높게 조사되었고(p<0.

수준이 높게 조사되었고, 불안·우울감 정도는 낮게 조
사되었다(p<0.01). 사회생활 적응도도 사무직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01), 사회생활 적응도도 높았다(p<0.05). 그러나 불안·

(2) 교육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수준

우울감 정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무학에서 전문대 이상 학력이 높아질수록 전반적 정신
건강수준이 높아지고, 불안·우울감 정도는 낮게 조사되

(2) 연령에 따른 정신건강수준
20대와 30대에서 전반적 정신건강수준이 높았으며
(p<0.05), 불안·우울감 정도는 50대로 갈수록 현저하

라 높아짐을 보여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3) 주택소유형태에 따른 정신건강수준

게 높게 조사되었다(p<0.01, 표 3).

자신의 집을 소유한 사람이 전반적 정신건강 수준이 높

(3) 결혼상태에 따른 정신건강수준
결혼이나 동거 등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전반적 정신건
강수준과 사회생활 적응도가 높았고(p<0.05), 불안·우
울감 정도도 낮게 조사되었다(p<0.01).

게 조사되었고(p<0.01), 불안·우울감 정도는 낮았으며
(p<0.05) 사회생활 적응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4) 정신질환자 접촉여부에 따른 정신건강수준

(4) 종교형태에 따른 정신건강수준
무교인 사람이 전반적 정신건강수준이 낮고, 사회생활
적응도도 낮으며, 불안·우울감 정도는 높게 나타났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정신질환자 접촉경험이 있는 사람이 불안·우울감 정
도가 약간 높게 조사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
았다.
(5) 지역생활 만족도에 따른 정신건강수준

(5) 신체적 건강상태에 따른 정신건강수준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이 전반적으로 정신건강
상태가 높게 조사되었고, 사회생활 적응도도 높았으며, 불
안·우울감 정도는 낮게 조사되었다(p<0.01).

었다(p<0.01). 특히 사회생활 적응도는 교육수준에 따

지역생활에 만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반적 정신건
강수준이 높게 조사되었고, 불만족하는 사람은 불안·우
울감 정도가 높게 조사되었다(p<0.05). 한편 사회생활
적응도도 지역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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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ntal health state by Self-esteem score
Self-esteem score

Low
(N=157)

Moderate
(N=231)

High
(N=135)

F

41.83±5.89

48.28±5.34

52.96±6.95

130.09**

Mental health state
Overall mental health
Social function

17.01±3.22

19.49±2.78

21.61±3.11

86.29**

Anxiety-depression domain
*p<0.05, **p<0.01

24.17±4.68

21.34±3.72

19.24±4.82

48.41**

Table 5. Analysis of variable influencing mental health
states
Variable

DR2

로 분석되었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GHQ 점수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의 설명력은 35.1%이었

BETA(β)

T

R2

Self-esteem

.547

8.85**

.351

Physical health state

.264

4.05**

.393

.042

력은 39.3%였고, 자아존중감, 신체적 건강상태 변수에

Age
*p<0.05, **p<0.01

.145

2.27*

.411

.018

연령변수를 첨가해 보면 설명력은 41.1%이었다. 즉 자
아존중감이 정신건강수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Table 6. Analysis of Characteristics in high risk group
of mental health
Characteristics

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에 더해 신체적 건강상태의 설명

χ2

Degree of
freedom(df)

자아존중감이 높은 상태에서 신체적 건강상태, 연령이 증
가할수록 정신건강수준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짐
을 볼 수 있었다(표 5).

Sex

2.29*

1

4. 정신건강 위험집단의 특성에 대한 분석

Age

8.02*

3

GHQ를 이용하여 대상인구의 정신건강수준을 평가해

Marriage

14.51*

3

Education

8.16*

4

Religion

2.79*

4

Occupation

12.16*

4

Physical health state

42.83**

4

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Housing state

5.72

3

다음과 같다. 남녀간에 차이는 없었고, 연령에서는 20

Contact with psychiatric patients

4.69

2

대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이환율이 높았으며, 결혼상

Contentment of community life
*p<.05, **p<.01

6.36

4

태로는 이혼이나 별거상태인 사람, 교육수준은 무학 또

본 결과, 본 연구대상 523명중에서 GHQ점수가 41 점
이하로 낮은 19%에 해당되는 위험집단(100명)과 GHQ
점수가 42점이상인 81%의 비위험집단(423명)과의 인

는 중졸이하인 사람, 직업은 단순근로직에서 이환율이
높았고(p<0.05),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쁜 계층에서 이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환율이 높았다(p<0.01). 또한 주택소유형태에서 월세

3) 대상인구의 자아존중감 정도에 따른 정신건강수준

나 임대로 사는 사람, 지역생활에 불만족한 사람에게서

자아존중감 정도에 따른 유형별 정신건강수준을 분석

이환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한 결과는 다음 표 4과 같다. 자아존중감이 높았을 때

않았다(표 6).

전반적 정신건강수준과 사회생활 적응 정도가 높았으

고

며, 불안·우울감 정도는 낮았다(p<0.01).

3. 정신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대상인구의 정신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하기 위해서 GHQ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stepwise method)을 실시하
였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정신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과 신체적 건강상태, 연령인 것으

찰

1950년대 이후 항정신병 약물의 개발과 함께 정신질
환자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서구의 주립정신병원에서는
탈원화(deinstitutionalization) 과정이 시작되었고, 지역
사회 정신보건센터의 설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동반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는 정신보건서비스가 제공되는 계
기를 마련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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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따라 1995년 12월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어 지역

로부터 얻는 정서적 지지감이고,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받

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으며

는 전반적인 지지감에 대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며, 선

1996년에 서울과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정신보건센터

행연구에서도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

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21)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구된 바 있다.24) 그리고 개인의 정신건강을 측정하는데

인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널리 쓰여지는 방법으로 삶의 만족도(subjectives well-

설정하게되어 보건의료분야가 정책수립 및 집행의 우선

being)에 대한 측정 도구가 있으며 이는 삶의 질을 효과

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다. Andrews와 Ro-

행정에 반영되어 지역보건의료의 요구에 부응될 수 있

binson의 연구결과25)에서도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

도록 현실에 맞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이

신건강수준이 매우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밖에 정

러한 상황은 시·군·구 단위 보건활동의 중심이라 할

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

수 있는 보건소가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요구에 맞는 보

원에 관한 인식 및 태도 등의 조사 도구가 중요한 의미

건사업을 개발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수행하는 것을 목

를 지니며, 이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

22)

표로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내 정신질환자의

하여 부정적인 견해와 태도를 가질수록 정신건강수준

재활 및 관리가 중요해졌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

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9)26)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로 한 정신보건증진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

정신건강수준을 측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고

나 사업의 기초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고

다른 기존의 도구에 비해 완벽성이 입증된 도구17)이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매우 부진

만 더욱 다양한 조사도구를 사용하여 여러 측면에서 정

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신건강수준을 검토해야 하나 두 가지 조사도구로 밖에 조

본 연구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기초자료를 제공

사하지 못한 제한점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표본

하기 위해서 A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

추출에서 설문지에 응하기로 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의추

으로 정신건강수준을 측정하였다. 연구대상을 저소득층

출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에도 제한점을

주민들에 국한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가 A시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향후 추진되어야 할 연구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수준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으

다양한 조사도구를 사용하여 여러 측면에서 정신건강수

나 잠재적 정신질환의 발생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조

준을 파악해야 할 것이며 또한 특정계층이 아닌 지역사

사하였으므로 지역을 파악하는데는 의의가 있는 자료라고

회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조사할 수 있는 연구가

판단된다. 이를 위해 사용한 조사도구는 The General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Health Questionnaire(GHQ) 20문항이었고 이는 임상

본 연구에서는 대상인구의 정신건강수준을 전반적 정

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단위로 한 조사에서 광범

신건강수준, 사회생활 적응 정도, 불안·우울감 정도 등

위하게 사용되며 현재의 진단 가능한 정신과적 장애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

찾아내기 위해 고안된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또한 대상

인으로는 대상인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인구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조사도구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연구에서 Response rate는 97. %

the Self-Esteem Scale(SES) 10문항이었고 일반적

를 보였으나 남자(28.9%) 보다 여자(71.1%)가 월등

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응수준도 올라가고

히 많았는데 이는 저소득층주민중 상당수가 남편이 없는

23)

자아정체감도 명확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

가정이 많았고 이와 더불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출근을

므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수준을 파악하고자 GHQ와

하는 낮시간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져 반응자의 대다수가

SES 조사도구를 선정한 것은 바람직했다고 판단된다.

여성이었던 이유등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

그러나 개인의 정신건강상태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

과 성에 대한 정신건강수준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

문에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의 측정도구

해, 연령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전반적 정신건강수준이

가 필요하다.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

낮았고(p<0.05), 사회생활 적응 정도와 불안·우울감 정

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외에 사회적 지원(social

도가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 도구를 만든 Goldberg17)의

support)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이는 주변으

결과에서는 남자보다 여성에서 정신건강수준이 낮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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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고, 연령과 GHQ 점수와는 의미 있는 관련성이 없
19)

었고 남정자 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및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므로 본 연구의 결과와 상치되는데, 이는 동·서양의 차

본 연구의 제한점은 정신보건사업 수행에 앞서 기초

이, 사회계층의 차이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측되며, 향

자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어 저소득층에 국한하여 정

후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

신건강수준을 알아보고, 정신건강수준이 낮은 위험집단

단된다. 연령이 많을수록(p<0.05), 배우자 없이 혼자 살

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그쳤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고,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p<0.01) 전반적 정신

연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신건강 관리에 필요

건강수준이 낮았고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기초자료를 생성하

수준을 살펴보면 무직이나 단순근로직이, 교육수준이 낮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위험집단에 대한 정신보건서

을수록, 월세나 임대로 사는 사람이, 지역생활에 불만족한

비스 연계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계층에서 전반적 정신건강수준과 사회생활 적응 정도

결

가 낮았으며 불안·우울감 정도도 높았다. 경제생활수

론

준과 교육수준으로 살펴보면, 경제생활수준과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을 뚜렷이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수행에 앞서 일

보여주었다(p<0.01). Goldberg27)의 결과에서도 본 연

차적 관리대상인 저소득층 주민들의 정신건강수준을 파

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사회·경제적 요소

악하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는 1998년 안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이들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보건소나 병원 등의

20～59세의 저소득층 536명으로 선정하였고 조사기간

보건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방자

은 1998년 9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시행하였다.

치단체의 복지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보다 적극적인 관리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체적 건강상

1) 대상인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수준을

태에 따른 정신건강수준을 보면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많을수록(p<0.05),

을수록 전반적 정신건강수준과 사회생활 적응정도가 매

배우자 없이 혼자 살고, 종교활동을 하지 않으며, 신체

우 높았고 불안·우울감 정도는 매우 낮았다(p<0.01).

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p<0.01) 전반적 정신건강수준

이는 선행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19) 이와 같은 연구

과 사회생활 적응 정도가 낮았고, 불안·우울감 정도도

결과를 통해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신체건강

높았다.

과 정신건강을 동시에 고려하여 관리해야 하며, 신체질

2) 대상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수

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 대해서도 정신과적 증

준을 살펴보면 무직이나 단순근로직이, 교육수준이 낮을

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예방적 측면에서 관리를 하는 것

수록, 월세나 임대로 사는 저소득계층이, 지역생활에 불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만족한 계층에서 전반적 정신건강수준과 사회생활 적

한편 자아존중감은 자살이나 우울 등의 정신건강뿐 아

응 정도가 낮았으며 불안·우울감 정도도 높았다.

니라 신체건강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3)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을수록 전반적 정신건강수준

으며,28) 높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증의 감소, 자기주장 혹

과 사회생활 적응 정도가 높았으며 불안·우울감 정도

은 자신감과 사회활동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심리적

는 낮았다(p<0.01).

29)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4) 정신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아존

높을수록 사회생활 적응 수준도 올라가고 자아정체감도

중감이 가장 중요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상태에서

명확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룩 정신건강수준이 높게 나타났으

정신건강수준이 유의하게 증가되었고(p<0.01), 자아존

며(p<0.01)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

중감, 신체적 건강상태 변수에 연령변수를 첨가해 보면

특성의 예측을 가능케 한다.

19)

되었고, 이는 남정자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
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수행시 자아존중감을 높일

이 변수들의 설명력은 41.1%이었다.
5) 정신건강 위험집단의 특성에 대해 비위험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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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학보 11(1)：142-161

비교 분석한 결과 위험집단이 비위험집단에 비해 20대
와 40대, 혼자 사는 계층, 교육 수준이 낮고 단순근로
직에 종사하는 계층에서 이환율이 높았고(p<0.05), 신
체적 건강상태가 나쁜 계층에서 이환율이 높게 조사되

12) 민성길(1997)：최신정신의학. 제3개정판, 서울, 일
조각, pp178-198

13) Murphy JG, Datel WE(1976)：A cost-benefit an-

었다(p<0.01).
따라서 향후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연계사업은 이

14)

연구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전반적 정신건강수준이 낮
고 사회생활 적응 정도도 낮으며 불안·우울감 정도가
높은 대상자 즉, 연령이 많고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이 낮
으며 혼자 살고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쁜 계층과 자아존
중감이 낮은 대상자부터 선별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것

15)
16)
17)

이며, 정신건강 위험집단으로 분류되는 이환율이 높은
계층 즉, 20대와 40대이고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살며 학
력수준이 낮아 단순근로직에 종사하고 신체적 건강상태

18)

가 나쁜 계층에 속하는 대상자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겠고, 특히 자아존

19)

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및 홍
보가 더욱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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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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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and Determinants of Mental Health States
for the Urban Poor
Young-Moon Lee, M.D., Heung-Mo Kim, M.D.,
Moon-Sook Lee, M.D., Ho-Young Lee, M.D.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uwon

Objective：This study was performed to support and enhance the community mental health for the
urban poor.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1) to investigate the mental health states of the
urban poor, who are the first target population, 2)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mental health
states.
Methods：The subjects were community residents in low socioeconomic level, who are 20-59 years
old. And the scale used was GHQ(General Health Questionnaire) which is used for screening the mental
health states of groups and self-esteem. The survey subjects were directly interviewed by staffs in Public
Mental Health Center. SPSS PC 6.0 was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It investigated the mental health
states, according to social and demographic attributes, and self-esteem of target population. And the
mental health states were analyzed to three subdomains：overall mental health states, social dysfunction,
and anxiety-depression domains.
Results：First, in demographic attributes, the old men, who are of low socioeconomic level, single,
bad physical health, low community life satisfaction, low educational background, and having no religons, were low in overall mental health states, social function, and high in anxiety-depression domain.
Second, the residents, who had high self-esteem, were high in overall mental health states, social funtion, and low in anxiety-depression domain. Third, the residents, who had high self-esteem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 in overall mental health states, social function, and low in anxiety-depression
domain. Fourth, Among the various factors influencing the mental health states, the self-esteem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and the physical health was the next important factor. And the higher self-esteem
they had, the better physical health states, the older they were, the higher the mental health states became.
Fifth, comparing the high risk group with non-risk group, those who were in their 20’s and 40’s, had no
wives or husbands, low educational background, physical workers, and were not well healthy, were
apt to have mental diseases.
Conclusion：In the future, the first target population in the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will
be the urban poor in low mental health states. For those who are apt to have mental diseases, the first
step of community mental health works is to find, select and give basic mental health services. The staffs
in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have to develop various mental health programs and inform the
public of them.
KEY WORDS：Mental health states·Self-esteem·GHQ·SES·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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