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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인의 정신건강이해력(MHL)을 평가하고 취약집단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

다. 이를 위해 전국의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집 된 성인 1,197명을 대상으로 정신분열병, 

우울증, 알코올중독 사례를 무작위로 배정하여 각 사례의 정신질환 인식률, 원인에 대한 이해, 치료법

과 치료자원에 대한 이해, 정신과치료에 대한 낙인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MHL은 매우 낮

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인식률도 낮지만 특히 정신분열병에 대한 인식률이 매우 낮았다. 원인 또

한 사회적, 생물학적 원인보다 개인적 원인을 선호하였고, 심리상담을 제외한 전문적 치료의 유용성을 

자가 치료보다 낮게 인식하였다. 전문가 중에서는 정신과전문의의 유용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지만 

이것 역시 가족보다 낮은 수준이다. MHL 취약집단을 분석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MHL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차이는 원인에 대한 이해와 치료방법과 자원에 대한 이해에서 나타났다. 낮

은 집단의 특성은 남성이 많고, 60대 이상이며, 군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분석되었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정부 주도하의 대중매체를 활용한 MHL 향상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취

약집단에 대한 우선적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주제어: 정신건강이해력, 취약집단, 치료방법에 대한 이해, 전문가에 대한 이해, 정신과치료에 대한 

낙인

* 본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A2A0101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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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신질환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행동적, 심리적 증후군이지만 다른 어떤 질환보다 사회문화적 요인

에 의해 치료와 질병경과가 향을 받는 사회적 장애(social handicap)이기도 하다. 즉, 중들이 가지

고 있는 정신질환과 정신과치료에 한 부정적 신념에 의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지연될 뿐 아니라 뚜

렷한 증상이 나타나도 치료를 기피하여 증상이 악화되기도 한다. 이처럼 정신질환과 치료에 한 사

회문화적 개념이 초기 진단과 치료 그리고 회복 전반에 향을 미치며 이것이 전문가의 신념과 다를 

때 아무리 선진화된 정신보건서비스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나 타인의 증상을 정신질환으로 인지하고 초기에 치료적 개입을 요청하여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중의 능력 즉, ‘정신건강이해력(mental health literacy 이하 MHL)1)’이 매우 중요하다. 

MHL은 건강에 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건강이해력(health literacy)’의 개

념을 정신보건 역에 적용시킨 것이다. Jorm(2000)은 건강이해력의 개념을 정신보건 역에 적용시키

면서 MHL을 ‘정신질환을 인식하고, 관리하며, 예방하는 것에 한 지식과 신념’이라 정의 하 다. 여

기에는 질병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정보를 구하는 능력, 원인에 한 이해, 자가 치료

(self-treatment)에 한 지식, 유용한 전문가와 치료방법에 한 신념 등이 포함된다. 

정신질환은 다른 만성질환과 마찬가지로 첫 발병에서 치료가 지연될 경우 질병의 전체 경과를 악

화시키게 된다. 즉, 질병이 존재하지만 치료받지 않은 기간(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 : DUP)

이 길어지면서 증상이 악화될 뿐 아니라 자·타해의 위험과 자살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강제입원을 통한 집중적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된다. 강제입원과 집중적 치료과정은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환자의 사회적 관계망을 급격히 약화시키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원의 상실이 다시 

재발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Judge et al., 2005). 따라서 국민 개개인의 MHL 향

상은 자신의 증상뿐 아니라 주변 누군가의 증상을 정신질환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요청하

여 만성화를 예방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MHL은 전문가가 아닌 중의 지식과 기술을 강조하는 것으로, 인생 어느 시점에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신질환에 한 관리를 중에게 권한부여(empower)하는 것이다(Jorm, 

2000). 만약 중의 정신건강이해력이 취약할 경우 효과적 치료에 한 중과 전문가의 신념차이로 

인해 증거기반 실천(evidenced based therapy)이 어려워진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소비자중심

(bottom up)이 아닌 전문가중심(top down)으로 제공되어 치료순응도가 저하될 수 있다. 이처럼 효율

적이지 못한 서비스 이용은 서구에 비해 동양 문화권에서 더 심각하다. 미국 내 아시아인에 관한 연

구들(Hirai, 1999; Shin, 2002)을 보면, 아시아인들은 미국인들과 달리 심리적 문제를 수치스러운 것으

1) MHL을 이선혜와 서진환(2010)은 ‘정신건강역량’이라 해석하 으나 연구자들은 literacy가 글자를 읽
고 쓸 수 있는 이해력을 의미하므로 MHL을 정신건강이해력이라 해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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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하고, 남에게 개인적 문제나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익숙하지 않아 정신과 치료를 회피하는 경

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성인의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7.6%(보건복지부, 2011)

이고 진료비 역시 연간 1조원에 달해(국민일보, 2008) 정신질환은 이미 막 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

는 심각한 질환으로 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중 정신의료서비스를 이용

하는 비율은 15.3%로 2001년 8.9%보다는 높아졌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편이다(보건복지

부, 2011). 최근 KBS뉴스(2012년 2월 15일자 방송)에서도 성인 6명 가운데 1명이 지난 1년간 한번 이

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15.3%에 불과하다며 

조기발견과 서비스이용을 위한 종합적 책이 시급함을 보도하 다. 따라서 중의 MHL 향상을 통

해 조기에 정신질환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개인적,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중요성에 근거하여 외국에서는 중의 MHL을 평가하려는 노력이 90년  후반부터 지속되고 

있다. 즉, 정신질환의 인식과 원인에 한 이해 그리고 정신과치료에 한 태도(Wolff et al., 1996; 

Angermeyer and Matschinger, 2003; Angermeyer and Matschinger., 2005; Jorm et al., 2005; 

Nakane et al., 2005), 치료자원에 한 인식(Angermeyer et al., 1999; Jorm et al., 2007) 등을 평가하

려는 연구가 있어왔다. 또한 중(Reiger et al., 1988; Battaglia et al., 1990;  Paykel et al., 1998; 

Dannon et al., 2002; Jorm et al., 2003)과 일반의(Hannaford et al., 1996; Howe, 1996; Thompson et 

al., 2000)를 상으로 MHL 향상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MHL은 매우 문화적으로 민감한 개념(Snowden and Yamada, 2005)이고 각국의 의료서비스 전달체

계에 따라 그 내용이 많이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외국의 연구결과를 그 로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무

리가 있다.

따라서 국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와 문화적 특성을 반 한 MHL을 평가하고 MHL 취약집단을 분

석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실천적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신질환에 

한 중의 편견과 차별에 관한 연구들(양옥경, 1998; 한덕웅․이민규, 2003; 김정남․서미경, 2004 

등 다수)은 1970년 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으나 MHL을 평가하려는 노력은 매우 제한적이

다. 국내에서 중의 MHL을 평가한 연구는 이선혜와 서진환(2009, 2010)의 것밖에 없다. 이들은 수

도권 지역의 성인을 상으로 처음에는 우울증 사례를, 다음에는 정신분열병과 우울증 사례를 제시하

여 사례의 식별률, 원인지각, 증상해결방법의 유용성에 한 신념, 주요 정신건강 정보원 등을 조사하

다. 이 연구들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MHL의 포괄적 역을 다루고 이를 외국의 결과와 비교하 다

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최근에는 중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일차적 사례발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를 상으로 MHL을 조사한 연구들(이선혜 외, 2012; 전미순, 2013)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들을 발전시켜 전국을 상으로 지역별,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성인 1,197

명을 표집 하여 MHL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MHL의 취약집단을 분석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일차적 표적 집단을 선정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우울증과 정신분열병에 초점

을 둔 것과 달리 알코올중독을 포함시켰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인구 비 알코올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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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가장 많고(국민일보, 2011) 질병부담을 볼 때 우울증, 정신분열병병에 이어 세 번째로 부담이 많

은 정신질환이기 때문이다(박재현 외, 2006). 따라서 3  만성정신질환인 정신분열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사례를 통해 중의 MHL을 평가하고 취약집단을 분석하여 MHL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장애 유형별 MHL(정신질환 인식, 원인에 한 이해, 치료방법과 치료자원에 한 이해, 

정신과치료에 한 낙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MHL 취약집단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2. 정신건강이해력(MHL)에 관한 선행연구

MHL은 건강이해력의 개념을 정신보건 역에 적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강이해력은 건강을 증

진시키기 위해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표적인 예로 다이어

트, 유방암 자가진단법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MHL은 “정신질환을 인식, 관리, 예방하기 위한 지식

과 신념”(Jorm, 2000)을 의미하고 정신건강관련 지식이나 문제해결능력 정도로 평가한다. MHL을 구

성하는 요소에 해서는 연구자들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즉, MH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

으나 구성요소를 정신질환의 원인에 한 것으로 한정시킨 연구자들(Nakane et al., 2005; Schomerus 

et al., 2006)도 있고, 정신과치료방법에 한 신념에 초점을 둔 연구들(Angermeyer et al., 1999; 

Lauber et al., 2001; Highet et al., 2002)도 있다. 또한 MHL 개념에 정신질환 인식, 원인 예후에 

한 것까지 포괄적으로 본 연구자들(이선혜·서진환, 2010; Angermeyer and Matschinger, 2003)도 있

다. 기존의 연구자들이 포함한 구성요소들을 모두 포함하여 Jorm(2000)은 MHL의 구성요소를 정신

질환의 인식, 원인에 한 지식과 신념, 자가치료에 한 지식과 신념, 전문적 도움에 한 지식과 

신념, 정신과치료에 한 낙인, 정신보건정보를 얻는 방법에 한 지식 등 6가지로 보았다. 본 연구

에서는 선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보아온 정신질환의 인식, 원인에 한 이해, 자가 치료와 전문적 치

료를 포함한 치료방법과 치료자원에 한 이해, 그리고 정신과치료에 한 낙인을 MHL의 구성요소

로 보았다.

중을 상으로 한 MHL의 선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본 구성요소인 첫째, 정신질환의 인식 둘째, 

정신질환의 원인과 위험요인에 한 지식과 신념 셋째, 치료자와 치료방법에 한 지식과 신념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질환의 인식(recognition)은 자신이나 주변의 누군가가 특정 문제를 보일 때, 이를 정신질

환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주로 특정 사례를 제시하고 사례에 제시된 사람이 어떤 문

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Angermeyer와 Matschinger(2003)는 

독일의 18세 이상 성인 5,025명을 상으로 정신분열병과 우울증의 사례를 제시하고 인식률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정신분열병은 70.2%가, 우울증은 62.2%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 다.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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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Lauber 외(2003)가 16세 이상의 성인 1,737명을 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도 정신분열병병은 

73.6%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라 인식한 반면, 우울증은 60.2%가 생활상의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

으로 인식하 다. 호주에서 이루어진 Jorm 외(1997)의 연구에서는 우울증 사례를 정확하게 우울증이

라 응답한 비율은 39%이고 넓은 범주 내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72%이다. 반 로 

정신질환이라 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28%나 되었다. 그러나 정신분열병 사례는 응답자의 

16%가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응답한 반면, 84%는 넓은 범주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응답하 다. Jorm 

외(2005)은 일본과 호주의 인식률을 비교하 다. 그 결과 호주에 비해 일본이 정신과진단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특히 우울증의 진단을 회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하 다. 국내 이선혜와 

서진환(2010)의 연구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린 비율은 우울증의 경우 35.2%, 정신분열병의 경우 

33.5%이고 정신건강문제로 인식한 비율은 우울증이 57.4%이고 정신분열병이 61.5%로 호주보다는 낮

고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이라 하 다.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분의 연구결과 정신질환으로 

인식되는 경향은 우울증보다 정신분열병이 더 높다.

둘째, 정신질환의 원인을 이해하는 방식은 선호하는 치료방법과 치료자원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 중요한 MHL의 구성요소이다. 선행연구들이 원인을 분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체로 심

리사회적 원인(성격적 문제, 예민성, 생활사건, 어린 시절의 문제, 스트레스 등)과 생물학적 원인(유

전, 신경전달물질의 장해 등)을 공통적으로 보고 있다. Schomerus 외(2006)가 독일의 성인을 상으

로 한 조사에서 우울증은 주로 심리사회적 원인으로, 정신분열병은 주로 생물학적 원인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독일에서 수행된 Angermeyer와 Matschinger(2003)의 연구에서도 정신분열병은 60%

이상이 뇌질환이나 유전을 원인으로 지목하 고 우울증은 70~80%에서 생활사건이나 직장에서의 스

트레스를 원인으로 지목하 다. 호주에서 이루어진 두 연구(Nakane et al., 2005; Jorm et al., 2005)에

서는 트라우마, 일상의 문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어린 시절의 문제 등 심리사회적 원인을 90%가 

우울증의 원인으로, 80%가 정신분열병의 원인으로 지목하 다. 유전을 원인으로 보는 것 역시 우울증 

67.4%, 정신분열병 70.0%로 비슷한 수준이었다(Jorm et al., 2005). 이러한 결과를 일본과 비교

(Nakane et al., 2005)해보면 두 나라 모두 심리사회적 원인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 으나 호주가 일

본에 비해 높은 것은 감염, 알러지, 유전적 원인이었고 일본이 호주에 비해 높은 것은 예민한 성격, 나

약한 성격 등이었다. 이선혜와 서진환(2010)의 연구에서는 우울증은 심리적 요인보다 사회적 요인을, 

정신분열병은 사회적 요인보다 심리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보았다. 또한 생물학적 원인은 정신분열병

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초자연적 원인(팔자소관, 해달별, 귀신)

을 중요한 원인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치료방법과 치료자원에 한 이해방식은 선호하는 치료방법에 한 순응도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각국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와 접한 관련이 있다. Fisher와 

Goldney(2003)는 우울증에 한 호주국민의 MHL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기 위해 

15~24세와 65~74세의 사람들을 비교하 다. 노인인구가 젊은 세 에 비해 우울수준이 더 높지 않지

만 12개월 내 의사를 만났거나 항우울제를 복용한 경험은 더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개

입이 도움이 될 거라는 인식은 노인인구가 오히려 더 낮았고 정신과의사를 더 해롭다고 인식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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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었다. 호주에서 이루어진 또 다른 연구(Highet et al., 2002)에서는 80% 이상이 친지로부터의 

지지, 운동, 요가, 심리치료, 정신치료 등이 도움이 된다고 한 반면 수면제 혹은 진정제, 항우울제 등은 

오히려 해로운 치료방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Angermeyer와 Matschinger(2005)는 1990년  

독일의 정신보건개혁이 가져온 치료방법의 발전이 중의 정신과치료 수용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분

석하기 위해 1990년과 2001년 조사결과를 비교하 다. 그 결과 우울증과 정신분열병이 발견될 경우 

정신과의사와 정신과치료를 권하겠다는 응답이 증가하 고, 특히 정신분열병의 경우 약물치료를 권하

겠다는 응답이 현저히 증가하여 중의 수용도에 긍정적 향을 미쳤다고 판단하 다. 스위스에서 수

행된 조사(Lauber et al., 2001)에 의하면 정신과의사와 심리학자의 정신치료가 정신분열병과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약물치료는 응답자의 1/4 이상이 해롭다고 하 다, 이선혜와 서진

환(2010)의 연구에서는 정신분열병의 경우 정신보건전문가가 도움이 되지만 우울증의 경우 가족, 친

구, 한의사 등 비정신보건전문가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분열병의 치료방법

으로는 정신과 치료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으나 우울증의 경우 스트레스관리, 간헐적 음주 등이 더 유

용하다고 응답하여 정신과 치료의 유용성을 다소 낮게 평가하 다.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조사 상은 전국에서 표집 된 일반 성인 1,197명이다. 표집방법은 지역표본추출방법, 비례층화표본

추출법, 할당표본추출법을 혼합 사용하여 광역도시, 중소도시, 군 단위 이하의 지역 인구비례와 연령

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집인원을 산출하 다. 즉, 전체 표집 목표를 1500명으로 정하고 각 지역단위의 

인구비례에 따라 사례수를 할당한 뒤 해당지역의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최종 표집인원을 산출하

다. 조사는 2012년 10월 ~ 12월까지 시행하 다.

조사 상의 연령은 20  203명(17.0%), 30  243명(20.3%), 40  277명(23.2%), 50  208명

(17.4%), 60  이상 265명(22.2%)이다. 남자는 585명(49.1%)이고 여자는 607명(50.9%)이며 거주 지

역은 도시(특별시와 광역시) 376명(31.5%), 중소도시 419명(35.1%), 군 이하 398명(33.4%)이다. 교

육정도는 초등학교 수준 55명(4.6%), 중학교 수준 96명(8.1%), 고등학교 수준 462명(39.0%), 학교 

이상 572명(48.3%)이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상 17명(1.4%), 중상 184명(15.6%), 중 713명(60.5%), 중

하 221명(18.8%), 하 43명(3.6%)이다.

조사 상자에게는 전형적인 정신분열병, 우울증, 알코올중독 사례 하나씩을 무작위로 배정하 다. 

따라서 정신분열병 사례에 응답한 사람은 421명(35.2%), 우울증 사례는 396명(33.1%), 알코올중독 사

례는 380명(31.7%)이다. 사례가 무작위 배정되었음을 검증하기 위해 사례 유형과 성별(x²=4.597, 

p=.100), 연령(x²=3.482, p=.901), 교육수준(x²=2.824, p=.831), 지역(x²=3.552, p=.470), 경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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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²=11.423, p=.179)을 chi-square 검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비교

적 무작위 배정되었다 할 수 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표적인 만성 정신질환이라 할 수 있는 정신분열병, 우울증, 알코올중독 사례를 활

용하 다. 이 사례는 김재훈과 서미경(2011)이 사용하 던 사례를 보다 증상위주로 간략하게 수정하

여 활용하 다. 사용된 사례는 DSM-Ⅳ에 의해 진단이 가능하고 진단 타당성은 정신의학, 임상심리, 

정신보건사회복지를 전공한 교수 3인이 확인하 다. 각 사례는 20  후반에서 30  초반의 남자로 하

다. 사례의 성별을 남자로 통일시킨 이유는 같은 증상과 행동을 보여도 사례의 성별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더 가치절하하거나 혹은 사회적 기능을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Schnittker, 

2000)이다. 각 사례는 해당질환의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나 정신과 진단이나 치료병력은 제시하지 않

는 것으로 구성되었다(부록참고).

MHL의 4가지 구성요소(정신질환의 인식, 원인에 한 이해, 치료방법과 치료자원에 한 이해, 정

신과치료에 한 낙인)을 질문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질환의 인식’은 각 사례가 보이는 문제를 무엇이라 생각하는지를 개방형으로 질문하

다. 즉, 해당사례의 문제를 정신분열병(혹은 조현병, 정신분열병, 분열 포함), 우울증(우울, 기분장애 

포함), 알코올중독(혹은 알코올리즘)으로 정확히 답한 경우 엄격한 기준2)에서 인식한 것으로 평가하

다. 좀 더 기준을 관 하게 적용할 경우 세 사례 모두 정신질환, 정신장애, 정신병으로 보는 것을 포

함시켰다. 취약집단 선정을 위한 군집분석에서는 관 한 기준을 적용하 다. 그 이유는 MHL이 정확

한 진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신질환으로 보고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원인에 한 이해’는 선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13개의 원인문항을 요인분석 하여 개

인적 원인(나약한 성격, 의지력 부족, 잘못된 생활습관), 사회적 원인(스트레스, 가족 내 갈등, 부모의 

잘못된 양육방식, 가난한 환경), 생물학적 원인(뇌질환, 유전적 원인, 신경전달물질의 장해), 미신적 

원인(신들림, 과거의 업보, 머리가 너무 좋아서)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러나 개별문항 또한 중요하므

로 분석 시에는 개별문항과 하위요인 모두를 활용하 다. 개인적 원인의 Cronbachs’α값은 .640, 사회

적 원인의 Cronbachs’α값은 .670, 생물학적 원인의 Cronbachs’α값은 .839, 미신적 원인의 Cronbachs’α

값은 .790이다.

셋째, ‘치료방법과 치료자원에 한 이해’는 선행연구들과 정신보건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11개의 

치료방법과 7개의 치료자원으로 문항을 구성하 다. 각 문항들이 독립된 것이므로 개별문항으로 분석

하 다. 그러나 서술상 편의를 위해 연구자들이 임의로 심리상담, 외래치료, 정신과 입원치료, 사회재

2) 이선혜 외(2012)은 본 연구에서 본 인식률을 ‘식별률’이라 하 고 엄격한 기준, 다소 엄격한 기준, 

관 한 기준으로 나누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엄격한’과 ‘다소 엄격한’을 ‘엄격한 기준’에 포함시켜 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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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치료는 ‘전문적 치료’로 운동, 여행, 종교활동, 취미활동, 명상, 생활습관과 식습관의 변화는 ‘자가 치

료’로 보았다. 치료자원 역시 정신과전문의, 임상심리사, 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보건전문

가’로, 한의사, 성직자, 가족은 ‘비전문가’로 분류하 다. 제시된 치료방법과 치료자원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해롭다고 생각하는지를 “매우 해롭다(-2)”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2)”로 

측정하 다.

‘정신과치료에 한 낙인’을 평가하기 위해 Stigma Scale for Receiving Psychological 

Help(SSRPH)를 수정하여 사용하 다. 문항내용은 사례와 같은 문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경우 남

들에게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일 거라 인식하는지를 질문하는 것이다(Komiya et al., 2000). SSRPH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Cronbachs’α값은 .847이다. 

‘원인에 한 이해’와 ‘정신과 치료에 한 낙인’은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

까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정신질환 유형별(정신분열병, 우울증, 알코올중독 사례) 이해력(인식률, 원인에 한 이해, 치료방

법에 한 이해, 정신과치료에 한 낙인)의 차이를 보기 위해 chi-square 검증과 일원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 다. 취약집단분석을 위해서는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군집분석은 각 관측지들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여 유사성이 높은 관측치들끼리 묶어 군집을 나누는 통계분석방법이다. 본 연구

에서는 비계층군집분석인 K-means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K-means 방법은 사전에 정해진 군

집의 숫자에 따라 상들이 군집에 할당되는 방식이다. 연구자들은 군집의 수를 2개로 지정했을 때 

군집의 사례 수가 적절하고 해석적 의미가 극 화 된다 판단하여 군집의 수를 2개로 지정하 다. 군

집분석을 위해 MHL의 구성요소 중 원인에 한 이해와 치료방법과 치료자원에 한 이해를 척도화

하기 위해, 해당 문항들이 정신질환을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이해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전문가 100

명3)에게 질문하 다. 각 문항 간 상관관계 분석을 하여 부적 관계를 갖는 문항에 역점수를 부여하고 

각 문항에 전문가가 과학적으로 이해했다고 평정한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가중치를 부여하 다4). 이 

점수들을 표준화시켜 원인에 한 이해력과 치료방법과 치료자원에 한 이해력의 합산점수로 활용하

다.

3) 전문가 집단의 조사는 온라인 조사를 하 으며 그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남자 51명, 여자 49명
이고, 연령 42.55(±0.77)세이며, 정신과전문의 27명, 전공의 5명, 임상심리사 36명, 사회복지사 32명
이다.

4) 가중치를 부여한 이유는 원인이나 치료방법을 질문한 문항들이 이해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동일한 
수준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각 문항들에 동의하는 정도를 전체 이해력 점수로 환산하기 위해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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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기준 정신분열병 우울 알코올중독

엄격한 기준 15(3.6%) 167(42.2%) 189(49.7%)

관대한 기준 47(11.2%) 170(42.9%) 195(50.3%)

4. 연구결과

1) 정신질환 유형별 정신건강이해력의 차이

(1) 정신질환의 인식률

정신질환의 인식률을 알아보기 위해 각 사례의 문제를 무엇이라 생각하는지를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표 1>과 같다. 각 사례의 진단을 정확히 맞추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정신분열병 3.6%, 

우울 42.2% 알코올중독 49.7%로 정신분열병의 인식률이 현저히 낮았다. 포괄적인 정신과적 문제로 

보는 것까지 포함한 관 한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정신분열병 11.2%, 우울 42.9%, 알코올중독이 

50.3%로 증가하 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분열병의 인식률은 낮은 편이다. ‘인식한 것’으로 인정되지 

못한 응답 중 가장 많은 것은 정신분열병과 우울증을 ‘심리사회적 문제’로 보는 경우 다(각각 44.7%, 

46.2%). 그러나 알코올중독을 심리사회적 문제로 보는 경우는 9.7%에 불과했다. 또한 정신분열병을 

우울증으로 보는 경우가 3.6%, 우울증을 정신분열병으로 보는 경우가 0.8% 다. 상 적으로 알코올중

독을 다른 질환으로 본 경우는 0.5%미만으로 낮았다.

<표 1>  정신질환의 인식률

(2) 원인에 대한 이해

각 사례가 보이는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한 응답 결과는 <표 2>와 같다. 의지력 부

족이나 잘못된 생활습관과 같은 개인적 원인으로 보는 경향은 정신분열병과 우울증보다 알코올중독에

서 더 높았다. 그러나 스트레스, 가족갈등, 양육방식, 가난한 환경과 같은 사회적 원인으로 보는 경향

은 장애유형별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가난한 환경’을 제외한 부분의 사회적 원인을 모

든 유형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뇌질환, 유전, 신경전달물질의 장해와 같은 생물학

적 원인으로 보는 경향은 개인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에 비해 낮았다. 생물학적 원인 전체는 장애유형

별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뇌질환은 알코올중독에 비해 정신분열병이, 신경전달물질의 장해는 알

코올중독에 비해 우울증의 원인으로 보는 경향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미신적 요인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경향은 낮았으나 정신분열병을 미신적 원인으로 보는 경향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다. 세부적

으로는 알코올중독이나 우울증에 비해 정신분열병을 신들림으로 보는 경향이 높았고 ‘머리가 너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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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정신분열병(a) 우울증(b) 알코올중독(c) F값(p) 사후검증

나약한 성격
4.03

(±.84)
3.91

(±.90)
4.40

(±.87)
2.48

의지력 부족
4.00

(±.89)
3.89

(±.98)
4.35

(±.77)
28.48*** c>a,b

잘못된 
생활습관

3.67
(±1.01)

3.59
(±1.04)

4.14
(±.91)

34.41*** c>a,b

개인적 원인
3.90
(±.69)

3.80
(±.73)

4.17
(±.65)

30.57*** c>a,b

스트레스
4.30

(±.81)
4.42

(±.80)
4.29

(±.78)
2.92

가족 갈등
3.91

(±1.04)
3.88

(±1.00)
3.86

(±.99)
.21

잘못된 
양육방식

3.72
(±1.11)

3.54
(±1.14)

3.58
(±1.13)

2.86

가난한 환경
3.02

(±1.14)
3.05

(±1.14)
3.07

(±1.15)
.24

사회적 원인
3.74
(±.74)

3.72
(±.74)

3.70
(±.73)

.23

뇌질환
3.06

(±1.23)
3.02

(±1.29)
2.81

(±1.20)
4.80** c<a

유전적 요인
2.87

(±1.17)
2.80

(±1.21)
2.93

(±1.16)
1.09

신경전달물질
장해

3.09
(±1.18)

3.20
(±1.21)

2.96
(±1.18)

3.97* c<b

생물학적 
원인

3.01
(±1.04)

3.01
(±1.08)

2.91
(±1.02)

1.26

신들림
2.41

(±1.23)
2.17

(±1.21)
2.17

(±1.18)
5.24** a>c,b

과거의 업보
2.11

(±1.10)
2.13

(±1.15)
2.03

(±1.11)
.82

머리가 
좋아서

2.21
(±1.14)

2.14
(±1.13)

1.86
(±1.03)

10.87*** c<a,b

미신적 원인
2.24
(±.93)

2.15
(±.98)

2.02
(±.98)

5.13** a>c

아서’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 또한 알코올중독에 비해 정신분열병과 우울증의 경우 더 높았다.  

정신질환유형과 관계없이 체로 사회적 원인보다 개인적 원인을 더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주요 원인으로 꼽는 생물학적 원인에 한 이해는 상 적으로 낮다. 또한 과

거와 달리 정신질환을 미신적 원인으로 이해하는 경향은 중간점수 3점이하 다.

<표 2>  정신질환의 원인에 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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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방법/치료자 정신분열병 우울증 알코올중독 F값(p) 사후검증

심리상담 
혹은 치료

1.48
(±.76)

1.41
(±.75)

1.44
(±.74)

.79

외래약물치료
.75

(±.98)
.78

(±.88)
.95

(±.96)
5.19** c>a,b

정신과입원치료
.65

(±1.08)
.41

(±1.03)
.74

(±1.12)
9.96*** b<a,c

사회재활치료
.89

(±.92)
.77

(±.92)
.96

(±.86)
4.48* c>b

전문적치료
.94
(±.72)

.84
(±.65)

1.03
(±.69)

6.76** c>b

운동
1.18

(±.78)
1.25

(±.75)
1.30

(±.77)
2.28

여행
.98

(±.88)
1.08

(±.85)
.91

(±.95)
3.36* c<b

종교 활동
.80

(±1.02)
.84

(±.99)
.87

(±1.51)
.55

(3) 치료방법과 치료자원에 대한 이해

다양한 치료방법(전문적 치료와 자가 치료법)과 치료자원(정신보건전문가와 비전문가)들이 해당사

례의 문제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혹은 해가 될지를 질문한 결과 <표 3>과 같다. 항목들의 평균

을 보면 모든 치료방법과 인적자원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문적 치료(심리 상담과 치료, 외래약물치료, 입원치료, 사회재활치료)의 경우, 

심리상담과 치료를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상 적으로 입원치료의 유용성은 매우 

낮게 인식되었다. 정신질환 유형별 차이를 보면 외래약물치료와 사회재활치료의 경우 다른 질환에 비

해 알코올중독에 도움이 될 거라 보는 경향이 높았고, 정신과 입원치료는 우울증의 경우 다른 질환보

다 낮았다. 자가 치료(운동, 여행, 종교 활동, 명상,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의 변화) 중에는 운동, 취미활

동, 생활습관의 변화 등이 다른 것들에 비해 유용성이 높게 인식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심리 상담을 제외한 전문적 치료보다 유용성이 더 높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이다. 질환별 차이를 보면, 

알코올중독이 다른 질환보다 여행, 생활습관과 식습관의 변화가 더 유용할 거라 생각하 다. 

치료자원 중 정신보건전문가(정신과전문의, 임상심리사, 간호사, 정신보건사사회복지사)의 유용성

을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정신과전문의의 도움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임

상심리사와 사회복지사이고 간호사의 도움을 가장 낮게 인식하 다. 정신질환 유형별 정신보건전문가

의 유용성의 차이를 보면, 임상심리사만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 알코올중독의 경우 우울증보다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인식하 다. 비전문가(한의사, 성직자, 가족)의 도움 정도를 평가해보면, 가족을 가

장 큰 자원으로 인식하 고 이는 정신과 전문의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반 로 한의사의 유용성은 낮

은 편으로 그 정도가 성직자보다 낮았다. 그러나 질환유형별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표 3>  치료방법과 치료자에 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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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정신분열병(a) 우울증(b) 알코올중독(c) F값(p) 사후검증

정신과치료에 
대한낙인

2.83

(±.90)

2.68

(±.95)

2.88

(±1.00)
4.76** c>b

취미활동
1.09

(±.81)
1.10

(±.81)
1.09

(±.89)
.05

명상
.66

(±.97)
.72

(±.94)
.80

(±.93)
2.30

생활습관의 변화
1.07

(±.80)
1.11

(±.81)
1.38

(±.73)
17.39*** c>a,b

식습관의 변화
.59

(±.86)
.59

(±.83)
1.08

(±.85)
42.86*** c>a,b

자가 치료
.91
(±.60)

.96
(±.60)

1.06
(±.60)

6.63** c>a

정신과 전문의
1.16

(±.88)
1.07

(±.83)
1.19

(±.84)
2.09

임상심리사
.71

(±.95)
.66

(±.87)
.86

(±.89)
4.97** c>b

간호사
.19

(±.85)
.11

(±.77)
.19

(±.86)
1.25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75
(±.92)

.62
(±.87)

.75
(±.89)

2.75

정신보건전문가
.70
(±.72)

.62
(±.62)

.75
(±.65)

3.93* c>b

한의사
.15

(±.90)
.15

(±.85)
.30

(±.95)
3.71*

성직자
.45

(±1.09)
.50

(±.98)
.36

(±1.10)
1.93

가족 
1.40

(±.85)
1.31

(±.83)
1.32

(±.89)
1.18

비전문가
.66
(±.69)

.65
(±.64)

.66
(±.74)

.02

(4) 정신과치료에 대한 낙인

정신과치료에 한 낙인은 알코올중독에 한 낙인(M=14.38)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우울증과 비

교하여 의미 있는 차이이다. 그러나 정신분열병과 우울증 치료에 한 낙인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표 4>  정신과치료에 한 낙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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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변인 군집 1 군집 2

원인에 대한 이해 0.71 -0.66

치료방법 및 자원에 대한 이해 0.64 -0.64

정신과치료에 대한 낙인 0.16 -0.15

인식률 0.41 .006

2) 정신건강이해력 취약집단 분석

MHL의 구성요소인 정신질환의 인식률, 원인이해, 치료방법과 치료자원에 한 이해, 정신과치료에 

한 낙인을 투입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군집변수들이 나누어진다. 두 군집의 

프로파일을 그리면 <그림 1>과 같다. 군집 1은 521명(46.85%)이고 군집 2는 591명(53.15%)이다. 군집 

1은 MHL의 구성요소 모두 이해력이 높은 집단이고 군집 2는 구성요소 모두 이해력이 낮은 취약집단

이다. 구성요소 중 원인에 한 이해와 치료방법 및 치료자원에 한 이해에서 두 집단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고 정신과치료에 한 낙인과 인식률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MHL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의 원인에 한 이해와 치료방법 및 치료자원에 한 이해력을 중심으로 프로

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5>  군집변수들의 최종 군집 심

<그림 1>  군집별 로 일

실제 취약집단인 군집 2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군집 1과 군집 2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표 5>와 같이 성별, 교육수준, 연령, 거주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 다. 즉, 취약집단인 군집 

2의 경우 남자가 더 많고, 졸 이하가 많으며, 20 와 60  이상이 많고 광역시나 시지역보다 군 지

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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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군집 1 군집2 

성별 

남 227 (42.9%) 328 (56.7%)

21.15여 302 (57.1%) 250 (43.3%)

합계 529 578

교육수준

초졸 11 (2.1%) 39 (6.8%)

57.66

중졸 19 (3.6%)  66 (11.5%)

고졸 189 (35.8%) 239 (41.7%)

대졸 이상 309 (58.5%) 229 (40.0%)

합계 528 573

연령

20대  88 (16.5%) 109 (18.8%)

38.80


30대 133 (25.0%)  94 (16.2%)

40대 139 (26.1%) 119 (20.6%)

50대 95 (17.9%)  95 (16.4%)

60대 이상  77 (14.5%) 162 (28.0%)

합계 532 579

거주지

광역시 194 (36.6%) 149 (25.7%)

49.74
시지역 209 (39.4%) 175 (30.2%)

군지역 127 (24.0%) 255 (44.0%)

합계 530 579

<표 6>  군집 1과 군집 2의 인구통계학  특성 비교

5.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정신건강문제에 한 올바른 신념과 이해가 정신질환의 1, 2차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로 우리나라 성인의 MHL을 평가하고 MHL 취약집단을 분석하 다. 지역표본추출, 비례층화표본

추출, 할당표본추출법을 혼합사용하여 표집 된 성인 1197명을 상으로 전형적인 정신분열병, 우울증, 

알코올중독 사례를 무작위로 배정하여 해당 사례에 한 MHL(정신질환의 인식, 원인에 한 이해, 

치료방법 및 치료자원에 한 이해, 정신과치료에 한 낙인)을 평가하 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제시된 사례를 정신질환이나 정신과적 문제로 본 인식률은 정신분열병이 11.2%, 우울증이 

42.9%, 알코올중독이 50.3%이다. 이는 국내에서 수도권지역의 성인을 상으로 한 이선혜와 서진환

(2010)의 연구결과 정신분열병 61.5%, 우울증 57.4%,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10

명 중 8~9명이 정신분열병의 문제를 정신과적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Angermeyer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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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schinger(2003)가 독일인을 상으로 하 을 때의 70.2%, 62.2%보다 낮고 Lauber 외(2003)이 스

위스 사람들을 상으로 조사했을 때의 73.6%, 60.2%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부분 중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알코올중독 사례를 다루지 않아 비교가 어렵지만 전미순(2013)이 사회복지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알코올중독의 인식률이 72.2% 다. 이것과 비교해볼 때 알코올중독 인식률 

또한 낮은 편이다.

본 연구의 인식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정보와 관련 기관에 한 접

근성이 상 적으로 높은 수도권만을 상으로 한 조사와 달리 전국의 성인을 지역별, 연령별 할당하

여 표집 하 기 때문에 인식률이 낮을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수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인식률은 서

구에 비해 심각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모든 연구들이 활용한 사

례가 다르므로 얼마나 심각한 증상을 문제로 제시하 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아주 심각한 증상은 중의 MHL과 상관없이 응급상황으로 치료체계와 연결되므로 중이 일상에

서 접할 수 있는 증상을 중심으로 사례를 구성하 다. 이로 인해 인식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된

다. 중요한 것은 인식률이 낮을 경우 자신이나 주변에서 유사한 문제를 보일 때, 정신질환이라 인식하

지 않아 치료체계와의 접촉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둘째, 제시된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는 방식은 도움요청행위와 치료순응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이다. 본 연구 결과 유형에 관계없이 정신질환의 원인을 개인적 원인, 환경적 원인, 생물학적 원인, 미

신적 원인 순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 다. 사례 유형별 차이를 보면, 개인적 원인을 가장 높게 지각

하는 것은 알코올중독이고, 생물학적 원인 중 뇌질환과 신경전달물질의 장해는 알코올중독이 정신분

열병과 우울증보다 낮았다. 미신적 원인은 체로 낮게 인식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정신분열병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사회적 원인은 유형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선혜와 서진환(2010)의 연구에서 정신분열병은 사회적 요인보다 심리적 요인을, 

우울증은 심리적 요인보다 사회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보았다는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생물학적 원인이 정신분열병에서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사회복지사

를 상으로 한 전미순(2013)의 연구에서 알코올중독의 경우 개인적 원인을 높게 지각한다는 결과와

도 일치한다. 그러나 서구의 연구결과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독일에서는 정신분열병의 주

요원인으로 생물학적 원인을 그리고 우울증의 주요원인으로 스트레스를 지목하 다(Angermeyer and 

Matschinger, 2003). 호주에서 이루어진 연구(Jorm et al., 2005)는 정신분열병과 우울증 모두 사회, 환

경적 원인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 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자에 따라 제시한 원인 문항이 다르고 질

문 방식 역시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즉, 본 연구처럼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하고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질문한 연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한 연구도 있어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데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한다.

셋째, 치료방법과 자원에 한 이해는 선호하는 치료방법과 치료자에 한 순응도를 예측할 수 있

는 주요 요인이다. 본 연구결과 전문적 치료로는 심리상담 및 치료를 가장 높게 선호하 고, 정신과 

입원 치료에 한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자가 치료방법으로는 운동과 생활습관의 변화를 가장 선호



328  한국사회복지학 제65권 제 2 호

하 다. 심리상담을 제외한 정신과치료의 유용성은 부분 자가 치료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경향

은 정신과치료에 한 부정적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우울증과 알코올중독의 경우 

40~50%가 정신과적 문제로 인식하면서도 전문적 치료보다 자가 치료의 유용성을 더 높게 인식한다. 

흥미로운 것은 알코올중독의 경우 정신질환이라는 인식률은 높은데 원인은 개인적인 것으로 이해하

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과치료의 유용성은 다른 질환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분열병은 

우울증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인식률에도 정신과치료의 유용성은 높게 인식된다. 이러한 경향은 정신보

건전문가의 유용성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인식률과 전문적 치료에 한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심리상담을 제외한 정신과치료를 편견에 의한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

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기존의 연구(김재훈․서미경, 2011)결과 알코올중독과 정신분열

병이 우울증보다 위험성에 한 편견이 현저히 높다. 따라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

문적 치료의 유용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정신보건전문가 중에서는 정신과전문의의 유

용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 고 비전문가 중에는 가족이 가장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인식하 다. 이는 

전문의보다 높은 수준이다. 치료에 있어 가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우리의 가족주의 문화가 반

된 결과라 생각된다.

이선혜와 서진환(2010)의 연구에서는 정신분열병의 경우 정신보건전문가가 도움이 되지만 우울증

의 경우 가족, 친구, 한의사 등 비정신보건전문가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여 본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

가 있다. 그러나 Lauber 외(2001)는 정신과전문의와 심리학자가 정신분열병과 우울증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때 선호하는 치료방법은 정신치료이고, 약물치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여 본 연구

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MHL의 다른 요소들과 달리 치료방법과 치료자원에 한 이해는 각 국가

의 보건서비스 전달체계에 따라 다르고, 같은 나라라 하여도 서비스의 접근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만약 지역적 특성상 관련 전문가와 치료방법에 접근할 기회가 부족하다면 상 적

으로 유용성을 낮게 인식할 수 있다.

넷째, 정신과치료에 한 낙인은 치료체계로의 접근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즉, 정신과치료의 

유용성을 인식한다 하여도 낙인이 높은 경우 접근을 망설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치료에 한 낙인

은 알코올중독의 경우 가장 높았고 우울증의 경우 가장 낮았다. 흥미로운 것은 알코올중독의 경우 

다른 질환에 비해 정신과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이에 한 낙인은 가장 높았다. 그리고 우

울증의 경우, 정신과치료의 유용성이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치료에 한 낙인 역시 가장 낮았다. 이는 

세 질환에 한 사회적 편견을 조사한 연구결과들(김재훈․서미경, 2011; 박근우․서미경, 2012)과 

유사하다. 결국 특정 문제에 한 편견이 그 문제로 치료받는 것에 한 낙인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MHL 취약집단을 분석하 다. 그 결과 MHL의 4가지 구성요소 중 원인

에 한 이해와 치료방법 및 치료자원에 한 이해에서 취약집단의 이해력이 두드러지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약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이해력이 높은 집단과 비교해볼 때 남성이 많고, 졸이

하의 교육수준이 많으며, 20 와 60  이상이 많고 군 지역이하 거주자가 많았다. 60  이상의 군 지

역 거주자가 MHL의 취약집단이라는 것은 예상했던 바이다.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의 지역편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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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때 군 지역 이하의 노인들의 경우 서비스의 접근성도 낮고 정신질환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의 

접근성도 낮기 때문이다. 또한 취약집단에 60  이상이 많기 때문에 졸이상의 교육수준 비율도 낮

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 의 이해력이 낮은 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2) 결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MHL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의 프로파일 차이를 보면, 인식률과 치료에 한 낙인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원인과 치료방법 및 자원에 한 이해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따라서 MHL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의 원인을 제 로 이해하고 전문적 치료와 전문가들의 유용성에 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취약집단인 60  이상의 군 이하 지역 거주자를 표적 집단으로 접근 

가능한 치료방법과 자원에 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교육이 아닌 구체적인 서비스를 안내하

고 이용 절차를 소개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2013년 올해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

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과정에 해당지역의 정신보건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

내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효율적으로 MHL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질환 유형별로는 정신분열병의 경우 인식률이 현저히 낮다. 즉, 10명 중 8~9명이 정신분열병

의 증상을 정신질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MHL 향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문제를 정신

질환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신분열병을 중이 쉽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실

례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선혜와 서진환(2010)도 화나 드라마 속 인물에 한 관

찰을 통해 특정 증상을 이해하고 식별하도록 하는 교육전략을 제안한바 있다. 또한 정신분열병과 달

리 알코올중독은 중에게 가장 익숙한 질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은 개인적인 것으로 이해하

고, 치료는 전문적 치료의 유용성을 높게 인식하는 매우 모순된 이해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편견 

극복과 더불어 해당질환의 원인을 제 로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서구에 비해 우리나라의 MHL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다. 이처럼 낮은 MHL은 정신보건서비

스 이용률을 저하시키고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방해하여 막 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

라서 MHL을 향상시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미 서구에서

는 1990년 부터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국의 Defeat Depression5)과 You in Mind6) 호주의 Community Awareness Program(CAP)7), 미국의 

청소년을 상으로 한 Mental Illness Awareness Week8) 등이 있다(Francis et al., 2002). 부분 특

5) 국에서 1991~1996년까지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신문, TV, 라디오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상으로 
우울증의 상황, 조기 도움추구의 중요성을 교육한 프로그램이다.

6) 국의 TV에서 10분짜리 공익광고를 7개 제작하여 시리즈로 방송한 것으로 내용은 정신질환에 
한 정보와 처행동을 구체적인 예시로 제공하 다. 이 시리즈의 목표는 병식을 향상시키고, 타인과 
자신의 문제를 정신질환으로 인식하고 발견하는 것이다.

7) 호주의 CAP는 1995년에 시작된 것으로 TV 광고를 통해 정신질환에 한 정보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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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학회나 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 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도 이와 같은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MHL에 한 연구가 상 적으로 제한적인 우리나라에서 전국을 상으로 한국인의 

MHL을 평가하고 취약집단을 분석하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 첫째, MHL을 척도화하는 작업을 선행하여 이를 표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

문가집단의 응답을 근거로 가중치를 부여한 점수를 활용했으나 보다 객관적인 MHL 척도를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척도는 향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다. 둘째, MHL 취약집단을 분석하는데 있어 인구통계학적 변인만을 활용하 으나 여기에 

정신질환의 경험정도, 상자의 정신건강 정도, 치료경험 정도 등을 반 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럴 경

우 보다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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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 Health Literacy and Vulnerable Group Analysis of Korea

Seo, Mikyou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Rhee, Minky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 study aims to assess Korean mental health literacy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vulnerable population. This study presented typical vignettes of 

schizophrenia, depression and alcoholism to 1,197 adults randomly. All 

respondents were asked for recognition of mental illness, beliefs about causes, 

professional help and self-help, stigma for receiving psychiatric treatment for the 

person describ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ecognition of mental health 

problem in a vignette was very poor and that personal causes were seen by 

public as more important than environmental and bio-genetic causes. When the 

public were asked about various professional therapies and self-help activities, 

psychotherapy was favored while other professional help were considered to be 

less helpful than self-help activities. Among professionals, psychiatrist were 

viewed as most helpful. We used cluster analysis to compare high mental health 

literacy group with low mental health literacy group(vulnerable population). 

Vulnerable population were found to be more aged and to live in county area. 

We proposed government initiated program for enhancing public mental health 

literacy.

Key words: mental health literacy, recognition of mental illness, vulnerable 

group, beliefs about psychiatric treatment, beliefs about 

professional help, stigma for receiving psychiatric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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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정신분열병 사례

철민(남, 28세)은 작년부터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고 혼자 방에서 TV만 보고 시간을 보내며 때로

는 며칠간 씻지도 않고 지내는 날이 많았다. 가족들은 걱정이 되었지만 원래 말이 많지 않고 내성적

인 성격이었으므로 금방 좋아지겠지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2달 전부터 다른 사람들

에게는 들리지 않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하고 잠

을 잘 자지 못한다. 가족들이 말을 시키면 아무 일도 아니니 내버려달라고 짜증을 낼 뿐 특별히 난폭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우울증 사례

철민(남, 31세)은 몇 개월 전부터 잠이 잘 오지 않더니, 최근에는 2~3시간 밖에 못자고 힘이 없으

며 피로하고 몸이 처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항상 초초하고 쉽게 짜증이 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

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자신이 무가치하고 삶이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평소 즐거웠

던 일이나 취미생활에서 의욕이나 흥미를 상실했다. 그런 자신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

럴수록 더 절망적이고, 심지어 죄책감과 무기력감은 깊어져 갔다. 그로 인해 이제는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누구와 얘기하는 것조차 귀찮아졌다.

알코올중독 사례

철민(남, 33세)은 10  때부터 술을 마시다가 약 2년 전쯤 직장에서 잦은 회식으로 폭음을 시작하

다. 최근 한 달 동안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그래야만 전처럼 취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음주량은 점점 증가되고 있다. 음주에 한 죄책감으로 몇 번이나 술을 끊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짜증이 나며 잠을 잘 수 없어 그 핑계로 다시 술을 마시

게 된다. 최근 들어 음주 후 주변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고 가끔은 다음 날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기

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