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5권1호

- 302 -

정신건강 간이선별도구를 활용한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이영원*, 송원길*, 박기태*, 강양구**, 강민구***

*경북대학교 디지털미디어아트학과

**(주)유비쿼터스사이언스테크놀러지

***㈜마이크로사이텍

e-mail : eunha201@naver.com

A Study on the Self-diagnosis System

Using Mental Health Simple Screening Tool

Youngwon Lee*, Wongil Song*, Kitae Park*, Yangkoo Kang**, Minkoo Kang***

*Dept of Digital Media Art, Kyoungpook National University

**UbiquitousScienceTechnology

***Microscitech

요 약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살률과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강력범죄 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한 인터넷 중독, 중년의 치매 등도 우리의 정신건강

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본 논문은 정신건강 간이선별도구를 활용하여 생활 스트레스로

부터 발생되는 우울증과 인터넷 중독 등 정신건강을 헤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대상자의

위험도를 파악하여 고(高)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1차 선별을 가능하게 하며, 정신건강

진단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놀이형태의 진단방법을 통하여 전문적인 치료로 유도하

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이다.

1. 서론

최근 다양한 생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의 증가

로 국민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신건

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다. 세계보

건기구(WHO)가 채택한 세계보건기구 헌장에 의하

면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의 부재가 아니

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하고 좋은 상태”

를 의미 하는 것으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별개로 보지 않고 인간존재의 모든 것을 포함한 상

태로서 그 기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가에 건강의

관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와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전 세계 100여명의 학자들은 1990년부

터 5년여간에 걸친 공동연구를 통해 2020년에는 ‘우

울증’으로 인한 사망이 심장병에 이어 두 번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우울증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

해야 할 사회적 이슈로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정

신건강 검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사전

예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신건

강 간이 선별도구를 통하여 개인이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여 마치 게임을 하는듯한 착각

속에서 개인의 우울, 불면,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

독, 치매 등 다양한 분야의 정신 건강 상태를 검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본론

정신건강 간이선별도구를 활용한 자가진단 시스템

은 기존에 종이로 된 검사지를 이용하여 수기 검사

후 전산화를 위한 후(後)처리를 하는 방식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해

낼 수 있다.

전용 단말기 제작

및

통합 시스템 구축

- 전용단말기 제작

- 전용단말기 네트워크 환경 구축

- 서버 시스템 구축

- 실시간 네트워크 연동 안정화 작업

- 기관별 시스템 구축

검사 항목 세분화

및

프로세스 정립

- 전용 S/W 에 적용할 검사항목 세분화

- 업무 프로세스 정립

- 결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담 기법 연구

전용 S/W 제작

- 연령별 검사 항목에 따른 알맞은 검사

방법 적용

- User Interface 최적화

- UX(User Experience) 극대화

- 데이터 베이스 구축

- 데이터 베이스 및 서버 연동 최적화

- 전용 단말기 및 웹 버전의 통합 솔루션

개발

[표 1] 시스템 구축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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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나타나 있듯이 자체 개발한 정신건강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삽입할 수 있는 전문 단말기와

서버를 통합한 시스템 구축에 목표를 두고 있다. 기

존의 정신건강검진은 페이퍼로 작성이 되어왔기 때

문에 피대상자가 작성 후 결과도출을 위한 검진 시

간이 길었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정신건강검진

전용 단말기가 제작된다면 누구나 손쉽게 검진을 받

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검진이 끝난 후 결과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 되어 검진의 편리성이 증

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검진 결과가 자동으로 중앙

서버로 전송되어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가

능하게 될 것이다.

대 상 심리 검사 목록

10대

1-1. 소아 우울 척도(CDI) - 8세~13세

1-2. 청소년 우울 척도(BDI) - 13세부터~

2. 자살생각척도(RSIQ)

3. 소아 특성 불안 척도(TAIC)

4. 인터넷 과다 사용(k-척도)

5.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20대

~

30대

1. 성인 우울(BDI)

2. Beck 자살생각척도(SSI)

3. 스트레스 간이 평가

4. 불면증 자가진단표

5. 알코올 중독(AUDIT)

6. 불안 척도(BAI)

40대

~

60대

이상

1. 성인 우울(BDI)

2. Beck 자살생각척도(SSI)

3. 스트레스 간이 평가

4. 불면증 자가진단표

5. 알코올 중독(AUDIT)

6. 불안 척도(BAI)

7. 치매

- 보호자 및 관찰자 치매 간이 선별 질문지

[표 2] 정신건강 간이선별도구

[표 2]에서 보는 심리 검사 목록들은 공인 검사 항

목들로써 『아동·청소년 지역기관을 위한 정신건강

선별조사 척도집』에 수록된 자료로, 전문 진단을

위한 검사도구가 아니라 간이 선별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한 시스템 또한 전문

적인 정신건강진단 용이 아닌, 1차적 선별을 위한

도구로써 사용될 것이며, 본 시스템을 통해 선별된

고(高)위험군에 속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진단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은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시스템 UI로써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터치스크린을 통해

진단할 수 있다. 유·무선 인터넷 망에 연결되어 실

시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여 관리자가 체계적인 데

이터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연령, 성별에 맞는 검사

항목을 제시하여 이용자에게 알맞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원격을 통한 장비의 업데이트 및 고장 진

단이 가능하여 이용자 및 관리자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도록 연구하였다.

[그림 1] 시스템 UI

3. 결론

본 연구는 정신건강 간이선별도구를 이용하여 불특

정 다수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을 선별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마치 게임을 하

듯 자가진단을 통해 정신건강 진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

다. 1차 선별과정에서 판단된 자료는 관리자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위험군에 속한 대상자들

은 전문 상담사 및 정신건강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취가 취해질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

설치하여 국민건강의 지표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의

데이터화가 가능할 것이며, 앞으로의 정신건강의 건

전화를 위한 지표로써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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